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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화를 통한 유용생리활성 증진에 관한 것이다. 먼저 나노입

자 수액의 형태 및 크기 확인을 위하여 EF-TEM을 이용한 결과 유상이 주머니처럼 수액을 포집한 리포좀 형태를 띄

고 있으며 약 200 nm 크기의 구형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노입자의 크기와 균일성 및 크기별 분

포 측정을 위해 DLS를 이용한 결과 수십 nm에서 수천 nm의 크기를 보였고 그중 약 70%가 100~300 nm의 크기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나노입자의 세포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과 비

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나노입자화를 통한 세포독성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여, 인간 면역세포

인 B 세포와 T 세포의 생육증진 실험을 하였다. 5일째 되는 날 가장 많은 세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고로쇠 수

액 보다는 우산고로쇠 수액의 면역세포 생육증진효과가 좋았다. 또한 일반 수액보다는 나노입자수액의 생육증진 효

과가 크게 나타났다. Cytokine 분비량 및 NK 세포 활성의 경우에서도 위의 실험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면역활성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세포 독성 및 항암실험을 하였다. 인간 정상 폐세포인 HEL299에 대한 세

포독성 실험 결과 수액 및 나노입자 수액 두 시료 전부 19%이하의 세포독성을 보임으로써 레시틴으로 포집한 수액

의 정상세포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GS, A549, Hep3B에 대한 암세포 생육억제실험결과 3가지 암세포

에서 모두 수액에 비해 나노입자수액의 활성이 약 20% 증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반

수액 및 나노입자 수액의 연구를 통하여 나노입자 수액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더욱 다양한 생리활성 연구 및 유용생리활성 물질의 추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of immuno-modulatory activities of sap of Acer mono and A.

okamotoanum encapsulated with edible polymers. Anticancer activities and immune activities such as human B

and T cell growth, secretion of cytokines and natural killer cell growth were observed. Both human immune B

and T cells were increased up to 30~50% by the addition of nano particle sap of Acer mono and A.

okamotoanum. The secretion of Interleukin-6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a (TNF-a) from human immune

B and T cell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 to the control. Natural Killer (NK) cell growth was

enhanced to 19.4×105 cells/mL in adding nano encapsulated sap of A.okamotoanum. The cytotoxicity of the

sample on normal human lung cell (HEL299) was below 19.8% in adding 1.0 mg/mL of the nano particle sap

of A. okamotoanum. Generally, the growth of all three human lung adenocarcinoma, human stomach

adenocarcinoma and human liver adenocarcinama was inhibited up to 85% in adding 1.0 mg/mL of the

encapsulated sap. Interestingly enough, the encapsulated sap was completely penetrated into human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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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30 min after addition. It showed that the encapsulation of the sap definitely increased its biological

activities, which can expand its use to wide range of foo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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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로쇠나무는 뼈에 이로운 나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는 속설이 있는데, 전남 광양시 백운산 지역에서는 수액

음용자의 80% 이상이 고로쇠나무 수액의 효능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An et al., 1998).

고로쇠나무 수액을 건강음료로서 마시는 풍습은 소련, 중

국, 일본 등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약으

로서는 이뇨, 변비, 위장병,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수창,

부창, 습진, 괴혈병, 신경통, 산후통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이들 수액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Hashi and

Takeshita, 1973).

현재 고로쇠나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

으며, 수액에 관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무기물과 당류 분

석(Kim et al., 1991), 자작나무 수액 중에 칼슘, 마그네슘

분석(Yoon et al., 1992), 수액 성분분석과 효능(Ahn,

1975)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

찬가지로 약리적 효과보다는 수액의 성분분석에 관한 것

으로 자작나무의 성분에 관한 연구(Terazawa et al.,

1984) 등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로쇠나무 수액

에 대한 음용의 역사도 깊고 최근에는 수액 소비량도 증

가하고 있어 수액을 이용한 산업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

를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가 많지 않다(Moon and Kwon,

2004). 

나노기술은 유효 성분의 지속시간을 늘려 줄 뿐만 아

니라 나노 소재화된 성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에서 작용하도록 조절이 가능해 그것의 이용 면에서도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Seo et al., 2004; Kim et al.,

2006).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제조된 나노입자 및 캡슐의

대표적인 특성은 이들이 물과 지방에 모두 친한 용해성

(duo-solubility)을 갖는 것이며, 용해도(solubility) 및 분산

성(dispersi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체 내 세포에 이

용시 투과하기 어려운 세포의 지질이중막(lipid bilayer)을

통과할 잠재력을 가지므로 기능성 물질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Kim and Park, 2006). 기능성 식품원료

가 10 nm 이하의 분자크기로 줄어들면 맛과 향이 소실되

는 반면 1,000 nm 이상이면 체내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lecithin 나노입자 크기의 범위를 100~1,000 nm

사이로 맞추어 생리활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

료된다.

기존의 나노입자기술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고 식품에 나노입자기술을 이용한 사례

도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산업 분

야에서의 나노기술은 크게 나노에멀젼, 나노포장재, 나노

센서, 생물고분자와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나노소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Weiss et al., 2006). 또

한 식품안전분야에서 병원성물질 및 오염물질을 검출하

는 센서를 비롯해서 주변환경을 감지하거나 각 제품의 위

치를 추적해서 기록하는 나노소자등이 식품산업 분야에

서 이용되고 있다(Kim, 2008). 하지만 식품소재의 나노

입자화를 통한 유용생리활성 증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비한 수준이다. 특히 고로쇠 수액에 나노입자화 기술을

접목시키면 수액을 포집하고 있는 유상성분에 의해 고로

쇠 특유의 향에 의한 식품 고유의 맛을 저해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당이 많은 수액이 식품에 첨가되었을 시

일어날 수 있는 발효로 인한 식품의 변질현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수액은 그 값이 비싸고 채취량 또한 한정돼

있거나 오랜 기간 저장을 할 수 없는 단점을 적은 농도의

나노입자 수액으로도 같은 활성을 나타내는 점, 나노입

자화를 통한 저장기간 향상 등의 장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채취와 이용성, 그리고 여

러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는 울릉도 자생 우산고로쇠나무

와 강원도 인제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의

생리활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나노입자화 기술을 이용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암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로 RPMI1640과 Alpha

minimum essential medium(α-MEM)은 GIBCO(USA)사

에서 구입하였고, Hepes buffer는 SIGMA(USA)에서 구

입하였다. 혈청은 GIBCO(USA)사에서 구입한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을 이용하였고, gentamycin

sulfate, trypsin-EDTA는 SIGMA(USA) 사의 것을 사용

하였다. 

2. 실험재료

고로쇠, 우산고로쇠 수액은 2008년 2월~4월경에 채취

된 것을 바로 실험실로 옮겨 실험에 사용하였다. 채취 방

법은 천공법으로 하였으며 나무와 나무사이를 호스로 연

결하여 채취하는 연결식을 이용하였다. 천공은 드릴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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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12 mm, 깊이 15 mm로 수간부에 구멍을 뚫어 수액을

채취하였다. 천공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1 m이내로 하였

다(Moon and Kwon, 2004). 채취한 수액은 곧바로 냉동

상태로 보관 하였고 실험을 할 때 마다 해동을 하여 사용

하였다. 

3. 나노입자화 공정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 50 mL를 둥근바닥플라스

크에 식용이 가능한 lecithin 50 mg을 chloroform(mini-

mum, 99%, USA)에 녹여 감압기를 사용해 multilayer를

형성시킨다.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유화제를 완전히 건조

시킨 후 건조된 layer가 형성된 둥근바닥플라스크에 고로

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을 넣고, 초음파 분산기(VCX-500,

SONIC, US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20 kHz로 2시간 동

안 균질화시켜 수용성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Kang et

al., 2005).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화 공정을 거친

시료를 약자로 각각 표시하였다. 먼저 고로쇠의 학명인

Acer mono Max.의 M과 우산고로쇠의 학명인 Acer

okamotoanum의 O를 가장 앞에 표시하고, 수액(Sap)을 S

로 표기하고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나노입자화 공정(Nano

particle)의 N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시켰다. 즉 고로쇠수

액은 MS, 우산고로쇠수액은 OS로 표시되며, 고로쇠수액

나노입자는 MNS, 우산고로쇠수액 나노입자는 ONS의 약

자로 나타내었다. 

4. 나노입자 측정

고로쇠 수액 나노입자의 크기와 균일성, 크기별 분포

측정을 위해 DLS(Dynamic light scattering, Brookhaven

Instrument Co)를 이용하였다. 또한 제조된 나노입자의 형

태 관찰을 위해 0.1% phosphotungstic acid(pH 6.8)

solution 과 나노입자화된 시료를 1:1의 비율이 되도록 섞

어주어 한 시간 동안 염색시킨 후, formvar와 carbon

film이 코팅되어 있는 copper grid 위에 얇게 올려 말린

뒤 EF-TEM(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e, Carl Zeiss, Germany)으로 120 kV에서 관찰하였

다(Kwon et al., 2008a). 그리고 다중 형광 염색법(Park

et al., 2007)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나노입자화된 수액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2분 30초 간격으로 Multi-

photon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촬영하였다.

5. 세포주 및 세포 생육 배지

실험에 이용된 세포주는 먼저, 정상세포로 시료 자체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 정상 폐세포인 HEL299

(Human Embryonic lung, ATCC CCL-137, USA)를 사

용하였고, 실험에 이용된 암세포로 인간 폐암세포인 A549

(lung adenocarcinoma, human, ATCC CCL-185, USA),

인간 위암세포인 AGS(stomach adenocarcinoma, human,

ATCC CRL-1739, USA), 인간 간암세포인 Hep3B(liver

adenocarcinoma, human, ATCC HB-8064, USA)를 사용

하였다.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에 이용된 면역세포로

는 T cell(Jurkat, ATTC, USA)과 B cell(Raji, ATTC,

USA)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NK cell 활성 측정에 이용된

세포는 NK-cell(NK-92MI cell, ATTC, USA)을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암세포와 정상세포, 면역세포는

RPMI 1640 배지에 10%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FBS)을 첨가시켜 배양하였다.

6. 정상세포 독성 및 항암활성 측정

정상 폐 세포인 HEL299를 이용하여 세포독성을 측정

하였고, 항암활성은 폐암세포(A549), 위암세포(AGS), 간

암세포(Hep3B)를 SRB assay(Dool and Peto, 198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대상 세포의 농도를 4~5×104

cells/mL으로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µL 씩 첨

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
2
) 한 후, 각각의

시료를 최종농도 0.2, 0.4, 0.6, 0.8 그리고 1.0 mg/mL로

100 μL씩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후에 상등액을 제거하고 차가운 10%(w/v) TCA(trichlo-

roacetic acid) 100 μL를 가하여 4oC에서 1시간 동안 방

치한 후 증류수로 5회 세척하여 TCA를 제거하고 실온에

서 plate를 건조한 뒤 각 well에 1%(v/v) acetic acid에

녹인 0.4%(w/v) SRB 용액을 100 μL씩 첨가하고 상온에

서 30분 동안 염색시켰다. 결합되지 않은 SRB 염색액은 1%

acetic acid 로 4~5회 정도 세척, 건조 시킨 후에 100 μL의

10 mM Tris buffer를 첨가하여 염색액을 녹여낸 후 540 nm

에서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THERMO

max,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electivity 측정은 정상폐세포(HEL299)에 대한 각 농

도에서 세포독성을 측정하고, 각 암세포주의 생육 억제

활성을 측정한 후 각 농도에서의 세포 독성에 대한 암세

포 생육 억제 활성의 비로 selectivity를 계산한다.

7. 면역세포 생육 및 cytokine 분비량 측정

면역 기능 증강 효과를 보기 위해 면역 세포인 T

cell(Jurkat)과 B cell(Raji)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세포

의 생육은 10% FBS를 함유하는 RPMI 1640 배지에서

5% CO
2
,
 
37oC에서 배양하였으며, 24 well plate에 세포를

1.0×104 cells/mL 의 농도로 조절한 후 시료를 투여하여 5

일 동안 배양하면서 매일매일 각 well의 cell을 hemacy-

tometer로 세포 수를 측정하여 생육 증강도를 측정하는

selectivity = 
암세포 생육 억제활성

정상세포의 세포독성



402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4호 (2009)

방법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02).

Cytokine은 Interleukin-6(IL-6)와 Tumor Necrosis Factor-

α(TNF-α)의 정량을 Chemicon(USA)사의 IL-6와 TNF-α
정량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의 농도를 1~2×104

cells/mL의 농도로 조절한 후 24 well plate에 900 μ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
2
)시킨 후 시료

의 최종농도를 0.5 mg/mL로 100 μL 씩 첨가하여 다시

배양(37oC, 5% CO
2
)하였다. 배양배지를 원심분리기를 이

용하여 상층액을 취한 다음 450 nm에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어진 O.D 값을

표준물질을 이용해 작성한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cytokine

의 양을 측정하였다(Han et al., 1998).

8. Nutral Killer cell(NK cell)의 생육 증진 효과

NK 92MI cell을 α-MEM 배지에 2×107 cells/mL의 농

도로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그 후 인간 T세포와 B세포를

T-25 Flask에 배양하면서 sample을 투여한 후 증식정도를

관찰하면서 3~4번의 계대 배양 후 세포를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NK 92MI cell을 24 well plate에

4~5×104 cell/mL로 900 μL 씩 분주하고 24시간후 T세포

와 B세포의 상층액을 각 plate에 100 μL 씩 투여하여 배

양 48시간 후 5일 동안 NK 92MI cell의 활성도를 cell

counter를 이용하여 생세포수를 측정하여 NK 92MI cell

의 활성도를 측정했다(Yueran et al., 2003).

9. 통계처리

Microsoft Excel의 student t-test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또한 각 활성 실험 등에 대한 각 실험결과는

triplicate determinations에 의한 Mean±SD로 표시했으며

각 평균치 간의 차이는 Anova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

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나노입자 관찰(Figure1)

Figrue 1은 수액의 나노입자의 형태 및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a)는 EF-TEM을 이용하여 수액나노입자의

형태를 촬영한 것이다. 유상이 주머니처럼 수액을 포집

한 리포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약 200 nm 크기의 구형으

로 형성되었다. 염색에 사용한 phosphotungstic acid는 수

용성 부분을 염색시키므로 수용성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인 지질은 염색이 되지 않아 하얗게 보인다. (b)는 나

노입자의 크기와 균일성 및 크기별 분포 측정을 위해 DLS

를 이용한 결과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수십 nm에서 수

천 nm의 크기를 보였고 그중 약 70%가 100~300 nm의

크기로 형성되었다. 

기존의수용성 성분들은 인지질로 구성된 세포막을 통

과하지 못하여 생체 내 작용률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유상으로 포집된 나노입자의 형태는 수용성 성분들이 유

상의 물질에 의해 둘러 싸여 있는 구조를 띄게 된다. 이

를 통해서 유상의 물질로 둘러싸인 수용성 성분들의 세

포막 투과성 및 생체활용성 증진을 통한 생리활성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 식품에

나노입자화 기술을 접목시켜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유용물질을 유상의 물질로 포집한 후 세포막 통과를 용

이하게 한다.

그리고 혈중 내 작용시간과 효과를 최대화 하고 크기

조절에 의한 대식세포로부터의 소멸을 막아주는, 표면에

고분자 특수 코팅이 된 stealth liposome은 70~200 nm

사이의 크기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된 연구(Harashima

et al., 1995; Litzinger et al., 1994)로부터 나노입자의

크기 조절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항생제나 기타 다른 물질을 종양세포에

효과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져 있으나 식품에 적용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노입자크기의 조절기술을 식품의 나노

입자화 공정에 접목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나노입자의 세포 독성(Figure 2)

Figure 2는 HEL299에 대한 수액과 나노입자 수액의 세

포독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

Figure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of nano particle
and th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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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노입자 수액 모두 1.0 mg/mL에서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MNS가 역시 1.0 mg/mL의 농도에서

19.8%로 가장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고, OS가 0.2

mg/mL의 농도에서 10.3%로 가장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

내어 시료자체에 대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통

수액과 나노입자 수액간의 세포독성 수치가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노입자화를 통한 세

포독성 증가의 위험은 없다고 사료되며 암세포에 대한 각

시료의 선택적 사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Figure 3) 

B, T 세포에 대하여 면역 세포 생육 증진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B, T 세포의 생육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3에서 B 세포의 생육도를 살펴보면 시료 투여 후

5일까지 최고로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ONS의 경우 8.54×104 cells/mL으로 측정돼 시료를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구(3.3×104 cells/mL)보다 약 38.64%정도

B 세포의 생육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T-cell의 생육도를 나타낸 것이다. B-cell의 경우와 유

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생육도가 가장 높은 5일째의

ONS는 8.76×104 cells/mL의 생육도를 보여 대조구

(3.2×104 cells/mL)보다 약 36.53%정도 T-cell의 생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B, T-cell 모두에서 5일째까지 생육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시료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생육도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수액의 경우 고로쇠 수액이 우산고로쇠

수액에 비해 생육 증진 효과가 더 좋았고, 나노입자화 수

액의 경우 우산고로쇠의 나노입자화 수액이 더 좋은 효

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 세포의 경우 감초

약침액의 항암 및 면역활성에 미치는 영향(Cho et al.,

2000)에서 보고된 1.5 mg/mL의 농도에서 28.2%의 증가

율보다 높고, T 세포의 18.8% 보다 높은 증가율로 우산

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화 공정이 면역세포의 생육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족제비싸리 부위별 추

출물의 항암 및 면역활성 연구(Kim et al., 2005)에서 보

고된 T cell 생육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7.5×104

cells/mL 보다 높은 수치로 우산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

화 공정이 면역세포의 생육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2. Cytotoxicity of the sap, nano particle sap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on normal cell line, HEL299.
Meanvalue±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
test. MS, sap of A. mono; OS, sap of A. okamotoanum; MNS,
nano particle sap of A. mono; ONS, nano particle sap of A.

okamotoanum.

Figure 3. The cell growth of human B cells by adding 0.5 mg/
mL of the samples. Mean values ±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MS, sap of A. mono; OS, sap of A.

okamotoanum; MNS, nano particle sap of A. mono; ONS,
nano particle sap of A. okamotoanum.

Figure 4. The NK cell and T cell growth in adding 0.5 mg/ of
sap, nano particle sap from A. mono and A. okamotoanum.
Mean values ±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
test. MS, sap of A. mono; OS, sap of A. okamotoanum; MNS,
nano particle sap of A. mono; ONS, nano particle sap of A.

okamoto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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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ytokine 분비 증진 효과(Table 1)

Table 1은 4가지 시료에 대한 세포당 IL-6과 TNF-α의
분비량을 살펴보면, ONS가 B 세포에서는 각각 5일째

5.20×10−4 pg/cell, 4.86×10−4 pg/cell로 가장 많은 분비량

을 나타내었다. T-cell에서는 B-cell에서와 마찬가지로

ONS가 5일째 6.10×10−4 pg/cell, OS가 5.52×10−4 pg/

cell로 가장 많은 분비량을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실험결

과를 참고로 했을 때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과 수액

의 나노입자화를 통해 배양일수와 추출 농도에 따라 면

역활성과 관련하여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고로쇠 보다는 우산 고로쇠 수액 및 나노입자 수액의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음파 추출물

을 이용한 치콘의 면역활성 증진에 관한 연구(Kwon et

al., 2008a)에서 보고된 60oC 열수추출후 초음파 공정을

거친 추출물에서 5일째 B cell에서 IL-6, TNF-α 각각

2.46×10−4 pg/mL, 2.27×10−4 pg/mL나 제주 손바닥 선인장

의 초음파 추출물을 통한 면역활성 증진에 관한 연구

(Kwon et al., 2008b)에서 보고된 같은 조건에서 2.64×10−4

pg/mL, 2.90×10−4 pg/mL 보다 높은 수치로 우산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화를 통해 배양일수와 추출농도에 따라

cytokine의 분비량의 증가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NK-cell의 면역증진 효과(Figur 4)

Figure 4는 각 시료를 T cell에 첨가하여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NK-cell에 첨가하였을 때 NK-cell의 활성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5일동안 생육도를 관찰하였는데 모든

시료에 대해 생육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가

지 시료 중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낸 것은 ONS로 5일째

19.4×104 cells/mL를 나타내어 9.2×104 cells/mL를 나타

낸 대조구에 비해 2.1배 정도의 활성을 나타낸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병풀의 초음파 추출시 용매에 따른 면역활

성 증진 효과 연구(Kwon et al., 2008c)에서 보고된 6일

째 60oC 에탄올 추출물의 10.8×10−4 cells/mL 보다 약

1.8배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앞서 면역 활성 실험을 통

하여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 나노입자 수액이 면역

활성의 증진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

고, 대체적으로 4가지의 시료 중 ONS가 가장 좋은 활성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고로쇠,

Table 1. The cell growth and secrection of IL-6 and TNF-α in adding 0.5 mg/mL of the sap and nano particle sap of A. mono and
A. okamotoanum.

Sample
Time
(day)

B cell T cell

Cell density
(× 104cells/mL)

Specific secretion (10−4pg/cell) Cell  density
(× 104cells/mL)

Specific secretion (10−4pg/cell)

IL-6 TNF-α IL-6 TNF-α

MS1)

1 0.87 ±0.25 0.53 ± 0.04* 0.51 ± 0.04 1.93±0.18 0.70 ± 0.04 0.63 ± 0.01

2 2.04 ±0.14 1.75 ± 0.02 1.79 ± 0.07 2.56±0.13 2.12 ± 0.07 2.17 ± 0.05

3 4.08 ±0.26 2.45 ± 0.07 1.90 ± 0.09    5.1±0.17 3.40 ± 0.02 2.47 ± 0.02

4 5.97 ±0.24 3.76 ± 0.08 2.45 ± 0.07 6.89±0.25 4.55 ± 0.06 4.52 ± 0.07

5 7.69 ±0.18 4.75 ± 0.05 4.10 ± 0.02 7.28±0.24 3.89 ± 0.08 5.06 ± 0.09

OS2)

1 1.96 ±0.16 0.53 ± 0.05 0.42 ± 0.02 3.02±0.11 1.70 ± 0.08 0.66 ± 0.03

2 2.48 ±0.26 1.50 ± 0.09 1.61 ± 0.07 3.85±0.13 2.10 ± 0.03 2.00 ± 0.04

3 3.99 ±0.17 2.60 ± 0.03 1.81 ± 0.05 4.96±0.10 2.90 ± 0.04 2.93 ± 0.02

4 5.06 ± 0.28 3.90 ± 0.04 3.69 ± 0.04 6.97±0.15 4.60 ± 0.01 4.23 ± 0.07

5 5.84 ± 0.39 4.20 ± 0.02 4.79 ± 0.09 7.65±0.24 5.10 ± 0.08 5.52 ± 0.09

MNS3)

1 1.89±0.19 0.41 ± 0.04 0.46 ± 0.04 2.81±0.19 0.64 ± 0.06 0.67 ± 0.04 

2 3.24±0.17 1.75 ± 0.07 1.56 ± 0.02 3.74±0.22 2.82 ± 0.07 2.02 ± 0.01

3 3.57±0.25 2.41 ± 0.02 1.75 ± 0.08 5.42±0.32 3.52 ± 0.02 2.81 ± 0.07

4 6.45±0.31 4.06 ± 0.05 2.38 ± 0.07 7.13±0.22 4.78 ± 0.07 4.01 ± 0.03

5 8.23±0.11 4.15 ± 0.06 4.09 ± 0.06 8.62±0.18 4.09 ± 0.06 5.32 ± 0.05 

ONS4)

1 1.55±0.16 1.30 ± 0.06 0.42 ± 0.04 2.69±0.15 1.90 ± 0.07 0.63 ± 0.07

2 2.89±0.18 2.10 ± 0.08 1.54 ± 0.07 3.25±0.24 2.70 ± 0.09 1.98 ± 0.02

3 4.25±0.21 3.70 ± 0.01 1.75 ± 0.09 5.76±0.13 4.10 ± 0.04 2.78 ± 0.04

4 6.56±0.24 4.60 ± 0.04 2.63 ± 0.05 7.23±0.27 5.20 ± 0.06 3.88 ± 0.08 

5 8.54±0.17 5.20 ± 0.07 4.86 ± 0.03 8.76±0.12 6.10 ± 0.02 4.25 ± 0.04

*Meanvalue±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1)MS : sap of A. mono
2)OS : sap of A. okamotoanum
3)MNS : nanoparticle sap of A. mono
4)ONS : nanoparticle sap of A. okamono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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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화가 면역활성의 증진에 효

과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항암활성(Figure 5)

암환자에 대해 Bcl-2의 면역원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면

역요법은 면역반응의 특이성과 면역정찰 능력, 전이 방

지를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한다는 보고(Andersen et al.,

2005)를 통해 면역활성의 증진은 항암활성도의 증가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료의 농도를 조절

하여 폐암, 위암, 간암세포에 대한 암세포 생육억제 효과

를 검토하였다.

Figure 5에서 A549에 대한 생육억제활성도의 경우 모

든 시료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S, OS보다 MNS, ONS가 더 높은 항암 효과

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항암 활성은 ONS가 1.0 mg/

mL의 농도에서 97.45%의 농도를 나타내었고, 0.2 mg/mL

의 농도에서 OS가 25.8%로 가장낮은 억제 활성을 나타

내었다. 선택적 사멸도는 모든 추출물에서 2~4사이로 나

타났고, ONS가 1.0 mg/mL의 농도에서 4.6로 암세포에

대해서 선택적 사멸도가 가장 높았으며, MS가 0.2 mg/

mL에서 2.1로 가장 낮은 선택적 사멸도를 나타내었다. 선

택적 사멸도는 농도증가에 따라 암세포 생육억제 활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택적 사멸도 역시 증가한다. 

Figure 5. Inhibition ratio of human lung adenocarcinoma
cell growth (bar chart, %) and its selectivity (line chart) in
adding the samples. Mean values ±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MS, sap of A. mono; OS, sap of A.

okamotoanum; MNS, nano particle sap of A. mono; ONS,
nano particle sap of A. okamotoanum.

Table 2. Inhibition of human stomach adenocarcinoma cell and human liver adenocarcinoma cell growth and their selectivity in
adding samples.

Sample
Concentration

(mg/L)

AGS Hep3B

Inhibition ratio (%) Selectivity Inhibition ratio (%) Selectivity

MS1)

0.2   26.4±1.4* 2.1 17.5±1.5 1.4

0.4 44.8±2.5 2.5 44.2±3.2 2.5 

0.6 45.9±3.1 2.5 50.8±2.7 2.6 

0.8 58.5±2.8 2.6 70.8±1.3 3.3 

1.0 68.3±1.2 2.8 87.4±2.6 3.9 

OS2)

0.2 25.2±3.1 2.4 50.6±2.5 2.9 

0.4 55.3±1.8 3.0 54.7±1.2 4.0 

0.6 60.9±2.8 3.1 57.0±3.1 4.4 

0.8 82.8±2.4 3.5 60.4±1.6 4.8 

1.0 90.4±3.6 3.8 63.6±2.3 5.3 

MNS3)

0.2 32.5±2.0 2.8 20.0±4.5 1.7 

0.4 50.5±2.4 2.9 46.2±3.2 2.7 

0.6 56.8±3.2 3.0 55.5±1.9 3.8 

0.8 70.8±2.5 3.0 76.1±2.7 3.5 

1.0 83.0±4.2 3.1 93.8±3.4 4.5

ONS4)

0.2 33.0±1.4 3.1 52.5±1.9 3.9 

0.4 67.5±5.1 4.2 63.9±2.4 4.3 

0.6 73.6±2.8 4.3 66.1±3.8 4.9

0.8 84.6±2.5 5.0 74.4±2.6 5.2 

1.0 92.4±1.8 5.6 81.2±1.9 5.7 

*Meanvalue±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1)MS : sap of A. mono
2)OS : sap of A. okamotoanum
3)MNS : nanoparticle sap of A. mono
4)ONS : nanoparticle sap of A. okamonoanum



406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4호 (2009)

이상의 A549 생육억제활성 실험결과 ONS가 농도 의

존적으로 선택적 사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

반 수액과 고로쇠 나노입자수액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 이는 홍경천의 독성 감소 및 항암활성 증진에 관

한 연구에서 보고된 1.0 mg/mL의 농도에서 77.1%(Kim

et al., 2007)나 버섯 배양추출물에 의한 항산화 및 항암

활성 효과 연구에서 보고된 6.0 mg/mL의 농도에서

82%(Lee et al., 2003)나 Spirulina platensis의 배양 및

추출조건에 따른 항암활성 비교의 연구에서의 86.9%보

다(Kim et al., 2006) 높은 수치로 우산고로쇠 수액의 나

노입자화를 통해 A549세포의 생육을 효과적으로 억제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노 입자의 천연물 유래 수

용성 성분의 세포투과 및 생체활용성 증진을 통한 효과

적인 억제활성을 나타낸 결과라 사료된다.

Table 2는 인간위암세포인 AGS와 인간간암세포인

Hep3B에 대한 각 시료별 생육억제활성도 및 선택적 사

멸도를 나타낸 것이다. AGS의 생육억제활성도의 경우 앞

의 A549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었다. ONS가 1.0 mg/mL의 농도에서 92.4%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OS가 0.2 mg/mL의 농도에서 25.2%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선택적 사멸도의 경우 ONS

가 1.0 mg/mL의 농도에서 5.6으로 가장 높았고, MS가

0.2 mg/mL의 농도에서 2.1로 가장 낮은 선택적 사멸도를

나타내었다. AGS에 대한 선택적 사멸도 에서도 A549에

서 그랬던 것처럼 ONS가 다른 시료들에 비해서 전체적

으로 높은 생육억제활성과 선택적 사멸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두 분획물의 항암활성 연구(Lim, 2007)에서 보고

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2 mg/assay에서 66%보다

훨씬 높은 활성을 보여 주었다. 

Hep3B역시 각 시료별로 농도 의존적으로 생육억제활

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MNS가 1.0 mg/mL의

농도에서 93.8%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MS가

0.2 mg/mL의 농도에서 17.5%로 가장 낮은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앞에서 보여졌던 A549나

AGS의 경우와는 다르게 MNS, ONS의 생육억제활성이

MS, OS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수액의 나노 입자화가 간암에 대한 억제활성의 효과

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택

적 사멸도의 경우도 ONS가 다른 시료들 보다 높은 점은

기존의 실험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MS,

MNS가 OS, ONS의 선택적 사멸도 보다 전부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간암에 대한 억제활성 및 선택적 사멸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우산고로쇠가 높은 항암 활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씀바

귀 추출물의 항암활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2002)의

75.01%, 엉겅퀴 추출물의 항암활성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3)의 75.5%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7. 나노입자 수액의 세포투과 관찰(Figure 6)

Figure 6은 고로쇠 수액 나노입자가 AGS cell 속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Multi-photon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을 사용하여 10분, 20분, 25분, 30분이 되었을

때의 사진이다.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하얀 점이 나

노입자이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AGS cell 이다. 사

진에서 보듯이 하얀 점이 검은색 AGS cell 속으로 침투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나노입자화된

수액에 의해서 면역 및 항암활성을 증진 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노입자로 포집하는 과정에서 원

하는 농도만큼을 포집하여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노입자화를 통해 원하는

표적기관에 포집한 나노입자를 전달시키는 연구를 살펴

보면 scL 나노합성물이 SPIO를 효과적으로 종양세포에

접근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Chengli et al., 2008)에서

나노입자화 기술을 통해 원하는 물질을 표적하는 종양세

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나노입자와는 다른 형

태인 filomicelles의 항생제물질 전달에 관한 연구

(Shenshen et al., 2007)와 함께 최근 필라멘트 형태의 나

노입자인 필로마이셀은 기존의 구형 나노입자보다 혈액

에서 10배 이상 오래순환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Ya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제조한 나노시료의 경우 입자

Figure 6. Real-time confocal micrography observation of A.

mono nano particle penentrating into AGS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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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100~300 nm로 분산됨에 따라 세포의 침투의

용이성이 일반 수액보다 적은 농도, 적은 양으로도 높은

면역 활성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수액의 나노입

자화의 장점은 고온을 이용하지 않아 수액자체의 성분이

나 생리활성 물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실험을 통해 고로쇠, 우산고로쇠 수액 및 나노입자수

액이 기존의 다른 작물들보다 대부분 암세포 억제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수액의 나노입자화를 통한 기

능성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기대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액의 나노입자

화를 통한 면역활성과 함께 면역활성 증진에 따른 항암

활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노입자 공정을 통해 제조된 나노입자수액의 형태를

EF-TEM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약 200 nm 크기의 구

형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나노입

자의 크기와 균일성 및 크기별 분포를 DLS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수십 nm에서 수백 nm의 크기로 형성되었고

그 중의 70% 정도가 100~300 nm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먼저 나노입자수액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EL299를 이용하여 일반 수액과 비교한 결과 OS의 경

우 1.0 mg/mL의 농도에서 19.6%의 세포독성을 보였고,

ONS의 경우 같은 농도에서 19.0%의 독성을 나타냄으로

써 수액의 나노입자화로 인한 세포독성의 증가는 없었다.

이는 수액의 나노입자화에 따른 독성증가는 나타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세포독성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면역세

포 생육 촉진 실험 및 cytokine(IL-6, TNF-α)의 분비량,

NK-cell 활성 실험을 한 결과 일반 수액에 비해 나노입자

화 수액의 활성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세포

의 생육촉진 실험 결과 일반 수액에 비해 나노입자 수액

의 경우 35%이상의 생육촉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cytokine분비량 및 NK-cell 활성 실험에서도 나노입자 수

액이 일반 수액보다 더 많은 분비량과 높을 활성을 나타

내었다. 

나노입자화를 통한 수액의 면역활성 증진을 확인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암세포 억제활성의 결과, 대부

분의 암세포에서 일반 수액에 비해 나노입자 수액의 활

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노입자화된

수액이 암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촬영한 real time

confocal 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세포 내의 세포질속으로 침투

한 나노입자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반 수액 및 나노입자 수액의 연

구를 통하여 나노입자 수액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성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생리

활성 연구 및 유용생리활성 물질의 추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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