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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tro anticancer and antioxidant effects of acetone

extract from leaves of Eucommia ulmoides Oliver were investigated.

The extraction yield and total phenolic content of the acetone

extract were 1.13±0.033% (w/w) and 36.7±1.96 mg gallic acid

equivalents/g-extract, respectively. GI50 values of the acetone

extract for huma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s (A549), human

colon cancer cells (SNU-C4), human cervical cancer cells (HeLa),

and human embryonic lung epithelial cell (L132) were 53.4, 53.8,

88.3, and 153.9 µg/mL, respectively. The acetone extract effectively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human non-small cell lung cancer

(A549) and colon cancer (SNU-C4) cells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but was less cytotoxic with human normal

cells (L132). EC50 values of the acetone extract for free radical

scavenging, reducing power,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were about 2,000, 275.8, and 257.9 µg/mL, respectively. The acetone

extract showed a potent reducing power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Keywords Acetone extract · Anticancer · Antioxidant · Eucommia

ulmoides · Total phenolic

서 론

두충(Du-zhong, Eucommia ulmoides Oliver)은 잎, 껍질, 줄기 및

열매의 뛰어난 약리 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생약재이다[1]. 두충에는 bisepoxylignan,

monoepoxylignan 등의 리그닌 성분과 iridoid, 다당체, 스테로이

드, 테르페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요한 생리활성 성분

으로는 quercetin, rutin, astragalin, geniposidic acid 등이 알려

져 있다[2,3,4].

두충잎차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것

으로 알려졌고[5], 두충잎과 껍질의 물 추출물은 혈압을 낮추는

활성이 있었다[6]. 두충잎과 껍질의 물 추출물은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고지혈증의 완화에 도움을

주고, 두충잎 추출물은 동물 실험에서 체중 감량과 백색 지방

조직 감소 등의 항비만 효과가 있었다[7,8]. 민간에서 두충껍질의

물 추출물은 골다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되어 왔는데 실제로 동

물 실험에서 두충껍질 추출물이 조골세포를 활성화하고 파골세

포를 감소시킴으로써 뼈의 용해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9]. 또

한 두충껍질의 물과 메탄올 추출물은 항균과 항염증 활성을 나

타내었고[10,11], 물과 에탄올 추출물은 acetylcholinesterase 활

성 억제를 통한 신경보호 작용[12]과 함께 간의 지방 축적을 억

제함으로써 간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13].

특히 두충잎은 껍질, 꽃, 열매에 비해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

지고 있으며[14], 두충잎의 rutin, chlorogenic acid, ferulic acid

등의 페놀성 화합물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물질로 보

고되었다[5]. 두충잎 물 추출물은 껍질에 비해 우수한 지질과산

화 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었고[15], 또한 제2형 당뇨병을 유발

한 쥐에서 적혈구의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과산화수소와 지질과산화물

의 수준을 낮추는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16]. 두충의 잎, 껍

질 및 씨앗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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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충잎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고, 이와

비례하여 유리라디칼 소거활성, 환원력 및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도 두충잎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게 나타났다[17]. 두충잎의 물

추출물이 DNA와 같은 생체 고분자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것

으로 보고되었다[18].

일반적으로 천연물의 추출 용매로 물과 에탄올이 주로 사용

되고 있어 비극성 용매에서 추출되는 지용성 성분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약용 식물의 지용성 추출물이 암

세포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많은 보고[19,20,21,22]가

있고, 두충잎의 경우에도 석유에테르 추출물이 in vitro에서 사

람의 결장암세포(HCT-116)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

[23], 이를 근거로 비극성 용매를 사용하여 두충잎의 지용성 추

출물을 얻고 생리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예비실험을 통해 항암 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두충

잎의 아세톤 추출물을 대상으로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을 확인

하였고, 이와 함께 페놀성 화합물 함량, 유리라디칼 소거능, 환

원력 및 지질과산화 억제능을 확인함으로써 두충잎의 생리활성

소재로서의 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두충잎 분말은 그린내츄럴(Jindo,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Folin-Ciocalteu reagent, gallic acid, 2,2-diphenyl-1-

picryl-hydrazyl (DPPH), ferric ferricyanide, α-tocopherol 및

indole-3-carbinol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제

품을 사용하였다. 인체 비소세포폐암세포(huma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 A549), 결장암세포(human colon cancer cell,

SNU-C4), 자궁경부암세포(human cervical cancer cell, HeLa)

및 인체 배아 폐 상피세포(human embryonic lung epithelial cell,

L132)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 VA,

USA)의 세포주를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RPMI-1640,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및 trypsin-EDTA

는 HyClone (Logan, UT, USA)의 제품을, Cell Counting Kit-8

(CCK-8)은 Dojindo (Kumamoto, Japan)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아세톤 추출물 제조

두충잎 분말은 60oC에서 4시간 건조한 후 재분쇄하여 100−300

μm 크기의 입자만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두충잎 분말에 10배

(w/w)의 아세톤을 넣고 항온진탕조(Jeio Tech, Daejeon, Korea)

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상온에서 원심

분리(2,000×g, 5분)하여 상징액을 얻고 60oC에서 아세톤을 증발

시켜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

Ciocalteu reagen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4]. 두충잎 추출물에

Folin-Ciocalteu 시약을 부가하여 상온에서 3분간 반응시키고,

10% Na2CO3 용액을 넣고 상온에서 1시간 정치시킨 후 725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추출물로 나타내었다.

In vitro 항암 활성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은 CCK-8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25]. 두충잎 추출물을 에탄올에 용해한 뒤

배지에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이때 에탄올의 최종 농도가 0.1%

(v/v)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암세포(A549, SNU-C4, HeLa)

와 정상세포(L132)는 5% FBS와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

된 RPMI-1640 배지에서 5% CO2, 37oC의 조건으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배양액을 신선한 배지로 교체한 뒤 희석한 두

충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동일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양성대조군인 indol-3-carbinol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암세포 증

식억제 활성을 비교하였다. 24시간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양

액을 제거한 후 각각 CCK-8 용액과 serum-free RPMI-1640을

첨가하여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0]. 암세포 증

식억제 활성(%)은 (대조군의 흡광도−실험군의 흡광도)/대조군

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In vitro 항산화 활성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26]. 농도별로 희석한 두충잎 추출물에 0.15

mM DPPH 용액을 첨가하고 상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은 (무첨

가군의 흡광도−첨가군의 흡광도)/무첨가군의 흡광도×100으로 계

산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 α-tocopherol을 사용하였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환원력은 ferric ferricyanide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27]. 농도별로 희석한 두충잎 추출물에 1%

K3Fe(CN)6과 0.2 M 인산 완충용액(pH 6.6)을 첨가하여 50oC에

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가하

고 2,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을 얻어 0.1%

FeCl3 용액을 가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

은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었고, 양성대조군으로 α-tocopherol을

사용하였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은 linoleic acid

의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과산화물의 측정법으로 확인하였다

[28]. 농도별로 희석한 두충잎 추출물에 2.52 mg/mL linoleic

acid와 50 mM 인산 완충액(pH 7.0) 4.0 mL을 혼합하여 45oC에

서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시료를 채취하여 30% ammonium

thiocyanate와 함께 75% ethanol 용액에 혼합한 후 실온에서 5

분간 정치시키고 20 mM ferrous chloride를 첨가하여 50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 정도는 흡광도 값으로 나

타내었고, 양성대조군으로 α-tocopherol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을 처리한 시료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세 번의 반복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p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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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수율 및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두충잎을 아세톤으로 추출하여 얻어진 고형분의 수율은 1.13±

0.033% (w/w)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Table 1). 일반적으로 천연

물을 비극성 용매로 추출하는 경우 당류, 무기질 및 단백질 등

의 극성 분자들이 잘 추출되지 않아 수율이 낮아진다[22]. 인삼

과 홍삼을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및 n-헥산으로 추출하였을 때

도 수율이 20.78에서 0.41%까지 비극성 용매로 갈수록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29].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추출물 g당 36.7±1.96 mg GAE (Table 1)로 기존에 알

려진 두충잎 물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인 75.8−110 mg

GAE/g에 비해서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30]. 이러한 결과는

극성 용매에서 페놀성 화합물의 추출이 잘 되고 비극성 용매로

갈수록 수율이 낮아진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21,22].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in vitro 항암 활성

사람의 비소세포폐암(A549), 결장암(SNU-C4) 및 자궁경부암

(HeLa) 세포를 대상으로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in vitro 항암

활성을 확인하였다[21,22].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의 양성대조군

으로는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인 indole-3-carbinol을 사용하였

고[31],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배아 폐

상피세포(L132)를 사용하였다[21,22].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은

농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사람의 비소세포폐암세포(A549), 결장

암세포(SNU-C4) 및 자궁경부암세포(HeLa)의 증식을 억제하였

다(Fig. 1). 암세포의 증식을 절반 억제하는 농도인 GI50값은 비

소세포폐암세포(A549)에서 53.4 μg/mL였고, 결장암세포(SNU-

C4)에서 53.8 μg/mL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가 매우 높았지만,

자궁경부암세포(HeLa)에 대해서는 88.3 μg/mL로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Table 2). 양성대조군인 indole-3-carbinol의 암세포

증식억제에 대한 GI50값은 비소세포폐암세포(A549)에서 52.4 μg/

mL, 결장암세포(SNU-C4)에서 30.3 μg/mL 및 자궁경부암세포

(HeLa)에서 64.7 μg/mL으로 두충잎 추출물에 비해 낮았다(Table

2). 따라서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은 단

일 성분인 indole-3-carbinol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두충

잎 추출물이 여러 성분이 섞여있는 혼합물인 점을 고려한다면

항암 활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22]. 사람의 비소세포폐암

세포(A549)에 대한 GI50값을 비교하였을 때, 인삼의 n-헥산 추

출물은 20.0 μg/mL이었고(In 등, 2014), 유근피 아세톤 추출물

은 74.3 μg/mL이었다[22]. 또한 12종의 중국산 약용 식물의 수

용성 추출물들의 비소세포폐암세포(A549)에 대한 GI50값은 161−

1,456 μg/mL로 나타나[32],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은 인삼의 지

용성 추출물을 제외한 다른 천연 추출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in vitro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은 사람의 정상세포인 배아 폐 상피

세포(L132)에 대한 GI50값이 153.9 μg/mL로 높게 나타나(Table

2), 정상 세포에 대한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암세포에

대한 증식억제 활성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식물로부터 얻어진

페놀성 화합물은 뛰어난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고[33], 페놀성

화합물의 항암 활성은 세포자살 유도, 세포주기 진행 억제, 신

생혈관 생성 억제 및 전이 억제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33,34]. 특히 페놀성 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계 페놀화합물

의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35]. 두충

잎에는 뛰어난 항암활성을 가진 rutin과 quercetin이 플라보노이

드계 페놀화합물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30,36,37], 이들 중

Table 1 Yield and total phenolic content of acetone extract of Eucommia

ulmoides leaves

Yield (%) Total phenolic content2) (mg GAE/g)

1.13±0.0331) 36.7±1.961)

1)Data represent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2)Total phenolic content was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s (GAE)

Fig. 1 Effects of acetone extract of Eucommia ulmoides leaves on human

non-small cell lung cancer (A549, black bar), colon cancer (SNU-C4,

gray bar), cervical cancer (HeLa, white bar), and embryonic lung

epithelial (L132, dark gray bar) cells proliferation. Data were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 <0.05 and **p <0.01 compared to the

values for untreated control

Table 2 Inhibitory effect of acetone extract of Eucommia ulmoides leaves on cell growth

Human cell lines
GI50 values1) (μg/mL)

E. ulmoides extract Indole-3-carbinol2)

Cancer cell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 (A549) 53.4±2.333) 52.4±4.49

Colon cancer cell (SNU-C4) 53.8±16.10 30.3±7.00

Cervical cancer cell (HeLa) 88.3±10.09 64.7±9.38

Normal cell Embryonic lung epithelial cell (L132) 153.9±31.750 75.6±1.26

1)GI50 values represent the concentration of acetone extract that caused 50% growth inhibition of cells
2)Indole-3-carbino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3)Data represent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122 J Appl Biol Chem (2018) 61(2), 119−124

물 보다는 유기용매에 잘 추출되는 소수성 페놀화합물인 quercetin

이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0,38].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활성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리라

디칼 소거활성, 환원력 및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측정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 지용성의 천연 항산화제인 α-tocopherol을 사용

하였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DPPH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Fig. 2A), DPPH 유리라디칼을

절반 소거하는 농도인 EC50값이 ~2 mg/mL로 높게 나타나 소거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두충잎 아세톤 추

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에 대한 EC50값은 양성대조군인 α-

tocopherol의 EC50값인 85.1 μg/mL에 비해서 크게 높았고(Table

3), 다른 식물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에 대한 EC50값과 비교

하여도 모시잎 에탄올 추출물의 688 μg/mL [39], 곤드레잎의 물

과 메탄올 추출물의 87.1−111.19 μg/mL [40], 고구마잎 에탄올

추출물의 109−168 μg/mL [41], 유근피 아세톤 추출물의 36.7

μg/mL [22] 및 백연수잎 에탄올 추출물의 133.51 μg/mL [42]

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나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에 대한 전자공여 능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환원력 역시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

였고(Fig. 2B), 반응액의 흡광도가 0.5일 때의 농도인 EC50값은

275.8 μg/mL이었다(Table 3).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환원력에

대한 EC50값은 양성대조군인 α-tocopherol의 71.9 μg/mL에 비

해 높았으나 두충잎 추출물이 혼합물인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환원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Table 3). 다른 식물 추출물

의 환원력에 대한 EC50값과 비교하였을 때 모시잎 에탄올 추출

물의 44.39 μg/mL [43]과 유근피 아세톤 추출물의 53.2 μg/mL

[22]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백연수잎 에탄올 추출물의 250 μg/mL

[42]과는 비슷하였고, 오디 아세톤 추출물의 746 μg/mL [44], 복

분자 아세톤 추출물의 871 μg/mL [44] 및 자색고구마 에탄올

추출물의 236 μg/mL [45]보다는 낮은 값을 가져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환원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은 linoleic acid의 과산화를 농도의존적

으로 억제하였고(Fig. 2C), 지질과산화를 절반 저해하는 농도인

EC50값은 257.9 μg/mL이었다(Table 3).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지질과산화 억제에 대한 EC50값은 양성대조군인 α-tocopherol의

126.7 μg/mL에 비해 높았으나 역시 혼합물인 점을 고려하면 우

수한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3).

백연수잎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지질과산화 억제에 대한 EC50

값이 ~500 μg/mL [42]인 것과 비교하여도 두충잎 추출물의 지

질과산화 억제활성은 우수하였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에 존재

하는 비극성의 페놀성 화합물은 유리라디칼의 소거보다는 세포

Fig. 2 In vitro antioxidant activities of acetone extract of Eucommia

ulmoides leaves. (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Reducing power, (C)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Data were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 <0.05, **p <0.01, and ***p

<0.001 compared to the values for untreated control

Table 3 Antioxidant effect of acetone extract of Eucommia ulmoides

leaves

Antioxidant activity
EC50 values1) (ìg/mL)

E. ulmoides extract α-tocopherol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077.8±212.543) 085.1±15.41

Reducing power 275.8±33.26 71.9±3.28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257.9±27.54 126.7±16.20

1)EC50 values for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are expressed as the effective con-
centrations at which 50% of DPPH free radicals were scavenged, at
which the absorbance is 0.5, and at which 50% of lipid peroxidation was
inhibited, respectively
2)Alpha-tocophero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3)Data represent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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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지질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여겨지며, 이

는 두충잎의 플라보노이드계 페놀화합물의 주 성분인 quercetin

이 유리라디칼 소거보다는 기름의 산화억제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보고[30]와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두충잎의 아세톤 추출물은 사람의 비소세포

폐암세포 및 결장암세포에 대한 뛰어난 증식억제 활성을 나타

내었고, 환원력과 지질과산화 억제 능력이 우수하여 항암 및 항

산화 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초 록

두충(Eucommia ulmoides Oliver)잎 아세톤 추출물의 in vitro

항암 및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의 수

율은 1.13±0.033% (w/w)이었고,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36.7

±1.96 mg gallic acid equivalents/g-추출물로 나타났다. 세포증식

을 절반 억제하는 추출물의 농도인 GI50값은 사람의 암세포인

비소세포폐암세포(A549)에서 53.4 μg/mL, 결장암세포(SNU-C4)

에서 53.8 μg/mL 및 자궁경부암세포(HeLa)에서 88.3 μg/mL이었

고, 사람의 정상세포인 배아 폐 상피세포(L132)에서는 153.9 μg/

mL로 나타났다. 두충잎 아세톤 추출물은 사람의 정상세포에는

낮은 독성을 나타내면서 농도에 비례하여 사람의 비소세포폐암

세포(A549)와 결장암세포(SNU-C4)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하였다. DPPH 유리라디칼을 절반 소거하는 추출물의 농도인

EC50값은 2 mg/mL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환원력의 EC50값은

275.8 μg/mL, 지질과산화를 절반 저해하는 농도인 EC50값은

257.9 μg/mL이었다. 유근피 아세톤 추출물은 농도에 비례하여

우수한 환원력 및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보여주었다.

Keywords 두충잎 · 아세톤 추출물 · 페놀성 화합물 · 항산화

·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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