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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로쇠 수피 수용성 추출물의 나노입자화를 통하여 항암활성 증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세포독성 측

정결과 인간 정상 폐 세포(HEL299)에 대하여 일반 열수 추출물이 1.0 mg/mL의 농도에서 23.51%로 나노입자에 비

하여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DPPH radical 소거 활성 실험결과 고로쇠 추출물 나노입자가 높은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내었고, SOD 유사활성 결과에서도 1.0 mg/mL의 농도에서 32.33%로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높

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인간 위암세포, 간암세포, 유방암세포 그리고 폐암세포에 대하여 암세포 억제 활성 측

정결과 고로쇠 추출물 나노입자의 경우 1.0 mg/mL의 농도에서 59-73%의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나노입자의 경우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약 5-10% 이상 증진된 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 인간 암세포주에 대한 항암실험 결

과, 소화기계통의 암세포주에 대하여 71-73%의 암세포 억제 활성을 나타내어 다른 암세포주에 비하여 높은 암세포

억제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인간 위암세포인 AGS로의 나노입자 침투를 confocal microscope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로쇠 추출물을 나노입자화 공정을 통하여 활성 증진을 확인하였고,

천연 항산화제, 항암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nticancer activity of Acer mono aqueous extracts was enhanced by nano-encapsulation process of gelatin.

The cytotoxicity on human normal lung cell (HEL299) of the extracts from WE (water extract at 100) showed

23.51%, lower than that from NE (nano-encapsulatioin of water extract of Acer mono) in adding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1.0 mg/mL. NE showed more potent scavenging effect as 73.15% than the WE. On SOD-like test,

the NE showed highest activity as 32.33% at 1.0 mg/mL concentration. Human stomach adenocarcinoma, liver

adenocarcinoma, breast adenocarcinoma and lung adenocarcinoma cell growth were inhibited up to about 59-73%,

in adding 1.0 mg/mL of NE. NE was 15% higher than conventional water extraction. Among several cancer cell

lines (stomach adenocarcinoma, liver adenocarcinoma), the growth of digestive related cancer cells were most

effectively inhibited as about 71-73%. The size of nano particles was in the ranges of 100-200 nm, which can

effectively the penetrate into the cells, it was observed by real time confocal microscope. It tells that the aqueous

extracts of Acer mono bark could be definitely enhanced by nano-encapsulation process.

Key words : Acer mono, Anticancer activity, Nano-encapsulation process

서 론

고로쇠나무(Acer mono Max.)는 표고 100~1,800 m에

자생하며, 한국, 일본, 중국, 만주에까지 분포하는 단풍나무

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로쇠나무(Acer

mono), 붉은고로쇠나무(A. mono for. rubripes), 우산고로쇠

나무(A. okamotoanum), 만주고로쇠나무(A. truncatum), 긴고

로쇠나무(A. mono for. dissectum), 왕고로쇠나무(A.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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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savatieri), 산고로쇠나무(A. mono var. horizontale),

집게고로쇠나무(A. mono for. connivens), 털고로쇠나무(A.

mono var. ambiguum) 등 9종의 품종과 변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82). 현재 고로쇠나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수액에 관한 연

구로 국내에서는 무기물과 당류분석(김충모 등, 1991), 자

작나무 수액 중에 칼슘, 마그네슘 분석(윤승낙 등, 1992),

수액 성분분석과 효능(안원영, 1975) 등이 보고되어 있으

며, 일본의 경우, 국내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약리적 효과보다

는 수액의 성분분석에 관한 것으로 자작나무의 성분에 관

한 연구(Terazawa et al., 1984)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고로쇠 수액에 관한 것으로, 고로쇠나무

자체의 활성 연구는 분획을 통한 항산화물질 분리(권용수

등, 1997), 고로쇠와 우산고로쇠 나무의 항산화능 및

glutathione S-transferase 활성 비교(진링 등, 2008) 등이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들은 산소를 이용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활성

산소를 생성한다(Freeman and Graop, 1982). 이 활성산소

들은 효소 불활성화, 지질산화, DNA 변성, 세포노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뇌질환, 심장질환, 동맥경화,

염증, 자가면역질환 등의 심각한 생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McCord, 1987).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지나

치게 서구화된 식문화 및 식습관으로 인하여 비만인구 증

가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현재 수많은 식품소재들의 건강증진효능 및 질병예

방 효과가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과거 식품이 갖는 영양

소 공급을 위한 1차적 기능을 넘어 식품의 생리활성 측면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박성혜 등, 2004). 인체의 노

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free radical은 인체 내에서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 생물학적 반응으로 형성되며, 세포와 조직에

해로운 독성을 일으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lin and Denis, 1912). 이러한 유해 free

radical을 억제하는 생리작용으로는 산화성 free radical에 전

자를 공여하여 산화를 억제하는 전자공여작용과 superoxide

dismutase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정상상태의 산소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SOD 유사활성이 있다(강윤한 등, 1996).

특히 노화나 암, 심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효소계, 환원대사, 화학약품, 공해물질, 광화학 반응과 같

은 환경적 및 생화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인체내의 안정한

상태의 산소가 전환되어 세포구성 성분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다(Cross et al., 1987). 이들 활성산

소의 작용은 체내 방어기구인 카탈라아제(catalase), 퍼옥

시다아제(peroxidase), 글루타치온(glutathione) 등과 같은

항산화성 효소 및 비타민 C(vitamic C, ascorbic acid), 비

타민 E(tocopherol) 등 항산화 물질의 작용에 의하여 최소

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 방어력에 이상이 생기

거나 과도한 활성산소에 노출될 경우, 활성산소가 생체에

치명적인 산소독성을 일으켜서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

여 뇌졸중, 파킨슨씨병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노화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지면

서 생체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망원인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합성화학약품을 이용한 치료요법

으로 조혈 및 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고 암세포 이외의

정상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내고 있어 특이적이며 선택적

인 항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면

역기능을 높여 주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천

연 항암제를 생약재로부터 개발하려는 많은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Lee et al., 2000). 

일반적으로 수용성성분을 용매에 녹였을 경우 이온상

태로 존재하여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체

세포의 외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성 성분이 침

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성 물질의

세포내 침투 효율 향상을 위해서 활성물질을 유상이 포집

한 리포솜 형태로 제조하고 이를 생체에 적용시켜 높은

침투력 및 생체활용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연구(Lee et al.,

2005)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나노기술은 나노미터(10-9m)

수준을 제어하는 기술로 최근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특정

질병부위에 선택적 미사일 치료요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치료의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노기술은

유효 성분의 지속시간을 늘려 줄 뿐만 아니라 나노 소재

화된 성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작용하도록

조절이 가능해 그것의 이용(Seo et al., 2004; Kim et al.,

2006)면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 고로쇠 수피 수용성 추출물 및 이

들 수용성 추출물의 나노입자화를 통하여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고, 항산화력과 항암활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안덕호 등, 2006; 이세진 등, 2003)에 근거

하여 추출물의 나노입자화를 통한 항암활성 증진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고로쇠나무의 수피 부위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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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것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실온에

서 음건 시킨 후 분쇄기로 분말화한 후 수직 환류 냉각기

가 부착된 추출 플라스크에 시료와 시료 중량의 10배수의

증류수를 용매로 넣고 100oC에서 12시간 씩 2회 반복 추

출을 시행하였다. 상기와 같은 열수 추출공정으로부터 얻

어진 각각의 추출물을 감압농축기(ratary vacuum evaporator

N-N series,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여과, 농축

한 뒤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한

Powder 상태로 제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나노입자 제조 공정

본 실험에서 나노입자화를 통한 생체활용성 증진효과

의 탐색을 위해 고로쇠 추출물을 이용해 nanoparticle을 제

조하였다. 고로쇠 수피 열수 추출 시료 50 mg을 1 mg/mL

의 농도로 증류수에 녹이고, 둥근바닥플라스크에 식용 가

능 소재인 gelatin 50 mg을 chloroform (minimum, 99%,

USA)에 녹여 감압기를 사용해 chloroform을 제거하면서,

multilayer를 형성시킨다. 그 후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유화

제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건조된 layer가 형성된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고로쇠 수피 열수 추출 시료를 1 mg/mL의 농

도로 녹인 sample을 넣고, 초음파 분산기(VCX-500,

Sonics & Materials, CT, US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2시

간 동안 균질화시켜 수용성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Kang

et al., 2005).

3. 나노입자 측정

고로쇠 수피 수용성 추출물 나노입자의 크기와 균일성,

크기별 분포 측정을 위해 DLS(Dynamic light scattering,

Brookhaven Instrument Co)를 이용하였다. 또한 제조된 나

노입자의 형태 관찰을 위해 0.1% phosphotungstic acid

(pH 6.8) solution 과 나노입자화된 시료를 1:1의 비율이

되도록 섞어주어 한 시간 동안 염색시킨 후, formvar와

carbon film이 코팅되어 있는 copper grid 위에 얇게 올려

말린 뒤 EF-TEM(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으로 120 kV에서 관찰

하였다(권민철 등, 2008). 그리고 다중 형광 염색법(박현

정 등, 2007)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나노입자화된 추출물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1시간 동안 5분 간격으

로 Multi-photon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X

500)촬영하였다.

4. 봉입효율 측정

견고하게 형성된 나노입자 내부의 수용성 추출물과 외

부의 고분자 소재를 분리하기 위해서 Sephadex G-75 gel

(SIGMA, USA)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특정 fraction

을 모았다. 나노입자는 모두 22,000 rpm에서 30분 동안 초

원심분리한 후, 침전만을 분리해 99.5% ethanol (SIGMA,

USA)과 1:1(v/v) 또는 acetone(SIGMA, USA)로 혼합하여

녹였다. 이후 0.2 µm의 필터로 필터링 하여 나노입자를

고분자와 최종 분해시켜 HPLC 분석을 하였다. 천연 추출물

의 유용성분 분석을 위해서 C18 column(150 mm × 4.6 mm,

Supelco, PA, USA)을 사용하여 Waters (M600E, M7725i,

Taxas, USA)로 측정하였다. Figure 2는 위와 같은 방법을

모식도로 표현한 그림이다. 

5. 시약

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로 RPMI 1640과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Nutrient Mixture F-12(D-MEM/

F-12)를 사용하였고, Hepes buffer를 배지 제조 시 사용하

였다. 또한, 혈청은 fetal bovine serum과 horse serum을

이용하였고 gentamycin sulfate, trypsin-EDTA를 배지 제조

시 사용하였다.

Encapsulation efficiency (%) =

6. 세포주 및 세포 생육 배지

실험에 이용된 세포주는 인간 위암세포인 AGS(stomach

adenocarcinoma, human, ATCC CRL-1739, USA), 인간

폐암세포인 A549(lung adenocarcinoma, human, ATCC

CCL-185, USA), 인간 유방암세포인 MCF-7(breast

adenocarcinoma, human, ATCC HTB-22, USA), 인간 간

암세포인 Hep3B(liver adenocarcinoma, human, ATCC

HB-8064, USA)를 사용하였고, 시료 자체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정상세포로는 인간 정상 폐 세포인 HEL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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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7. DPPH radical 소거 활성

추출물의 전자공여작용(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

은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DPPH(a,a-diphenyl-picrylhydrazyl)

의 전자공여효과로 각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즉, 에

탄올 1 mL, 시료 10 µL, 10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5) 990 µL를 분주한 시험관에 0.5 mM DPPH 용액

(Abs. EtOH soln.) 0.5 mL를 넣어 교반하고, 암실에서 5

분간 반응을 유도한 후, 잔존 radical의 농도를 UV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다(이현화

와 이숙영, 2008). 전자공여능(%)은 [(1-As/Ac)×100]으로

나타내었고, As와 Ac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값을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의 활성을 조사하여 본 실험의 추

출물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
the amount of extract added initially

the amount of extract nano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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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Ac: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8.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Marklund

and Marklund, 1974)에 따라 과산화수소(H
2
O

2
)로 전환 반

응을 촉매하는 pyrogallol의 생성량을 측정하여 SOD 유사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즉, 일정 농도의 시료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50 mM tris [hydroxymethyl]

amino-methane + 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고 25oC에서 10분간 반응

후 1N HCl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

료 첨가 및 무첨가구 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As: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Ac: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단, As와 Ac는 대조구의 흡광도를 제외한 수치

9. 정상세포 독성 및 항암활성 측정

HEL299의 SRB(sulforhodamine B) assay(Dool and

Peto, 1983)는 세포 단백질을 염색하여 세포의 증식이나

독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로는 인

간 정상 폐 세포인 HEL299를 이용하여 세포독성을 측정

하였고, 항암활성은 폐암세포(A549), 위암세포(AGS), 간

암세포(Hep3B), 유방암 세포(MCF-7)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실험 대상 세포의 농도를 4~5×104 cells/mL 으로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µL 씩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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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µL 씩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후에 상등액을 제거하

고 차가운 10%(w/v)TCA(trichloroacetic acid) 100 µL를

가하여 4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증류수로 5회 세척

하여 TCA를 제거하고 실온에서 plate를 건조한 뒤 각 well

에 1%(v/v) acetic acid에 녹인 0.4%(w/v) SRB용액을

100 µL 씩 첨가하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염색시켰다. 결

합되지 않은 SRB 염색액은 1% acetic acid로 4~5회 정도

세척, 건조 시킨 후에 100 µL의 10 mM Tris buffer를 첨

가하여 염색액을 녹여낸 후 540 nm에서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THERMO max, USA)를 이용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elecivity 측정은 SRB assay를 이용하여 정상세포

(HEL299)에 대한 각 sample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측정하

고, 각 암세포주의 생육 억제 활성을 측정한 후 각 농도에

서의 세포 독성에 대한 암세포 생육 억제 활성의 비로써

계산한다(김철희 등, 2007). 

10. 통계처리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각 시료를 3회 반복으로 행해졌으

며, 실험값의 통계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나노입자의 관찰

Figure 1의 (a)는 고로쇠 수피 수용성 추출물을 함유하

는 나노입자를 TEM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TEM

micrograph를 분석한 결과 나노입자가 구형의 모양을 나

타내고 있고, 100-200 nm의 크기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TEM 사진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제조된 나

노입자는 수용성 추출물을 유상이 포집한 w/o 형태의 에

멀젼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를 Dynamic Light

Scattering (DLS)로 측정한 결과, Figure 1의 (b)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 108 nm의 크기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나노입자가 100-200 nm 크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노입자는 200 nm 이하의 크기에서 세

포 침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로쇠 수피 수용

성 추출물 나노입자도 체내에서 높은 생체활용성을 나타

낼 것으로 기대된다.

2. 봉입효율 측정

Figure 3은 crude와 nanoparticle의 HPLC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crude의 농도를 계산한 결과 약 19 ppm

이었고, nanoparticle의 농도를 계산한 결과 약 12.4 ppm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nanoparticle 속에

고로쇠 수피 추출물이 약 65% 정도 봉입된 효율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정상세포 독성 측정

고로쇠 일반 열수 추출물과 이들 나노입자의 농도를 0.2,

0.4, 0.6, 0.8 그리고 1.0 mg/mL로 조절하여 인간 정상 폐

세포인 HEL299에 대한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Figure 4).

HEL299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 결과 일반 열수 추출물과

나노입자 모두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 독성 또한 증가하

EDA %( ) 1
As

Ac
-------–⎝ ⎠

⎛ ⎞ 100×=

SOD유사활성(%) 1
As

Ac
-------–⎝ ⎠

⎛ ⎞ 100×=

Selectivity
                                        

 
------------------------------------------------------------=
암세포 생육 억제활성

정상 세포의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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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of nano particle and the size distribution.

Figure 2. Methods of estimated the encapsulation efficiency of components of Acer mono bark nano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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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1.0 mg/mL의 농도에서 나노입자

가 24.51%로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대체적

으로 25% 이하의 세포독성을 나타내어 일반 열수 추출물

및 나노입자 모두 세포 수준에서 안전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노입자와 일반 열수 추출물간의 큰 세

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나노입자

제조를 통해 그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한 독성 증가와 같

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DPPH radical 소거 활성

일반적으로 특정 물질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DPPH radical 소거 활성법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도 대량으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전자공여 작용은 활

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

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다(Choi and Oh, 1985).

고로쇠의 일반 열수 추출물과 나노입자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합성 항산화제인 BHA(butylated hydroxy anisole)를 사용

하였다. 0.2-1.0 mg/mL의 농도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

든 시료가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고, 1.0 mg/mL의 농도에서 합성 항산화제인 BHA가

90.11%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

고, 그 다음으로 고로쇠 추출물 나노입자가 73.15%, 고로

쇠 일반 열수 추출물이 66.94%를 나타내었다. 나노입자의

경우 BHA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일반 열수 추출물과 비

교하여 약 8% 이상 활성이 증진된 결과를 나타내어 추출

물의 나노입자화를 통해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약용 식물의 항산화

활성 연구 논문(Jung et al., 2004)에서 보고된 1.0 mg/mL

의 농도에서 생강의 48.3%, 작약의 57.1% 등과 비교하여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로쇠

추출물의 나노입자화를 통하여 항산화 활성의 증진을 가

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항산화제로의 개발 가능할 것

이라 사료된다. 

5. SOD 유사활성

SOD(Superoxide dismutase)는 산패로 인하여 형성된 세

포에 해로운 환원산소종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

Figure 3. HPLC analysis of components of crude and
nanoparticle (A) crude (19 ppm), (B) nanoparticle (12.4 ppm).

Figure 4. Cytotoxicity of the extract and nano particle of
extracts from Acer mono on normal cell line, HEL299. Mean
values±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 B) within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nd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WE: water extract at 100, control; NE: nano-
encapsulatioin of water extract of Acer mono).

Figure 5. Scavenging effect of the extract and nano particle
of extracts from Acer mono on DPPH. Mean values±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C) within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nd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WE: water extract
at 100, control; NE: nano-encapsulatioin of water extract of
Acer mono;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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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2O
2

−+ 2H+→ H
2
O

2
+ O

2
)를 촉매하고, catalase는 SOD

에 의해 생성된 H
2
O

2
를 무해한 물분자와 산소 분자로 전

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생체 내 활성 산소종은

산소에서 유래된 것들로 안정한 분자 상태인 triplet oxygen

이 자외선, 대사과정, 화학반응을 통하여 생성된다(Trush

et al., 1982). 이러한 활성 산소에 의한 지질과산화 결과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을 비롯하여 여러 체내 과산화물

도 세포에 대한 산화적 파괴로 인한 각종 장애를 야기하

며(Miquel et al., 1989), 활성 산소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았을 때에는 잔존하고 있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로쇠 수피 일반 열수 추출물과 이들 나노입자의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Table 1)

0.2-1.0 mg/mL의 농도 범위에서 대조군으로 비교한 BHA

의 활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나노입자, 일반 열수

추출물 순으로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입

자의 경우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모든 농도에서 높

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1.0 mg/mL의 농도에서 32.33%로 최

고 약 6% 정도 활성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헛개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이승은 등,

2004)에서 보고된 200 µg/mL에서의 99.5%와 산겨릅나무

추출물의 항산화(권하나 등, 2008)연구에서 보고된 1000

µg/mL의 농도에서 각 분획별 활성의 평균 수치인 약 40%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고로쇠 일반 열수 추출물을 나노

입자화를 통해 활성이 증진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

미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6. 항암활성 측정

Figure 6은 고로쇠 수피 일반 열수 추출물과 나노입자의

인간 유방암 세포(MCF-7)에 대한 암세포 생육 억제 활성

과 Selectivity를 나타낸 그림이다. 일반 열수 추출물 및 나

노입자 모두 0.2부터 1.0 mg/mL로 처리한 농도가 높아질

수록 암세포 생육 억제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대부분의 농도에서 나노입자의 암세포 억제 활성이 약

8%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electivity 또한 나노

입자가 2-4의 값을 나타내어 일반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0.6 mg/mL의 농도에서 4.17의 높

은 selectivity를 나타내어 특정농도에서 암세포에대한 선

택적 사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지버섯 배양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이세진 등,

2003)에서 보고된 MCF-7에 대한 암세포 생육 저해율 실

험에서 6.0 mg/mL로 처리하였을 때 82%의 암세포 억제

활성과 비교하여 1.0 mg/mL의 농도에서 보여준 64.18%

의 MCF-7 생육저해 활성이 낮은 세포독성에 비해 높은

암세포 생육저해 활성을 나타낸 것이라 판단되며, 나노입

자화 공정을 통해 암세포 억제활성이 증진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는 인간 위암세포(AGS), 인간 폐암세포(A549),

인간 간암세포(Hep3B)에 대한 암세포 생육 억제활성과 각

각의 selectivity를 나타낸 표이다. 세 종류의 암세포에서

시료 처리 농도 증가에 따라 암세포 억제활성 또한 증가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나노입자의 암세포 억제활성이

대부분의 농도에서 일반 열수 추출물의 활성보다 높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1.0 mg/mL의 농도에서 AGS, A549,

Table 1. SOD-like activities of the extract and nano particle of extracts from Acer mono by water extraction process.

Sample
Concentration (mg/mL)

0.2 0.4 0.6 0.8 1.0

1)BHA 8.16±0.15Aa* 23.41±0.41Ba 26.84±0.45Ca 29.71±1.22Da 35.46±2.10Ea
2)WE 6.11±0.43Ab 18.22±1.83Bb 21.41±1.55Cb 23.73±1.29Cb 27.64±1.73Db
3)NE 7.86±1.43Ac 20.49±2.51Bb 25.61±0.74Ca 27.96±0.69Dc 32.33±0.81E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n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1)BHA : butylated hydroxy anisole.
2)WE : water extraction of bark of Acer mono.
3)NE : nano-encapsulatioin of water extract of Acer mono.

Figure 6. Inhibition ratio of the growth of MCF-7 (bar chart,
%) and selectivity (line chart) by adding the crude extracts
and nano particle of extracts from Acer mono wood. Mean
values±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B) within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nd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e) within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WE: water extract at 100, control; NE: nano-encapsulatioin
of water extract of Acer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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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3B에 대한 암세포 억제 활성이 각각 나노입자의 경우

71.69%, 59.88%, 73.81%를 나타내었고, 일반 열수 추출물

의 경우 58.19%, 53,91%, 65.99%를 나타내어 나노입자가

최고 15%이상 암세포 억제 활성이 증진된 결과를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암세포 종류에

따라 억제 활성이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앞의 MCF-7 결과까지 포함하여 비교하여 보면 소

화기 계통의 암세포인 AGS와 Hep3B의 암세포에 대한 억

제 활성의 경우, 나노입자가 각각 70% 이상의 높은 암세

포 억제율을 나타낸 반면, 호흡기 계통의 암세포인 A549

Table 2. Inhibition ratio of several human adenocarcinoma cell growth and their selectivity in adding sample.

Concentration
(mg/mL)

Sample

Human cancer cell lines

AGS A549 Hep3B

Inhibition ratio
 (%)

Selectivity
Inhibition ratio 

(%)
Selectivity

Inhibition ratio 
(%)

Selectivity

0.2
WE1)

  24.51±1.02Aa* 2.39±0.11Aa 15.64±2.11Ba 1.53±0.08Ba 30.18±1.71Ca 2.95±0.07Ca

NE2)
18.41±0.16Aa 2.46±0.23Aa 18.43±0.54Aa 2.46±0.81Aa 24.61±0.46Ba 3.29±0.16Ba

0.4
WE 33.69±1.94Ab 2.36±0.51Aa 23.17±1.64Bb 1.62±0.16Bb 43.51±1.93Cb 3.05±0.04Cb

NE 26.17±1.13Ab 2.78±0.47Ab 23.99±0.39Bb 2.55±0.31Aa 34.61±1.08Cb 3.68±0.40Bb

0.6
WE 48.15±0.51Ac 2.61±0.13Ab 37.64±0.81Bc 2.04±0.48Bc 56.41±0.07Cc 3.06±0.61Cb

NE 53.69±0.49Ac 4.25±0.51Ac 42.18±1.94Bc 3.34±0.07Bb 59.11±0.43Cc 4.68±0.13Cc

0.8
WE 56.41±1.20Ad 2.66±1.11Ab 46.94±2.31Bd 2.21±0.43Bd 61.84±1.29Cd 2.91±0.11Ca

NE 64.81±0.64Ad 2.77±0.08Ab 54.61±1.69Bd 2.33±0.08Ba 68.15±2.10Cd 2.91±0.08Cd

1.0
WE 58.19±0.73Ae 2.48±0.19Aa 53.91±0.73Be 2.29±0.01Bd 65.99±1.39Ce 2.81±0.49Cc

NE 71.69±0.19Ae 2.92±0.03Ad 59.88±0.49Be 2.44±0.08Ba 73.81±0.81Ae 3.01±0.46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n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1)WE: water extract at 100, control.
2)NE: nano-encapsulatioin of water extract of Acer mono.

Figure 7. Confocal microscope photographs of AGS cell after 1 hour of growth in media containing nano particle of Acer mono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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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분비계 암세포인 MCF-7의 경우 각각 60% 정도의

억제율을 나타내어 그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암세포주에서 가장 높은 억제 활성을 나

타내었던 1.0 mg/mL에서의 selectivity보다 0.6 mg/mL에

서의 selectivity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유는 0.6 mg/mL의 농도에서 매우 적은 세포독성에 비하

여 높은 암세포 억제 활성을 보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암에 대해서, 특정 농도

로의 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암세포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로쇠 추출물 나노입자의 경

우 0.6 mg/mL의 농도로 조절한 시료가 소화기 계통의 암

세포에 대해 효율적인 억제 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

며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7. 나노입자의 세포 투과 관찰

Figure 7은 1시간에 걸쳐 real-time으로 confocal 현미경

을 이용하여 고로쇠 수피 수용성 추출물 나노입자가 AGS

cell 속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5, 20, 40, 60 분이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을 나타낸 그림이다. AGS cell에 나노입자를 처

리한 후 5분이 되었을 때는 나노입자가 cell 속으로 침투

한 것을 관찰할 수 없으나, 나노입자 처리 시간이 흐를수

록 고로쇠 추출물 나노입자가 세포 표면에 존재하다가 나

중에는 cell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약 100 nm의 크기로 제조된 나노입자의 경우 세

포의 침투성이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해 뛰어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앞의 항산화 활성이나 항암활성 실험 결

과로부터 말미암아 일반 열수 추출물보다 적은 농도, 적

은 양으로도 높은 활성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로쇠 일반 열수 추출물의 나노입자화

를 통해 생체적용성이 향상된 나노입자 제조를 통하여 항

산화 활성 및 항암 활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노입자는

인체에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순환을 통하여 각기 다른

신체 부위에 전달되며, 혈액 내에서 더욱 긴 순환 시간을

갖는 것이 밝혀 졌다. 이러한 약물전달 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은 신약개발에 대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인체 세포의 외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수

용성 성분이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성 물질의 세포내 침투 효율 및 생체 적용성 향상을

위해서 활성물질을 유상이 포집한 리포솜 형태로 제조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동과 곽해수, 2004). 

나노입자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나노입자의 형태를

T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약 100-200 nm의 크기의

구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나노입

자 인간 정상 폐 세포(HEL299)에 대한 세포 독성을 측정

한 결과 일반 열수 추출물과 비교하여 큰 독성을 나타내

지 않았고, 일반 열수 추출물 및 나노입자 모두 25% 이하

의 독성을 나타내어 정상세포에 대해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포독성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SOD 유사활성과 같은 항산화

활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합성 항산화제로 쓰이고 있는

BHA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고,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의

경우 약 8%, SOD 유사활성의 경우 약 6% 정도 활성이

증진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항산화에 대

한 활성 증진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항산화 활성과 항암활

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안덕호 등,

2006; 이세진 등, 2003)에서도 비단풀 물 추출물의 1,000

µg/mL의 농도에서 659.2 µM의 총 페놀 함량과 86%의 높

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고, 대장암 암세포주인 HT-

29와 유방암 암세포주 MCF-7에 대한 암세포 성장 억제효

과가 각각 51%, 40%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항

산화 활성과 항암활성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 암세포주(MCF-7, AGS, A549 그리고 Hep3B)에 대

한 항암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암세포에서 나

노입자화를 통해 일반 열수 추출물보다 약 10% 이상 활

성이 증진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소화기 계통

의 암세포인 인간 위암세포(AGS)와 인간 간암세포(Hep3B)

에서 나머지 암세포주 보다 높은 암세포 억제 활성을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암세포에 대해 높은

selectivity와 함께 높은 암세포 생육 저해율을 보였는데 간

암은 잔존 간 기능과 환자의 활력상태 및 지속적인 관리

등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점

에서 다른 암과는 구별되며 종양 특성상 성장과 침윤이

빨라 암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의 치료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간암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

와 함께 그에 대한 요인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

료가 필요하며, Hep3B에 대한 나노입자화 공정을 통한 고

로쇠 추출물의 암세포 생육 저해율의 결과 0.6 mg/mL의

농도에서 낮은 정상세포 독성과 함께 높은 selectivity를 나

타낸 결과를 바탕으로 고로쇠 추출물의 나노입자화를 통

한 항암 소재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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