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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compared the anti-aging, anti-adipogenesis, and anti-tumor effects of epigallocatechin-3- 
gallate (EGCG)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SNU-601, MKN74, AGS, MCF-7, U87-MG, and A-549) and 
normal cell lines (MRC-5 fibroblasts, dental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DSC], and 3T3-L1 
pro-adipocytes). Half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values were significantly (p<0.05) higher in nor-
mal cell lines (~50 uM), when compared to that in cancer cell lines (~10 uM). For anti-aging effects, 
MRC-5 and DSC were exposed to 10 uM EGCG for up to five passages that did not display any 
growth arrest. Population doubling time and senescence-related β-galactosidase (SA-β-gal) activity in 
treated cells were similar to untreated cells. For anti-adipogenic effects, mouse 3T3-L1 pre-adipocytes 
were induced to adipocytes in an adipogenic differentiation medium containing 10 uM EGCG, but 
adipogenesis in 3T3-L1 cells was not inhibited by EGCG treatment. For anti-tumor effects, the cancer 
cell lines were treated with 10 uM EGCG. PDT was significantly (p<0.05) increased in EGCG-treated 
SNU-601, AGS, MCF-7, and U87-MG cancer cell lines, except in MKN74 and A-549. The level of telo-
merase activity and cell migration capacity were significantly (p<0.05) reduced, while SA-β-gal activity 
was highly up-regulated in EGCG treated-cancer cell lines, when compared to that in untreated cancer 
cell lines. Our results have demonstrated that EGCG treatment induces anti-tumor effects more effi-
ciently as noted by decreased cell proliferation, cell migration, telomerase activity, and increased SA-β- 
gal activity than inducing anti-aging and anti-adipogenesis. Therefore, EGCG at a specific concen-
tration can be considered for a potential anti-tumor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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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에 이르러 건강한 삶을 살고자 고혈압, 당뇨병, 비만, 

악성종양 등의 성인 질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러 식재료 등

으로부터 노화 방지나 항암 효과 등을 나타내는 플라보노이드

(flavonoid), 카테킨(catechin), β-카로텐(β-carotene), 사포닌

(saponin), 진코리드(ginkgolide), 루테인(lutein), 커큐민(cur-

cumin) 등의 다양한 식물 화학물질(phytochmicals)이 널리 여

러 성인병에 대한 보조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10, 25].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녹차(green tea)는 비만이나 

암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고 보고하고 있다[17, 30]. 녹차의 고형물에는 폴리페놀류, 카

페인,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색소 성분, 효소, 비타민 

및 여러 무기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폴리페놀

(poyphenol)류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에피갈로카테킨-3-갈

레이트(epigallocatechin-3-gallate, EGCG)으로 알려져 있다. 

이 EGCG는 생체 혹은 세포에서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거나, 활성산소 등에 의해 손상된 DNA

에 반응하여 세포 주기를 억제하여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효

과가 있으며[6, 8], 큰 쥐의 해마와 선조체에 자기영상방사선을 

조사한 후, 이 전자기복사로부터 기인하는 산화스트레스를 약

화시켜주었다는 보고가 있다[2]. EGCG의 또 다른 생리 활성 

효과로 항비만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다. EGCG가 지방세포

(adipocyte)로의 분화와 세포로의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

산의 산화를 촉진하여 세포 내 지방산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

과[33]와 PI3K-AKT 신호경로를 하향 조절하여 세포 내 지방

산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4]. 그러나, 

EGCG의 개별적인 처리로는 항비만에 대한 유의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하여[1], EGCG에 의한 항비만 

효과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고, 좀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암은 한국인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녹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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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G가 암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강력한 

항암제 혹은 항암 대체물질의 후보라고 보고하고 있다[5]. 최

근의 연구에서도 EGCG는 암세포의 혈관신생(angiogenesis)

을 억제하거나[29, 32], 암세포의 세포 주기를 G1기에 붙잡아 

두어 세포 성장을 지연시키고 NF-κB의 활성화로 세포자살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5, 9]. 이처럼 녹차의 EGCG는 항노

화, 항비만 및 항암 등의 다양한 방면에 응용할 수 있는 녹차의 

폴리페놀류에 속하는 식물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EGCG에 대한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

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고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확

한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상 혹은 암세포주에 

EGCG를 처리 한 후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어떤 효과가 더 우세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세포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의 증식속도는 현

저히 감소하여 세포 수가 집단전체로서 2배가 되기까지의 시

간인 세포배가시간(Population doubling time, PDT)이 늘어

나게 되고, 세포노화나 항암물질에 대한 암세포의 성장 억제 

등을 조사하는데 널리 응용되고 있다[24, 26]. 이에 이 실험에

서는 먼저 기본 세포배양액에 각기 다른 농도 EGCG를 달리 

첨가하여 각각의 암세포주와 정상세포주를 배양하여, MTT 분

석 방법으로 각 세포주에 대한 세포성장의 반억제 농도 값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항노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상 세

포주인 태아의 폐 조직에서 기원하는 MRC-5 섬유아세포 및 

사랑니 유래 치아줄기세포(DSC)에 처리하여 EGCG가 첨가된 

배양액에 이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배가시간을 조사하였다. 또

한 항노화 효과의 분석을 위한 세포 노화와 세포 손상을 검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노화된 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현되는 노화 관련 β-galactosidase (SA-gal)의 활성을 

분석 방법이다[13, 16, 24]. 이 실험에서는 MRC-5 및 DSC 세포

주에 EGCG를 처리한 후 SA-gal의 활성을 조사하여 항노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지방세포로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

장 대표적인 세포 표식자는 세포 내 지방과립구(lipid droplet)

의 존재이다. 이러한 지방과립구는 중성 지방을 특이적으로 

염색하는 Oil Red O 염색약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세포 염색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16, 17]. 이 실험에서 항미만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 일정한 농도의 EGCG가 첨가된 지방 분화배양

액에 생쥐 3T3-L1 지방전구세포를 배양하여 항비만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여러 가지 위암세포주(SNU- 

601, MKN28, AGS), 유방암세포주(MCF-7), 뇌종양세포주(U87- 

MG) 및 폐암세포주(A-549)에 일정한 농도의 EGCG를 처리하

고, 세포 세포배가 시간의 분석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 효과, 

암세포의 SA-gal 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암세포는 말단소

립(telomere)의 소실없이 무한 증식이 가능하고, 이러한 무한

증식 능력은 말단소립 복원효소(telomerase)의 높은 활성과 관

련되어 있다[3, 4]. 이러한 말단소립복원효소 수준의 감소는 

암세포의 성장 억제의 한 지표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12, 

16]. 이와 더불어 암세포는 항암물질 등에 의해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면서 점점 전이력이 감소되는 특징을 나타낸다[28]. 이

에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 및 암세포 전이력의 변화를 조사

하여 사람의 암세포주에서 EGCG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였고, 

EGCG에 의한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를 서로 비교 분석

하였다. 

재료  방법

세포의 비와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세포배양물질과 배양액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Sigma (St. Louis, MO, USA)와 Invitrogen 

(Carlsbad, VA, USA)로부터 구매하였다. 실험에 공시된 모든 

사람 태아의 폐조직 유래 섬유아세포(MRC-5), 생쥐의 지방전

구세포(3T3-L1), 사람의 위암세포(SNU-601, MKN74, AGS), 

유방암세포(MCF-7), 뇌종양세포(U87-MG), 폐암세포(A-549)

는 모두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로부터 구매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 사용된 치아조직 유

래 중간엽줄기세포(dental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DSC)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과 치료의 목적으로 내

원한 20세 전후의 건강한 환자의 사랑니(third molar)의 치유

두(dental papilla) 조직으로부터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추출하였고, 추출된 세포의 줄기세포학적인 특징은 이전 연구

에서 증명되어 있다[14, 15]. 모든 세포주는 3% 태아 소 혈청

(FBS), 1% GlutaMaxTM, 0.1 mM, β-mercaptoethanol, 0.05 

mg/ml streptomycin, 100 IU/ml penicillin이 첨가된 ad-

vanced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A-DMEM) 기

본 세포배양액을 사용하여, 25T 세포배양 플라스크에서 37℃, 

5% CO2의 조건을 가진 항온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한 

암세포주 및 정상 세포주가 25T 세포배양 플라스크에 80~90% 

이상 생장하게 되면 1:4의 비율로 세포 계대배양(passage)을 

실시하였고, 세포의 성장과 형태적인 관찰은 위상차현미경

(Nikon,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MTT 분석  반억제농도값의 측정 

각각의 세포주에서 EGCG에 대한 반억제농도(IC50) 값을 측

정하기 위해 6-well 세포배양 플레이트 각 well에 기본 세포배

양액에 0, 1, 5, 10, 25, 및 50 μM의 EGCG를 포함하는 배양액에 

1×104개의 각각의 세포를 첨가하였다. 2~3일 간격으로 각 배

양액을 교체하면서 1주일동안 37℃, 5% CO2 항온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

trazolium bromide] 시약을 첨가하여 37℃에서 3~4시간 동안 

배양을 하였고 D-PBS로 세척하였다. 각각의 well에 200 ul의 

DMSO를 첨가하여 15분 정도 반응 후 이것을 회수하여, 각 

50 ul씩 96 well 플레이트에 옮긴 다음 ELISA 리더기(Per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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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er, USA)로 405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세포주의 반억제농도값을 결정하였다. 각 세포주에서 산정된 

반억제농도값으로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효과를 조사하기 위

해 정상세포의 성장이 억제되지 않는 10 μM 농도의 EGCG를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세포배가시간의 측정

EGCG가 세포배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MRC-5 및 DSC 세포들은 0(대조군) 및 10 μM(실험군)의 

EGCG가 첨가된 세포배양액에서 2∼3일 간격으로 각 배양액

을 교체하면서 1:4의 비율로 5 계대배양 기간 동안 배양하였

다. 또한, 각각의 암세포주들은 6-well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well 당 1×104개의 세포를 이식하고 대조군과 실험군의 조건

에서 2~3일 간격으로 각 배양액을 교체하면서 2주 동안 배양

하였다. 각각의 세포를 처리 후, 세포를 분리하여 혈구계산기

(hematocytometer) 및 위상차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각 세포

주별 증가된 세포 수를 측정하였고, 세포배가시간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전의 연구 방법에서 인용하였다[16, 24].   

노화 련 β-galactosidase 활성도 측정

EGCG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세포들은 6-well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이

식한 후 노화 관련 β-galactosidase (SA-gal)의 활성을 갖는 

세포의 빈도를 β-galactosidase 염색 키트(Cell signaling tech-

nology, Danvers, M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세포주들은 실온에서 0.2% glutaraldehyde 1 ml에서 15분 동

안 고정되었고, β-galactosidase 염색액을 첨가하여 37℃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이것을 이미지 장치가 연결된 위상차

도립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진한 청색을 갖는 세포를 세포 노

화 상태에 도달한 세포로 간주하였다. 

지방세포 분화 유도 방법  찰

EGCG가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대조군은 10 μM insulin, 100 μM indomethacin, 500 μM 

isobutyl methylxanthine 및 1 μM dexamethasone을 포함하는 

지방 분화용 DMEM 배양액에서, 실험군은 이 배양액의 조성

에 10 μM EGCG를 추가적으로 첨가한 배양액에서 3T3-L1 생

쥐 지방전구세포를 각각 3주간 배양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

를 유도하였다. 분화 유도 후, 위상차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지방과립구의 존재와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먼저 관찰하

였고, 이 세포를 3.7% paraformaldehyde로 고정한 다음 0.5% 

Oil Red O 염색약으로 15분 동안 염색한 다음 위상차도립현미

경으로 관찰하여 빨간색으로 염색된 것을 지방과립구로 간주

하였다.

RQ-TRAP 분석에 의한 말단소립복원효소 활성도 측정

EGCG가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세포주들은 2주 동안 배양하여, 

Rotor Gene Q (Qiagen, Venlo, Netherlands)를 사용하여 re-

al-time quantitative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RQ-TRAP) 분석 방법으로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을 분석

하였다. 세포는 CHAPS lysis buffer로 30분간 4℃의 조건으로 

용해하였고, 4℃에서 12,000× g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70 

% 정도의 상층액을 회수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단백질 추출액 1 ug에 2.5 mM의 MgCl2, Lightcy-

cler FastStart DNA Master SYBR Breen 1 (Roche, Penzberg, 

Germany) 2 ul, TS 프라이머(AATCCGTCGGAGCAGAGTT) 

0.02 μg 및 ACX 프라이머(GCGCGGCTTACCCTTACCCTTA 

CCCTAACC) 0.04 μg을 혼합하여 최종 20 ul의 PCR 반응물을 

만들어, 94℃에서 10분 동안 변성(denaturation)시킨 뒤, 94℃

에서 30초, 60℃에서 90초의 조건에서 40회 동안 말단소립을 

증폭시켰다. 모든 샘플에서 말단소립복원효소의 상대적인 활

성도는 Rotor-Gene Q 시리즈 소프트웨어(Qiagen, Venlo, 

Netherlands)를 사용하여 MRC-5 세포의 말단소립복원효소

를 100%로 하여 상대적인 발현 수준을 계산하였다.

Wound healing 분석에 의한 세포 이력 측정

암세포의 전이력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세포

주들은 2주 동안 배양하여, 각 세포가 거의 100% 수준으로 

세포가 자랐을 때, 각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있는 세포층에 100 

ul 플라스틱 피펫팁으로 스크래치를 내었다. 48시간이 경과한 

후, 위상차현미경에 연결된 사진 장치로 사진을 획득하고, 이

미지 프로그램으로 스크래치된 부분으로 이동된 세포의 수를 

계산하였다. 스크래치의 가장자리에서 이동된 세포의 수를 

cm2당 이동 세포 수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결과는 one-way ANOVA (SPSS 

15.0, Endicott, NY, USA)에 의한 평균±표준오차(Mean ± 

SEM)로 표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여 

p<0.05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MTT 분석  반억제농도(IC50)값의 측정

다양한 농도의 EGCG에 정상 및 암세포주가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생존율을 MTT 분석 방법으로 각 세포주의 생존율

을 조사하였다(Fig. 1A). EGCG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 성

장이 저해됨을 알 수 있었고, 각 세포주의 세포생장 반억제농

도 값을 조사한 결과는 Fig. 1B와 같다.

MRC-5, DSC, 3T3-L1, SNU-601, MKN74, AGS, MCF-7, 



1204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10

A B

Fig. 1. Cell growth and determination of IC50 values by MTT assay in each cell lines treated with EGCG. A: Cell viability curves 

(blue continuous lines) and linear trend lines (red dotted lines) by MTT assay. B: Mean ± SEM of IC50 values of each cell 

line. a, b, c, d and e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ence among each cell lines. 

Fig. 2. Change of population doubling time by EGCG treatment 

in MRC-5 and DSC cells treated EGCG, respectively. 

Each cell lines before subculture (■) were exposed in 

medium containing 0 (■) and 10 μM (□) EGCG during 

5 passages. a and b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

ence among treatment in each cell lines.

U87-MG 및 A-549 세포주에서 반억제농도(IC50)의 값(평균±표

준오차)은 각각 45.3±2.72, 52.8±1.63, 36.1±3.09, 12.5±1.03, 19.1 

±2,12, 12.1±1.06, 9.01±10.2, 10.9±1.89 및 15.8±1.72 μM이었다. 

각 세포주마다 반억제농도(IC50)값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

으로 정상세포주(MRC-5, DSC 및 3T3-L1)는 암세포주(SNU- 

601, MKN74, AGS, U87-MG 및 A-549)에 비해 유의적으로

(p<0.05) 더 높은 반억제농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상세포에서 세포의 성장을 저해 받지 않으면서도 EGCG

의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농도로서 

이후 모든 실험의 실험군 세포는 10 μM의 EGCG가 첨가된 

기본 세포배양액에서 배양하였다.  

항노화 효과의 검증

EGCG가 세포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MRC-5

와 DSC 세포주에 각각 0 및 10 μM의 EGCG를 처리하여 1:4의 

비율로 5 계대배양 기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배가시간을 측정

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계대배양을 시작하였을 때

의 MRC-5 및 DSC 세포주에서 세포배가시간은 각각 57.8± 

4.78 및 42.3±3.45시간이었다. MRC-5 세포주에서 대조군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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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SA-gal activity in MRC-5 cells. MRC-5 cells before subculture (A) were exposed in medium containing 0 (B) 

and 10 μM (C) EGCG during 5 passages. Frequency of cell with a higher expression of SA-gal in 10 μM EGCG treated-MRC-5 

cells was similar to untreated control cells. 

Fig. 4. 3T3-L1 cells before differentiation into adipocyte (A) 

were exposed to in adipocyte differentiation medium 

containing control (B) and 10 μM EGCG (C) for 2 weeks 

and formation of neutral lipid droplets (arrows) was ex-

hibited under microscope and by oil red O (D) in 3T3-L1 

cells treated with 10 μM EGCG.  

Fig. 5. Change in PDT in untreated control (■) and 10 μM 

EGCG treated (■) cancer cell lines. a and b indicates 

significant (p<0.05) difference between untreated control 

and EGCG-treated cell lines, respectively. 

험군의 세포배간시간은 각각 66.6±4.21 및 66.9±4.56시간이었

고, DSC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세포배간시간은 각각 

55.8±5.89 및 54.8±2.25시간으로 나타내어, 계대배양이 진행되

면서 세포배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되었고, EGCG를 첨

가한 경우에도 세포배가시간의 변화가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EGCG

는 세포 노화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하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었다. 또한, MRC-5와 DSC 세포주에 각각 10 μM의 

EGCG를 5 계대배양을 통한 세포배양을 실시하여 SA-gal 활

성을 조사하였다. 5 계대배양 후, EGCG를 처리한 실험군의 

MRC-5와 DSC 세포주 모두에서 EGCG를 처리하지 않은 자연

적인 세포 노화가 일어난 대조군 세포주와 비교하여 파란색을 

띠는 세포의 빈도가 차이가 없어 EGCG의 처리는 역시 세포 

노화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항비만 효과의 검증 

EGCG가 항비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생쥐

의 지방전구세포 3T3-L1을 지방분화 배양액에 10 μM의 EGCG

를 첨가하여 2주 동안 분화를 유도하였다. 그 후 그 지방과립

구를 가진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와 중성지방의 존재를 Oil 

Red O 염색 방법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화 유도 후 3T3-L1 지방전구세포에 EGCG를 첨

가한 실험군의 세포에서도 지방과립구들이 존재를 확인하였

고, Oil red O 염색액에 이들 지방과립구가 쉽게 염색이 되어 

10 μM의 EGCG는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의 분화

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항암 효과

EGCG의 항암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주 동안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 암세포주에 10 μM

의 EGCG를 처리한 후 세포배가시간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EGCG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 세포주에서 세포배가시간은 37.1± 

3.57, 32.8±2.27, 38.9±4.35, 43.1±6.23, 50.6±4.34 및 32.0±6.66시

간이었고, EGCG를 처리한 후 세포배가시간은 각각 45.4±3.32, 

35.0±5.21, 47.7±6.67, 56.0±1.99, 67.6±5.56 및 35.0±4.20시간으

로 측정되어, EGCG를 처리한 후 SNU-601, AGS, MCF-7 및 

U87-MG 암세포주에서 세포 성장의 지연으로 세포배가시간은 

유의적으로(p<0.05)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MKN74 

및 A-549 암세포주에서는 세포배가시간이 조금 증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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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evel of telomerase activity analyzed by RQ-TRAP as-

say in untreated control (■) and 10 μM EGCG treat-

ed (■) cancer cell lines. a and b indicates significant 

(p<0.05) difference between untreated control and EGCG- 

treated cell lines, respectively.

Fig. 7. Change in cell morphology and SA-gal activity in untreated control (A, B, G, H and I) and 10 μM EGCG-treated (D, E, 

F, J, K and L) in each cancer cell lines. Cells with high activity of SA-gal (blue color) were exhibited by EGCG treatment.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암세포주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에 EGCG 처리 후 RQ-TRAP 

방법으로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Fig. 6).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 암세포주의 상대적인 말단소립복

원효소의 활성도는 정상 체세포인 MRC-5 세포에서 말단소립

복원효소의 활성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활성도(%)로 측정하

였다. EGCG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 암세포주에서 말단소립복원효소 

활성도의 상대적 발현 수준은 각각 580.3±33.55, 801.6± 45.30, 

891.7±50.18, 855.7±29.30, 556.1±85.60, 883.5±56.72%를 나타내

어 암세포주들은 정상세포주에 비해 6~8배 이상의 높은 말단

소립복원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EGCG를 처리한 실험군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 암세포주에서 말단소립복원효소 활성도의 

상대적 발현 수준은 각각 432.2±45.33, 715.1±45.21, 521.1± 

66.75, 523.2±50.04, 456.6±33.89, 767.8±49.99%를 나타내어 

EGCG 처리 후 모든 암세포에서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암세

포주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에 

10 μM의 EGCG를 2주 동안 처리한 후 세포의 형태적인 변화

와 더불어 SA-gal 활성을 가진 세포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EGCG를 처리한 실험군의 세포들

에서 푸른색을 띄는 세포의 빈도가 늘어나 EGCG의 처리가 

암세포의 세포 노화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포의 크기

가 커지면서 평평한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더 나아가 EGCG에 의한 세포 전이력을 wound healing 분

석을 측정하였다. 100 µl 플라스틱 피펫팁으로 스크래치를 낸 

다음 48시간이 경과한 후 이동한 세포의 수를 위상차도립현미

경에 장착된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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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ell migration test using wound healing assay in SNU-601 cells after scratch (A), control SNU-601 cells after 24 hr (B), 

48 hr (c) and 10 μM EGCG-treated SNU-601 cells for 48 hr (D). E, Migrated cell number in untreated control (■) and 10 

μM EGCG treated (■) cancer cell lines. a and b indicates significant (p<0.05) difference between untreated control and 

EGCG-treated cell lines, respectively.

48시간이 경과한 후, 대조군의 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 암세포주에서 단위 면적(cm2) 당 

이동한 세포의 수는 각각 1322199±422, 1562345±693, 1245764 

±599, 802223±890, 775256±434, 1569921±666개 이였다. 반면, 

EGCG를 처리한 실험군의 암세포주에서 세포의 수는 467243 

±779, 1355321±992, 833217±125, 421001±143, 321997±884, 

1209511±988개 이였다. EGCG를 처리하였을 때 단위면적당 

이동된 세포의 수가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여 암세포의 

이동력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정상세포인 사람의 섬유아세포(MRC-5)와 

사랑니 유래의 중간엽 줄기세포(DSC), 3T3-L1 생쥐의 지방전

구세포 및 다양한 사람의 암세포주(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에서 EGCG를 처리했을 때의 세포 

증식, 세포 노화, 지방세포로의 분화, 말단소립복원효소(telo-

merase) 활성과 암세포의 전이 능력 등을 검증함으로써, epi-

gallocatechin-3-gallate (EGCG)가 가지는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를 서로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세포주에 EGCG가 노출되었을 때, EGCG의 

농도가 높을수록 모든 세포주의 생존율이 감소되는 관찰하였

다. 그러나 MTT 분석으로 반억제농도(IC50)의 값을 측정하였

든 바, 모든 암세포주는 정상세포보다 현저히 낮은 반억제농

도의 값을 나타내어, 암세포주는 정상 체세포주보다 훨씬 낮

은 EGCG의 농도에서 성장이 억제됨을 관찰하였다. 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MCF-7와 MDA-MB-231 유방암세포는 유방의 정

상 상피세포에 비해 EGCG에 더 강한 세포 성장의 억제 효과

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보고를 하고 있고

[27], 많은 다른 연구에서도 높은 농도의 EGCG 처리는 세포 

독성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5, 20, 29]. 한편, 다른 

연구를 보면 정상세포인 사람의 4가지 종류의 구강 케라틴 

세포주에 0 μM부터 160 μM의 EGCG를 각각 처리했을 때, 

세포 생존 능력이 규칙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아닌 불규칙적

인 증감을 나타내었고, 고농도의 160 μM의 EGCG 처리 시 

두 가지의 구강 케라틴 세포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21]. 이를 통해 EGCG의 생장 억제 효과

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고농

도의 EGCG에서 생존 억제를 받는 본 연구의 결과와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용한 세포주의 종류와 EGCG에 

노출된 시간과 조건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GCG가 미치는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MTT 분석을 바탕으로 각 세포주

에서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처리군)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항

노화 및 항비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성장은 

억제하면서 정상세포의 성장은 억제하지 않는 농도의 EGCG

를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농도의 EGCG에 

노출된 정상세포에서는 오히려 성장 억제작용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10 μM의 EGCG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먼저 본 연구에서는 EGCG에 의한 항노화 효과를 조

사하기 위하여, MRC-5 섬유아세포 및 사랑니 유래 중간엽줄

기세포에 10 μM의 EGCG를 처리한 결과, 세포 노화에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세포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의 형태적인 변화와 더불어 세포 증식의 속도

는 현저히 감소한다[13]. 현재의 연구에서 EGCG에 노출된 두 

정상 세포의 증식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어, 세포 증식에 미치

는 EGCG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포 노화의 

대표적인 표식자로 사용되는 SA-gal 활성도의 변화도 본 연구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한 다른 연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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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경독성 및 발암물질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acrylamide 

(ACR)와 EGCG를 같이 처리했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보다 ACR을 처리하면 더 높은 SA-gal의 활성도를 

보여 ACR이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이 연구에서 ACR과 같이 EGCG를 처리

하였을 때는 SA-gal의 활성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EGCG의 단독처리 시에는 SA-gal 활성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세포의 노화에 

EGCG가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EGCG가 항

노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노화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여지는 여러 현상을 

좀 더 조사하여 EGCG의 항노화 효과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GCG의 또 다른 알려진 대표적인 기능 중의 하나는 지방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거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항비만 효

과를 보고하고 있다[33, 34].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세포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농도에서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사용

해 지방세포의 분화를 통한 항비만 효과를 조사해본 결과, 역

시 지방세포의 분화 역시 억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전의 다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에 녹차 폴리

페놀 농도가 증가할수록 3T3-L1의 지질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EGCG 단독 처리 보다는 녹차의 

여러 가지 폴리페놀 혼합물을 처리하였을 때, 그 결과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EGCG의 항비만 효과에 강한 

작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10 μM의 EGCG를 처리하였으나, 앞선 연구에서는 6.8 μg/ml

의 EGCG를 처리하여 본 연구 보다 약 14.8배 더 높은 고농도

의 EGCG를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그 농도로 3T3-L1 

지방전구세포로 노출하게 되면 반억제농도값 이상의 농도에 

세포가 노출되고, 지방세포로의 분화 억제 이전에 세포 독성 

효과가 유발될 것이고, 세포가 분화하기 전에 세포 독성에 의

해 세포 성장의 억제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높은 고농도의 EGCG에서의 항비만 효과는 좀 더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방세포로의 분화(adipogenesis)는 

C/EBP나 PPARγ 같은 유전자의 발현으로 유도된다[17].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립구의 존재와 그 속에 포함된 지질의 염색

을 Oil Red O 염색 방법으로만 지방분화를 검증하였지만, 이

러한 지방분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지 않았다. EGCG

에 의한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를 검증하는 것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다.  

여러 암세포주에 EGCG를 처리하여 세포의 증식 속도, 세

포 노화,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 및 세포 전이력을 검증함

으로써, EGCG에 의한 항암 효과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암

세포주는 정상세포주에 비해 낮은 반억제농도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정상 세포에는 세포의 성장에 별 영향이 없는 10 μM

의 EGCG의 농도에서 여러 암세포주를 배양한 결과 거의 모든 

세포의 세포배가시간이 늘어나 세포 증식속도는 현저하게 감

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EGCG가 암세포에 미치는 성장 억제 

효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EGCG는 여러 암세포에서 

세포의 주기를 조절하여 세포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세포 내 

신호 경로인 PI3K/Akt 경로를 통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32], 더 나아가 EGCG가 PI3K/AKT 경

로를 통한 세포 사멸 관련 단백질인 BCL-2/BAX 단백질 비율

을 조절하고, 세포 사멸 연쇄 반응에 관여하는 caspase-9과 

caspass-3를 활성화하였다는 보고가 있다[22]. 또 다른 연구에

서는 EGFR/Erk 신호와 미토콘드리아 세포 사멸 경로를 통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고 보고하고 있고[32], NF-κB의 활성

화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5, 19]. 어떠한 경우이든, 노화되거나 손상된 세

포는 대부분 세포의 세포주기는 G1기에 정지되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EGCG로 처리된 암세포의 세포 주기를 G1기에 

정지시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5]. 본 연

구에서는 EGCG 처리 후 여러 암세포의 세포주기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성장이 억제된 여러 암세포주의 세포 주기는 G1의 

세포 주기의 빈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EGCG에 노출된 여러 암세포주에 SA-gal 효소의 

활성도를 검증하였다. 이 SA-gal 효소의 활성은 가장 보편적

인 세포 노화의 방법이고, 여러 연구에서 암세포의 노화나 손

상을 검증하는데 적용되어 왔다[13, 16, 24]. 이 연구에서도 10 

μM의 EGCG에 노출된 암세포주에서 SA-gal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세포의 빈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EGCG는 여러 

암세포주에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군다

나, EGCG로 처리된 세포들의 형태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평평한 모양으로 변한다거나, 별 모

양으로 세포의 변화는 세포 노화를 의미한다[16, 24]. 본 연구

에서도 EGCG 처리 후,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관찰되어 

이 역시 EGCG에 의한 세포의 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

며, EGCG에 의해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신호 경로나 유전자의 

발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암세포주들은 높은 활성의 말단소립복원효

소를 가지고 있어, 말단소립의 소실에 의한 세포 사멸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3, 4]. 본 연구에서는 또한 EGCG의 처리 후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을 비교 조사하였을 때, EGCG에 노

출된 모든 암세포주에서 말단소립복원효소의 활성의 유의적

인 감소가 관찰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EGCG의 처리 후 우

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여러 암세포주의 말단소립복원효소

의 활성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23]. 만약 

EGCG를 장기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러한 말단소립복원

효소 활성의 감소는 세포분열이 진행되면서 말단소립의 점차

적인 소실로 인한 세포 노화 및 세포 사멸 단계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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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세포의 전이력과 전이된 세포가 다른 조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암세포의 나타나는 가정 두드러진 특징이다

[7]. 본 연구에서는 EGCG에 의한 암세포의 전이력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처치유분석(wound healing assay)를 실시하

였고, EGCG의 처리 후 모든 암세포주에서 스크래치로 세포가 

제거된 부분으로 암세포의 전이과 복원 능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

하게 EGCG에 노출된 암세포의 상처치유분석으로 세포 전이

력을 검증한 하였을 때, 세포의 전이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상처치유능력 분

석에 의한 세포의 전이력을 검증하였지만, 암세포 등에서 세

포의 전이력 검증을 위한 다른 방법인 트랜스웰 분석(traswell 

assay) 방법이 종종 응용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전이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처치유능력 분석와 트랜

스웰 분석를 같이 시행하였다[19]. 좀 더 정확하게 암세포의 

전이력에 대한 변화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동

력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처치유능력 분석와 함께 트랜스웰 

분석를 같이 시행하여 EGCG에 노출된 암세포의 전이력을 저

해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암세포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전이력의 증가는 

세포와 세포 외 기질의 연결 고리인 인테그린(integrin) 막 단

백질, 세포와 세포의 부착과 상호작용에 관계하는 여러 단백

질이나 세포 외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의 변화

로 인해 유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7]. 이러한 단백질들의 발

현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EGCG가 암세포의 전이력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힌다면 EGCG의 항암 효과에 더 명확한 검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농도에 EGCG에 노출된 

여러 정상 세포주에서 항노화나 항비만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반면에 일정한 농도에서 노출된 암세포에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가 일어났으며, 말단소립복원효소의 감

소 및 세포 전이력의 감소를 유발하여 EGCG는 세포독성에 

의한 항암 효과는 우세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러 연구에서 

EGCG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보다 녹차의 폴리페놀 혼합

물을 처리했을 때 항비만 효과가 더 뛰어났고[18], EGCG 및 

curcumin의 혼합물이 항암작용에 그 각각의 개별적인 물질보

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30], EGCG에 의한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에 있어서 EGCG 단독의 처리보

다 여러 종류의 생리 활성물질을 섞어 처리했을 때 그 물질들

이 서로 시너지 효과에 의해 생체에 미치는 여러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

한 보고들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아가 어떤 물질과 함께 처리

하였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본다

면 실제 생체 내에서 효과적인 생리 활성물질의 개발과 응용

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항암제의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EGCG가 항암 물질의 한 후보로서 고

려되어야 할 중요한 검증 중의 하나는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고동도의 EGCG에 세포 독성 

효과를 나타내어 생체 내에서 고농도의 EGCG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상용화를 위해 좋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 역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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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녹차의 폴리페놀류인 에피갈로카테킨-3-갈 이트에 의한 항노화, 항비만  항암효과에 한 비교 

분석 

임은지1․김민재1․김 지1․이성호2․ 병균1,3*

(1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2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3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암세포주(SNU-601, MKN74, AGS, MCF-7, U87-MG 및 A-549)와 정상세포주

[MRC-5 섬유아세포, 사랑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DSC), 3T3-L1 생쥐의 지방전구세포]에 녹차에 포함되어 있는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를 처리하여 세포 증식, 세포 노화, 지방세포로의 분화, 말단소립복원효소 활성

과 암세포의 전이 능력 등을 검증하여 항노화, 항비만 및 항암 효과를 서로 비교 조사하였다. MTT 분석에서 다양

한 암세포주는 정상세포주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반억제농도값을 나타내었다. 10 uM의 EGCG가 포함된 배양액에

서 정상체세포인 MRC-5와 DSC를 5 계대배양한 결과 세포증식 및 세포 노화에 큰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고, 

3T3-L1 생쥐의 지방전구세포를 지방분화 배양액에 EGCG를 첨가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 억제를 유도하였지만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역시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암세포주에 10 uM의 EGCG가 포함된 배양액

에 배양한 결과 암세포의 세포증식 억제, 세포노화 유도, 말단소립복원효소 활성과 암세포의 전이 능력이 현저히 

감소됨을 관찰하여 EGCG는 항노화나 항비만 효과보다는 항암효과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관찰되었고, 적당한 농

도에서 잠재적인 항암물질로의 한 종류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