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8(2); 249~257; February 2019 https://doi.org/10.5322/JESI.2019.28.2.249

1. 서 론1)

방향족 탄화수소인 톨루엔(Toluene)은 자일렌(Xylene)

과 함께 도료, 잉크, 페인트, 고무, 접착제 및 화학공업 제

품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중 하나로서 대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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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상피세포에 있어서 느릅나무 당단백질이 톨루엔에 의해 
유도된 환경독성 기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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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mus davidiana Nakai (UDN) has been traditionally used as a herbal medicine to treat inflammatory diseases in 

Korea.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ecotoxic potential of a 116 kDa glycoprotein isolated from UDN 
(UDN glycoprotein) in human intestinal epithelial INT-407 cells. We demonstrated that UDN glycoprotein (20 μg/mL) 
could inhibit the production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induced by toluene, an ecotoxic substance.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toluene-induced intestinal cytotoxicity was mediated by the phosphorylation of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via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he UDN glycoprotei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s of ROS production and p38 MAPK activation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Moreover, the UDN glycoprotein inhibits the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LDH,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Collectively, our data indicate that UDN glycoprotein 
is a natural antioxidant and a modulator of ecotoxicity signaling pathways in human intestinal epithe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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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여 환경독성을 유도하거나, 인체 

건강에 치매, 안구 운동 장애 및 불안증과 같은 심각한 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Morvai et al., 1976; Filley et 
al., 2004). 특히 인체에 있어서 톨루엔은 급성의 경우 신

경 독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는 호흡기 및 

신경 독성을 야기시키고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서 대표적인 환경적 인체 독성물질 중에 하나이다(Lolin, 
1989; Foo et al., 1990; Yoshida et al., 2011).

톨루엔이 인체로 유입되면 비이상적으로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산을 유도한다 

(Mattia et al., 1991; Sarma et al., 2011).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물체의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되는 활성산소종은 생체내에 존재한 여러 항산화 효소

에 의해 소멸되지만, 비이상적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산

소종은 세포내 잠재적인 신호전달 물질로서 작용하여 산

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세포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성 유전자 발현을 위한 전사인자를 활성시켜 다

양한 세포독성 및 질환발생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Yamaguchi et al., 1999; Csete, 2005). 따라서 톨루

엔이 유도한 세포독성 신호전달 기작을 알아보고, 이 결

과를 바탕으로 톨루엔의 제어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환경

독성 기작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톨루엔이 유도한 세

포독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독성효과를 제어하는 물질을 탐구

하는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하다.
느릅나무(Ulmus davidiana Nakai, UDN)는 한국에 

널리 퍼져 있으며 부종, 유방염, 위궤양 및 위암 등에 효

과를 가진 전통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Lee et al., 
2013b). 최근 느릅나무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

해 보면, 느릅나무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및 

항고지혈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Lee 
and Lim, 2009; Lee et al., 2013a; Um et al., 2013). 따
라서 느릅나무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의 탁월한 약리학적인 효과는 환경독성물질 및 활성

산소종이 유도한 세포독성을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천연물로부터 생리

활성물질을 탐색하고, 이로부터 당단백질만을 분리하여 

그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용성을 연구하였던 결과, 느릅

나무로부터 추출된 116 kDa의 식물성 당단백질(UDN 

glycoprotein)은 탁월한 생체 방어적 조절자로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 및 면역기능 조절효과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Lee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독성 물질인 톨루엔이 소장상피세포의 

활성산소종 발생 및 환경독성 신호전달기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때 느릅나무 당단백질이 톨루엔

이 유도한 환경독성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밝

히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와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은 GE Healthcare Life Sciences 
(Morningside, Queensland, Australia)에서 구입하였으

며, p38 MAPK, phospho p38 MAPK, NF-κBp65, 
phospho NF-κBp65 및 β-actin은 Santa Cruz 
Biotechnology (Paso Robles, CA, USA)에서 구입하

였다. N-acetyl-L-cysteine (NAC)은 Tocris (KOMA 
Biotech,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고, SB203580과 

Bay11-7082는 MedChemExpress (Monmouth Junction,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이외의 모든 시약은 Sigma
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고, 사용된 시약은 순도가 높은 (순도 99% 이상) 등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소장상피세포 배양

소장상피세포(INT-407 cells)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

였으며, DMEM 배지에 10% FBS, 100 U/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을 혼합한 후 37°C의 5% 
CO2 조건의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2.3. 느릅나무 당단백질 분리 및 정제 

Ulmus davidiana Nakai (UDN, 느릅나무)는 전라남

도 나주에서 자생한 것을 채취하여 작은 크기로 잘라서 

ddH2O에서 침지 하였다. 용해된 느릅나무 추출물은 

Whatman 여과지로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여과

된 용액에 80% ammonium sulfate 첨가하여 침전시키

고 침전물을 투석 반투막(Spectra/por MWCO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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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CAL., USA)을 이용하여 4 의 20 mM Tris
HCl (pH 7.4) 용액에서 12시간 투석하였으며 동결건조

기를 이용하여 건조시켰고 -70 에서 보관하였다. 이후 

시료는 0.1% Sodium Dodecyl Sulfate (SDS)가 포함된 

10% polyacrylamide gel에서 2시간 30분 동안 110 V, 
30mA로 전기영동기(Mini-PROTEIN II, Bio-Rad, 
CA, USA)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당단백질을 Schiff’s 
reagent로 염색하여 (Neville and Glossmann, 1974), 
116 kDa의 분자량을 가진 당단백질을 electro-eluter 
(Mini Whole Gel Eluter, Bio-Rad, CA, USA)로 용출

하였고, 이후 이것들을 동결건조해서 사용하였다.

2.4. 세포내 활성 산소량 측정

 세포내 활성 산소량은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CM-H2 DCFD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소장

상피세포에 톨루엔과 느릅나무 당단백질을 동시에 처리

한 후, 10 mM의 CM-H2 DCFDA를 30분 동안 처리하

고 어두운 곳에서 배양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Phosphate 
Buffered Solution (PBS)만 처리하였다. 세포내 활성 산

소량을 정량하기 위해 fluorescent microplate reader 
(SPARK, Seestrasse,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

용하여 495 ~ 53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Olympus FluoView 300 
confocal microscope, Tokyo, Japan)을 이용해 100배 

배율로 세포내 발생되는 활성 산소량을 관찰하였다. 

2.5. Western blot 분석

Western blot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장상피세포에 

톨루엔과 느릅나무 당단백질을 동시에 처리하고, PBS로 

1회 세척한 후 세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세포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억제제가 포함된 RIPA lysis buffer (20 
mM HEPES, pH 7.5, 150 mM NaCl, 1% IGEPAL 
CA-630, 0.1% SDS, 0.5% Sodium deoxycholate)에서 

추출 되었고,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정
량된 단백질들을 0.1% Sodium Dodecyl Sulfate (SDS)
가 포함된 10% polyacrylamide gel에 105 V, 30 mA에

서 3시간 동안 전기영동기 (LPS solution, Daejeon, 
Korea; major science, Saratoga, CA, USA)를 이용하

여 분리하였고, 이를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에 transfer 시킨 후, 5% 탈지분유가 함유된 

TBS-Tween 용액(50 mM Tris base, 137 mM NaCl, 
0.1 % Tween-20)으로 25°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

다. 3,000배 희석된 primary antibody와 함께 4 에서 

12시간동안 반응 시킨 후 TBS-Tween 용액으로 세척하

고 10,000배 희석된 secondary antibody를 2시간동안 

25°C에서 처리하였다. 각 단백질의 발현은 Bio-rad 
Chemi Doc XRS+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해 확인하였고, Scion imaging 소프트웨어

(Scion Image Beta 4.02, Frederick, MD, USA)를 사

용하여 단백질 발현 결과를 상대 강도값으로 계산하였다.

2.6. Lactate dehydrogenase (LDH) 분석

소장상피세포에 환경독성물질인 톨루엔과 느릅나무 

당단백질을 동시 처리한 후 lactate dehydrogenase 
(LDH) cytotoxicity assay kit (Thermo Scientific, 
MA, USA)를 이용하여 세포막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약 50 μL의 세포 배양액에 50 μL의 LDH 기질 혼합물을 

넣고 30분동안 상온에서 차광하여 반응시킨 후 바탕값인 

490 nm와 680 nm에서 fluorescent microplate reader 
(SPARK, Seestrasse, Männedorf, Switzerland)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값 (LDH cytotoxicity)은 

[(maximum LDH activity spontaneous LDH 
activity)/(compound-treated LDH activity 
spontaneous LDH activity)×100]을 이용해 구하였다.

2.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 오차(S.E.)로 나타냈다. 통계적 유의적 차이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이용하여 결

정하였으며, p-values < 0.05의 값들을 유의적인 결과로 

고려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제어효과

느릅나무로부터 분리된 116 kDa 느릅나무 당단백질

의 세포적 생리활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독성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Toluene)을 소장상피세포(INT-407 
cells)에 처리하여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제어

효과를 알아보았다. 방향족 탄화수소인 톨루엔은 휘발

성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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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을 유도하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vai et al., 
1976). 특히 톨루엔은 1 mM 농도에서도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억제하여 세포 생존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Revilla et al., 2007).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 mM의 톨루엔을 소장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세

포막 손상으로 인한 세포독성 지표인 LDH (lactate 
dehydrogenase) 방출이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톨루엔 처리 후, 4시간째 LDH 방출 수

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208% 만큼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느릅나무 당단백질 

10, 20 및 50 μg/mL를 톨루엔과 4시간 동안 함께 처리 

하였을 때, LDH 방출 수준을 각각 73, 150 및 183% 만
큼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B). 따라서 이

와 같은 결과는 톨루엔은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독성

을 유발한 결과물로서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LDH를 

Fig. 1. Inhibitory effect of UDN glycoprotein on the 
production of LDH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A) Time responses of LDH cytotoxicity in 
INT-407 cells treated with toluene (1 mM) is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control. (B) Cells were treated with 
UDN glycoprotein in the presence of toluene for 4 
h.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control. #p < 0.05 versus toluene 
alone. 

밖으로 방출시키지만,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경우 특이적

인 신호전달 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톨루엔이 유도하는 

세포독성 기작을 막고 세포에 활력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에 톨루엔과 동일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벤젠의 경우, 세포에서 

LDH 방출을 유도하여 세포독성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Dere and Ari, 2009) 이와 정반대로 느

릅나무 당단백질의 경우, 섬유아세포 뿐만 아니라 장 상

피세포에서도 독성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세포를 보호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Lee et al., 2004).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방향족 탄화수소가 세포에 

미치는 독성효과의 특성과 이를 제어하는 느릅나무 당단

백질의 생리활성 능력을 동시에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시

사한다.

3.2. 활성산소종 생성 억제를 통한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제어효과

톨루엔이 유도한 세포독성 신호전달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독성물질의 일차적 표적인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산소종)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활성산소종은 세포의 일시적 산화적 스트레스 표지자로

서, 세포질내의 다양한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여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신호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다 (Stadtman, 2001).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mM의 톨루엔을 소장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내 

활성산소 발생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5분째 일시적

으로 49% 만큼 유의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느릅나무 당단백질 20 μg/mL을 톨루엔

과 15분 동안 함께 처리 하였을 때, 세포내 활성산소 방

출 수준이 45% 만큼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B). Fig. 2C는 톨루엔에 의해 유도된 

활성산소발생을 억제하는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항산화

적 효과를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최근에 톨

루엔과 더불어 많은 문헌에서 환경독성 물질은 활성산소

종 발생을 자극함을 통해 세포 손상을 유도한다는 결과

가 보고 되었다(Yamaguchi et al., 1999; Simon et al., 
2000).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느릅나무 당단백질은 

세포내 항산화 작용을 촉진함을 통해 환경독성 물질이 

유도하는 활성산소종 발생을 제거하여 세포독성을 막는

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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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38 MAPK의 인산화 억제를 통한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제어효과

활성산소종의 대표적인 세포내 하위신호전달인자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PAKs)로 알려져 

있으며(Son et al., 2013), MAPKs의 한 종류인 p38 
MAPK는 일반적으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인산화(활성)되는 세포내 신호전달 단백질로서 보고 되

었다(Liu et al., 1995; Raingeaud et al., 1995; Beyaert 
et al., 1996).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mM의 톨

루엔을 소장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p38 MAPK 단
백질 인산화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30분째 유의적으

로 가장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느릅나무 

당단백질 20 μg/mL을 톨루엔과 30분 동안 함께 처리 하

였을 때, p38 MAPK 단백질 활성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

Fig. 2. UDN glycoprotein reduces the production of ROS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A) Time responses of ROS production in cells treated 
with toluene is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0 min. (B) Cells were treated with 
UDN glycoprotein (20 μg/mL) in the presence of toluene 
for 15 min. Data represent the mean ± S.E. n = 3. *p < 
0.05 versus control. #p < 0.05 versus toluene alone. (C) 
ROS production (green) was visualized by confocal 
microscopy. Scale bars, 100 μm (magnification ⨉ 100). n 
= 3. RFU, relative fluorescence.

Fig. 3. UDN glycoprotein inhibits the phosphorylation 
of p38 MAPK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A) Time responses of p38 MAPK 
phosphorylation in cells treated with toluene is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1 versus control. (B) Cells were treated 
with UDN glycoprotein in the presence of 
toluene for 30 mi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3. *P < 0.01 versus control, #P < 0.01 
versus toluene alone. ROD, relative optic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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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B). 최근에 p38 
MAPK는 pro-inflammatory cytokines 및 자외선 등과 

반응하여 인산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독성물질과 

같은 산화적 자극 등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 되

었다(Liu et al., 1995; Raingeaud et al., 1995; Beyaert 
et al., 1996).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느릅나무 당단백

질은 톨루엔이 유도한 산화적 활성산소종의 발생을 제거

함을 통해 p38 MAPK 단백질 인산화 수준을 억제함으

로서 세포독성을 막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3.4. NF-κB의 인산화 억제를 통한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제어효과

세포 핵내에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kappa B 
(NF-κB)는 p38 MAPK의 대표적인 하위신호전달자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성 유전자 

발현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Saha et al., 
2007).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mM의 톨루엔을 

소장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NF-κB 단백질 인산화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시간 동안 유의적으로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느릅나무 당단백

질 20 μg/mL을 톨루엔과 1시간 동안 함께 처리 하였을 

때, NF-κB 단백질 활성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B). NF-κB는 일반적인 상태에

서는 세포질에 존재하며, 보통 NF-κB family인 Rel 
A(p65), p50, p52, c-Rel, v-Rel 및 Rel B가 서로 

homodimer 또는 heterodimer를 이루면서 IκB라는 

inhibitory protein이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톨
루엔과 같은 환경독성인자의 자극으로 인하여 NF-κB가 

인산화가 되면 IκB가 떨어져 나가고, 인산화된 NF-κB
는 핵내로 이동하게 되어 다양한 스트레스성 유전자 발

현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rkedal 
-Hansen, 1993). 이와 같은 결과는 느릅나무 당단백질은 

톨루엔이 유도한 p38 MAPK 인산화 억제를 통해 NF-κ
B 활성을 제어하고, 핵내로의 이동을 억제함으로서 세포

독성을 막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에 환경독성물질의 

또 다른 종류인 bisphenol A (BPA)의 경우, 세포내 NF-
κB를 활성을 유도하여 세포독성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으며(Shim et al., 2007), 이와 정반대로 느릅

나무 당단백질의 경우, 장 상피세포 뿐만 아니라 간세포

에서도 NF-κB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효

과가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Ko et al., 2005).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환경독성물질이 세포에 미치는 독

성 신호전달 기작의 특성과 이를 제어하는 느릅나무 당

단백질의 생리활성 능력을 동시에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Fig. 4. UDN glycoprotein inhibits the activation of NF-κB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A) Time responses of NF-κB phosphorylation in 
cells treated with toluene is shown. Data represent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control. (B) 
Cells were treated with UDN glycoprotein in the 
presence of toluene for 60 mi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3. *P < 0.05 versus control, #P < 
0.05 versus toluen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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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세포신호전달 기전 

제어효과

마지막으로 톨루엔에 의해 유도된 환경독성의 세포 

신호전달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에서 밝혀진 환경독

성 신호전달 표적인자의 억제제들을 처리하여, 세포독성 

지표인 LDH 방출 수준을 측정하였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mM의 톨루엔을 소장상피세포에 처리하였

을 때, LDH 방출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4시간 동안 

유의적으로 185% 만큼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성산소종의 저해제인 N-acetylcysteine (NAC), 
p38 MAPK의 저해제인 SB203580 그리고 NF-κB의 

저해제인 Bay 11-7082를 톨루엔과 4시간 동안 함께 처

리 하였을 때, 세포적 LDH 방출 수준이 각각 140%, 
226% 그리고 205% 만큼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은 활성산소종 발생을 통해, p38 MAPK 그리고 

NF-κB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손상을 일으켜 

LDH 방출을 촉진하며,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경우 강력

한 항산화력을 바탕으로 톨루엔의 세포적 신호전달기전

을 억제하는 환경독성 억제 물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느릅나무로부터 분

리된 116 kDa 느릅나무 당단백질은 환경독성물질인 톨

루엔이 유도한 소장상피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

Fig. 5. UDN glycoprotein inhibits ecotoxic signaling 
pathway in toluene-stimulated INT-407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NAC (10 μM), 
SB203580 (1 μM), and Bay 11-7082 (10 μM) for 
30 min and then exposure to UDN glycoprotein 
and toluene for 4 h. The cytotoxicity of cell was 
determined by LDH cytotoxicity assay.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3. *P < 0.01 versus 
control, #P < 0.01 versus toluene alone.

함을 통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소거하고, p38 MAPK 
및 NF-κB의 인산화 억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독성 연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환경독성 세포신호전달 기전을 

차단하는 탁월한 약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독성 세포신호전달 

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로서, 환경독성물질의 

수용체 작용기전에 대한 실험이 더 필요하며, 환경독성

에 의한 상피세포 유해 메커니즘을 더욱 이해하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느릅나무(Ulmus davidiana Nakai, UDN)는 예로부

터 부종, 유방염, 위궤양 및 위암 등에 효과를 가진 전통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느릅나무로부터 추

출된 116 kDa의 식물성 당단백질(UDN glycoprotein)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Toluene)이 유도

하는 환경독성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느릅나무 당단백질은 소장상피세포(INT-407 cells)에서 

환경독성 방향족 탄화수소인 톨루엔이 유도한 lactate 
dehydrogenase (LDH) 방출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능

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느릅나무 당단백질의 환경

독성 제어효과는 톨루엔의 일차적 생체표지자인 세포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발생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와 관련이 있었다. 느릅나무 당단백질은 톨

루엔이 유도한 세포독성 신호전달물질인 p38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PAKs)의 인산화 및 산화

적 스트레스성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kappa B (NF-
κB)의 활성을 통해 유도되는 환경독성 세포 신호전달기

전을 차단하는 약리학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해 보면 느릅나무 당단백질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바탕으로 톨루엔이 유도한 장 상피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써 활성산소종을 저해할 뿐만 아

니라, p38 MAPK와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소

장상피세포의 환경독성 신호전달기전을 막는 효과적인 

환경독성 신호전달기전 제어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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