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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Smilacis glabrae rhizoma (SG) has been traditionally used as a herbal medica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like arthritis, pain, convulsions, and syphili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 of fractionated 

extracts of Smilacis Glabrae Rhizoma in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

Methods : SG extract prepared with methanol, and then fractionated with hexane, dichloromethane, 

ethylacetate, n-butanol and water. Inhibitory effect of SG onto free radical generation was 

determined by measuring DPPH, superoxide anions and nitric oxide scavenging activities in vitro. 

Cytotoxic activity of extracts on RAW 264.7 cells was measured using 5-(3-caroboxymeth- 

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assay. Intracelluar oxidation was analysed by DCF-DA 

assay. The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The levels of 

ICAM-1 and VCAM-1 expression were confirmed by western blot.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kit. 

Results : Our results indicated that fractionated extracts, especially ethyl acetate (EA) extract, 

significantly inhibited free radical generation, the TNF-α-induced intracellular oxidation. Furthermore, 

the EA extract protected TNF-α-induced adhesion to THP-1, expression of adhesion molecules 

accompanied by an attenuation of IL-6 and IL-8 formation in HUVEC.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A extract of SG have potential as an agent of 

atherosclerosis and other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including diabetes, hypertension, and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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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죽상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은 죽상  는 섬유

지방 을 형성하여 의 내강을 좁히고, 막을 약화시

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 죽상경화증은 특히 동맥, 

심장동맥  뇌의 동맥에 흔해서 심장근육경색, 뇌경

색  동맥 동맥류 등의 합병증을 래한다. 뿐만 아니

라 동맥 류를 감소시켜서 팔다리의 괴 , 장간막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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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로 인한 장경색증, 성 심장사, 만성 허 성 심장질환, 

뇌 장애질환 등을 유발한다
1).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한 험 요소로 알려진 것은 

고 압, 고지 증, 흡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

방과 염분의 과다섭취, 과식, 운동부족, 스트 스, 당뇨병 

등이 험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험 인자들이 동맥경

화를 유발시키기까지의 분자 생물학 인 발생기 은 

2000년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 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원인에 한 분자 생물학 인 

기 들이 밝 지고 있고 치료제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그 에서도  내피의 산화 인 손상

과 분자염증 반응에 한 심이 높은데,  내피의 산

화 인 손상은 의 염증을 유발시키고, 단핵구가 

의 내피에 부착하게 되는 것은 동맥경화의 발단이 된다

는 에서,  내피는 동맥경화의 발생 기 에 있어서 

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3). 단핵구와  내피세포 사

이의 계는 세포부착인자인 VCAM-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ICAM-1 (intercellular cell adhesion 

molecule-1) 등에 의해서 조 되는데,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들 부착인자의 발 이 증가되고,  내피로 부

착된 단핵구가 유주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된다
4). 

토복령(土茯苓)은 백합과 식물 토복령(Smilacis glabrae 

Rhizoma, SG)의 뿌리 기이다. 한방에서는 토복령이 해

독작용이 강하고, 濕을 제거하며 질환에 이롭다하여 

매독, 淋濁, 근골 경련․동통, 脚氣, 癰腫, 瘰癧 등에 사용

하여 왔다
5). 최근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서는 암과 에이즈의 치료제로서 토복령을 사용하고 있다

는 흥미로운 보고도 있다
6). 토복령의 성분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saponin, tannin 등이 주성분이라

고 알려져 있다
7). 토복령의 약리 활성과 치료 효과에 

해서 연구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  염을 유발시킨 

마우스 모델에서 토복령 추출물이 유효한 효과를 보인다

는 보고가 있었고
8,9), 간손상에 한 보호 효과10,11), 항산

화  항균 활성에 한 연구도 되어 있다. 토복령을 약

침액으로 제조해서 HgCl2 독 흰쥐의 신장 손상을 보호

하는 동물 실험 연구도 있었다
12)
.

그러나 토복령의 내피세포에 한 항산화  항염

증 효과에 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복령을 메탄올 추출하고 그 추출물을 네 

가지 유기용매로 획분하여 각각의 항산화 활성을 in 

vitro상에서 비교한 다음, 그 에서 뛰어난 활성을 지

닌 획분층을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된 층은 내피세

포에 한 항산화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하여 

사람의 정맥내피세포인 HUVEC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에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를 처리하여 산화손상과 염증반응을 유도시켜서, 약재

가 이를 얼마나 효과 으로 해할 수 있는지 찰하

다. 그리고 TNF-α를 사용하여 사람의 단핵구 세포인 

THP-1와 HUVEC과의 부착 (adhesion)을 유발시키고 약

재가 실질 으로 두 세포의 부착을 효과 으로 방어하는

지도 찰했다. 그 결과 유효한 효과를 얻었기에 동맥경

화의 방  치료제로서 토복령의 가능성을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동국 학교 한의과 학 방제

학 교실에서 선별된 것을 정선하여 사용하 으며, 토복령 

(Smilacis glabrae Rhizoma, SG)은 450 g에, 5,000 ml의 

100% methanol을 가한 다음 72℃에서 48시간 동안 추출

하여 여과한 후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114 g의 메탄올 

추출물(수율 25.3%)을 얻었다. 이 메탄올 추출물은 Fig. 

1에서와 같이 용매분획하 다. 

 

Fig. 1.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procedures of MT

2) 시약

세포 배양액인 endothelial cell basal medium-2 

(EBM-2)는 Cambrex사(Walkersville,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 Bis는 Bio-Rad사(Hercules, USA)에

서 구입하 고,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EDTA, hydrogen peroxide (H2O2), hypoxanthine, nitro 

blue tetrazolium (NBT), xanthine oxidase, sodium 

nitroprusside (SNP), 4,5-diaminofluorecein (DAF-2), 6- 

carboxy-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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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 tween 20, protease inhibitors 등은 Sigma사(St. 

Louis, USA)에서 구입하 고, BCECF-AM (2',7'-bis(2- 

carboxyethyl)-5-(and-6)-carboxyfluorescein)은 molecular 

probes사(Eugene,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1차 항체인 ICAM-1, VACM-1 monoclonal antibody 

(mAb)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CA, USA)에서 β

-actin mAb는 Cell Signaling Technology사(Beverly, 

USA)에서 구입하 다. 2차 항체인 anti-rabbit IgG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body와 

anti-mouse IgG HRP-conjugated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Santa Cruz, USA)에서 구입하

다.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MTS) kit는 Promega사(Madison, USA)에서 구입하

고, 각종 cytokine 측정을 한 ELISA kit는 Pierce 

Biotechnology사(Rockford, USA)에서 구입하 으며, Protein 

assay reagent는 Bio-Rad사(Hercules,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용 등  이상으로 

사용하 다.

2. 방법

1)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은 Gyamfi 등
13)의 방법

에 따라 측정하 다. 먼  토복령 획분 층별 시료 50 μl

에 0.1 mM DPPH 용액 1 ml과 50 mM Tris-HCl buffer 

(pH 7.4) 450 μl를 가하여 잘 혼합하 다. 혼합물을 실온

에서 30분간 정치한 다음, micro plate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장 517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DPPH radical의 소거활성은 

50%의 소거능을 보이는 농도 (IC50)로 표시하 다.

(2)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 측정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은 Gotoh와 Niki
14)의 방법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먼  획분 층별 시료 30 μl에 

30 mM EDTA (pH 7.4) 100 μl, 30 mM hypoxanthine 

10 μl, 1.42 mM NBT 200 μ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3

분 반응시킨 후에, 0.5 U/ml xanthine oxidase l00 μl를 

첨가하고 5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총 용량

을 3 ml로 맞췄다. 반응용액을 실온에서 20분간 배양시

킨 후, 560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결과는 

superoxide radical에 의한 NBT reduction의 IC50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하 다. 

(3)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Nitric oxide의 소거활성은 Sutherland 등의 방법
15)에 

의하여 측정하 다. 먼  1 mg의 DAF-2를 0.55 ml의 

DMSO에 용해시키고, 이를 다시 50 mM phosphate buffer

를 사용하여 400배(v/v)로 희석해서 DAF-2 용액을 비

해 놓았다. 획분 층별 시료 10 μl를 50 mM phosphate 

buffer (pH 7.4) 130 μl와 혼합한 다음, 40 mM SIN-1 10 

μl  DAF-2 용액 50 μl를 첨가하 다. 반응용액을 실온

에서 10분간 배양한 다음, DAF-2와 nitric oxide (NO)의 반응

에 의해 생성되는 triazolofluorescein의 형 강도를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GENios-basic, TECAN, Austria)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95 nm  emission 장 515 

nm에서 측정하 다. 

2) 세포배양

사람의 제 정맥내피세포인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line (HUVEC)은 MCTT (MC1133,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 으며, 세포배양을 해 Cambrex

사(Walkersville, USA)에서 구입한 endothelial cell basal 

medium-2 (EBM-2) 배지를 사용하 다. 사람의 monocytoid 

cell line인 THP-1은 한국세포주은행 (KCLB)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배양을 해 10%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Rosewell Park Memorial Institute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 다. 세포는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3) MTS assay

토복령 ethyl acetate (EA) 추출물의 세포에 한 독성 

측정은 5-(3-caroboxymeth-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assay 방법
16)으로 분석하 다. 이는 mitochon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MTS가 formazan으로 환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

의 HUVEC 세포를 분주하고 약재를 농도별 (0, 10, 20, 

40, 50, 70, 100, 150, 200 μg/ml)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

다. Well당 20 μl의 MTS solution을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DYNEX, Opsys MR, USA)를 이용하여 450 nm

에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조군에 한 세포생존

율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각 농도별 약재가 갖는 흡

도는 세포를 뺀 배지를 같이 배양하여 조군과 실험군

의 흡 도를 비교해서 보정하 다. 

4) DCF-DA assay

토복령 EA 추출물이 H2O2와 TNF-α에 의한 HUVEC 

세포의 산화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DCF-DA assay를 실시하 다
17,18). 먼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로 분주하고, 약재를 농도별(20, 

50 μg/ml)로 처리하고 37℃, 5% CO2의 조건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buffer로 희석된 10 μM DCFH- 

DA를 가하고, 45분간 배양하 다. PBS buffer로 2회 

washing한 다음 4 mM H2O2를 가하고, 30분 배양한 뒤

에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85nm와 emission 장 535nm에서 형 강도를 측

정하 다. DCF 형 강도의 증가율은 조군과 비교해서 

배수(fold)로 계산하 다. TNF-α 처리군의 경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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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처리하고 1시간 배양 후에, 10 ng/ml의 TNF-α를 

가한 다음, 18시간을 배양해서 DCF 형 강도를 측정하

다. 

5) Cell adhesion assay

토복령 EA 추출물이 HUVEC과 THP-1 세포의 

adhesion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서 cell adhesion 

assay를 실시하 다
19)
. 96-well plate를 사용해서 HUVEC

에 토복령 EA 추출물을 농도별(20, 50 μg/ml)로 1시간 

처리하고, 10 ng/ml의 TNF-α를 처리해서 18시간 배양

하 다. THP-1 세포는 10 μM BCECF-AM을 배양액에 

희석해서 1시간 동안 배양하고, PBS buffer로 세 번 

washing 한 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모았다. 그리고 이

를 배지에 suspension해서 HUVEC에 넣어서 1시간 동안 

함께 배양하 다. 부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

기 해서 PBS buffer로 세 번 washing하고,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85 nm와 

emission 장 535 nm에서 BCECF 형 강도를 측정하 다.

6)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부착분자 발 율 측정

HUVEC 세포에 10 ng/ml의 TNF-α와 토복령 EA 추

출물을 농도별(20, 50 μg/ml)로 처리하고 18시간 배양 후 

세포를 회수하여 FACS buffer (0.2% BSA-PBS)로 2번 

washing하 다. 각각의 sample에 PE anti-human ICAM-1 

mAb  PE anti-human VCAM-1 mAb (Pharmingen, 

Sandiego, USA)을 1 ㎕씩 첨가하여 Vortex Mixer로 섞

어  다음,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FACS buffer로 

2회 washing 하 다. 500 ㎕의 FACS buffer를 가하여 

Vortex Mixer로 잘 섞어  후 유세포 분석기(Becton 

Dickinson, USA)로 분석하 다
20).  

7) Western blot analysis

기 동을 한 단백질 시료의 추출은 처리 시간별로 

세포를 ice-cold tris buffered saline (TBS ; 20 mM 

Tris-HCl, pH 8.0, 137 mM NaCl)으로 3회 세척한 후, 

lysis buffer (TBS, 1% NP-40, 1 mM sodium orthovanadata, 

10 μg/ml aprotinin, 10 μg/ml leupeptin  1 mM 

PMSF)를 넣어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2,000×g에

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로 분리시킨 후,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하 다. 이 membrane을 

항체의 비 특이  결합을 차단하기 하여 blocking buffer 

(5% non-fat milk와 0.1% Tween 20을 함유한 TBS 용

액)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각 검증 단백질에 한 

항체(anti-VCAM-1, anti- ICAM-1)를 가하여 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어서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 (tris-buffered saline-tween 20) 용액으로 40분간 세

척한 다음,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켰다. 이어서 ECL 

(electrochemcal luminascence) system으로 반응 시킨 후 

X-ray film상에서 단백질을 확인하 다. 각 시료의 단백

질 정량은 Bradfor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실시하 다.

8)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s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s의 양을 측정하기 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수행

하 다. 세포에 토복령 EA 추출물을 처리하고 1시간 후 

10 ng/ml의 TNF-α를 처리하 다. 18시간 후 세포 배양

액을 얻어 cytokine 측정에 이용하 다. 배양액을 한 

농도로 희석한 후, cytokine으로 coating된 96 well plate

에 50 μl씩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시켰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100 μl의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각각의 well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3회 세척한 다음, 100 μl의 streptavidine- 

HRP solution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 다. 여기에 di(2- 

ethylhexyl)-2,4,5-trimethoxy benzalmalonate (TMB) substrate

를 100 μl씩 처리하여 5～30분간 반응시킨 후 100 μl의 

stop solution을 처리한 후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3. 통계처리

결과는 means±SEM으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법은 

GraphPad Prism 4.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실시한 후,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Western blot

를 통해 얻은 band의 density 분석은 GelDoc-It BioImaging 

System (UVP,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 결과

1. 토복령 획분층의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토복령의 메탄올 추출물과 그 획분 층별 추출물 간의 

자 공여능을 비교하기 하여, DPPH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을 측정하 다. 본 실험의 결과 토복령의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22.02 μg/ml의 농도에서 50%의 DPPH 

radical을 소거하 고, 획분층의 경우 hexane층은 76.72 μg/ml, 

dichloromethane 층은 31.25 μg/ml, ethyl acetate 층은 

14.95 μg/ml, butanol 층은 22.56 μg/ml 그리고 aqueous 

층은 42.34 μg/ml의 농도에서 50%의 radical을 소거하

다(Fig. 2A). 따라서 토복령의 획분층 에서 ethylacetate

층이 가장 우수한 자 공여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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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venging activities of fractionated SG extracts on various free radical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IC50 values, an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A) Scavenging activity on DPPH radical. (B) Scavenging activity on Superoxide anions. (C) Scavenging activity on Nitric oxide. M : methanol 
extract. H : hexane extract. DCM : dichloromethane extract. EA : ethyl acetate extract. B : butanol extract. A : aqueous extract. 

2)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 측정

표 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의 하나

인, superoxide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의 경우에서는, 메

탄올 추출물의 경우 11.56 μg/ml의 농도에서 50%의 소거

활성을 보 고, 획분층의 경우 hexane층은 209.46 μg/ml, 

dichloromethane층은 35.15 μg/ml, ethyl acetate층은 1.64 

μg/ml, butanol층은 9.90 μg/ml, 그리고 aqueous층은 

22.35 μg/ml의 농도에서 50%의 소거능을 보 다(Fig. 2B). 

본 실험의 결과 토복령의 획분층 에서 가장 우수한 활

성산소종 소거활성을 지닌 것은 DPPH radical 소거활성 

실험결과와 같은, ethylacetate 층임을 알 수 있었다. 

3)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의 하나이며, 염

증반응의 요한 작용인자로 알려진 nitric oxide (NO)에 

한 토복령 획분층의 소거효과를 in vitro상에서 찰하

기 하여,  SNP를 사용하여 NO의 생성을 유도하고, 이

로 인해 생성되는 DAF-2의 형 강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1.82 μg/ml의 농도에서, 획분

층의 경우 hexane층은 11.41 μg/ml, dichloromethane층은 

0.70 μg/ml, ethyl acetate층은 0.01 μg/ml, butanol층은 

3.14 μg/ml, 그리고 aqueous층은 12.96 μg/ml의 농도에서 

50%의 소거활성을 보 다(Fig. 2C). 따라서 토복령의 획

분층 에서 ethylacetate층이 아주 우수한 NO 소거활성

을 지니고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DPPH radical, 활성산소

종과 활성질소종 소거활성이 모두 뛰어난 층은 ethylacetate

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 층을 선별하여 HUVEC 

세포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2. 토복령 EA 추출물의 HUVEC 세포에 

  한 독성

HUVEC에 한 약재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Fig. 3. Effect of SGEA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of 
HUVEC cells

HUVEC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10, 20, 40, 
50, 70, 100, 150, 200 μg/ml) of SGEA extracts for 18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hosen from three independent triplicate 
experiments.

MTS assay를 수행하 다. 토복령 EA 추출물(SGEA)을 

농도별(0, 10, 20, 40, 50, 70, 100, 150, 200 μg/ml)로 18시

간 동안 처리한 결과, 50 μg/ml의 농도까지는 독성이 나

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의 생존율을 

20% 이상 감소시켰다(Fig. 3). 따라서 SGEA가 HUVEC

의 세포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는 50 μg/ml 이하의 농

도(20, 50 μg/ml)로 다음 실험을 진행하 다. 이는 토복

령 추출물이 보여주는 효과가 세포 생존율의 감소에 의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약재들의 고유한 특성임을 뜻한다.

3. HUVEC 세포의 산화  손상에 한 

  보호 효과

H2O2와 TNF-α에 의한 HUVEC 세포의 산화  손상

을 보호하는 효과를 DCF-DA assay를 통하여 검토하

다. 먼  HUVEC 세포에 20, 50 μg/ml의 SGEA 추출물

을  처리한 다음, H2O2와 TNF-α로 세포의 산화  손

상을 유도하여 DCF 형 강도를 찰하 다. 그 결과 잘 

알려진 산화제이고 DCF에 의해 직 으로 포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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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ry effect of SGEA extracts on intracellular oxidation in HUVEC induced by H2O2 and TNF-α

HUVECs were preincubated with 20 and 50 μg/ml of SGEA extract for 18 hr. Four mM H2O2 were treated to induce intracellular oxidation (A).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20 and 50 μg/ml of EA extract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of TNF-α for 18 hr to induce 
intracellular oxidation (B). The increase of DCF fluorescence was calculated at increasing fold of control.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H2O2 alone (*); ### *** : p < 0.001.

H2O2를 단독 처리한 군에서는 약 3.3배의 형 강도 증가

를 보인 반면, SGEA를 처리한 군에서 20 μg/ml 처리

군에서는 2.7배, 50 μg/ml 처리군에서는 1.4배의 증가를 

보여서 농도 의존 인 산화 손상 억제 효과를 보 다. 토

복령 추출물만 단독 처리한 군에서의 산화 인 손상은 

찰되지 않았다(Fig. 4A). 

TNF-α의 단독 처리에 의해서도 세포의 산화  손상

이 효과 으로 유도됨을 알 수 있었는데, TNF-α 단독 

처리군의 경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

여 3.6배 정도로 형 강도가 증가했다. 반면 SGEA 20 μ

g/ml 처리군에서는 1.9배, 50 μg/ml 처리군에서는 1.2배

의 증가를 보여서 역시 농도 의존 인 산화 손상 억제 

효과를 보 고, H2O2를 처리해서 산화를 유발시킨 경우

보다 억제 효과도 더 좋았다. 토복령 추출물 단독으로는 

산화  손상을 유발하지 않았다(Fig. 4B). 

4. TNF-α로 유도된 HUVEC과 THP-1 

  세포의 adhesion에 미치는 향 

TNF-α에 의해 유발되는 HUVEC과 THP-1 세포의 

adhesion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adhesion assay

를 실시하 다. TNF-α를 단독 처리한 HUVEC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군보다 2배 정도 높은 형 강도의 증

가를 보임으로써 TNF-α의 처리가 효과 으로 adhesion

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SGEA 20 μg/ml 처리

군에서는 42%, 50 μg/ml 처리군에서는 94%의 adhesion 

억제율을 보여서 농도 의존 으로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GEA 단독으로는 adhesion을 유

발하지 않았다(Fig. 5). 

5. HUVEC에서 VCAM-1과 ICAM-1의 

  발 에 미치는 향

HUVEC에 SGEA를 농도별로 1시간 처리하고 10 

Fig. 5.  Effect of SGEA extract on adhesion of THP-1 cells 
to HUVEC, stimulated with TNF-α 

HUVECs were preincubated with 20 and 50 μg/ml of EA extract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of TNF-α for 18 hr to induce 
adhesion. The increase of BCBCF fluorescence was measured by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TNF-α alone 
(*); ### *** : p < 0.001. 

ng/ml의 TNF-α를 18시간 동안 처리하여 부착분자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먼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세포내 VCAM-1, 

ICAM-1의 발 양상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HUVEC

에 10 ng/ml의 TNF-α를 처리하 을 때 VCAM-1의 발

이 크게 증가하 고, 증가된 VCAM-1은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50 μg/ml의 농도에서는 80% 이상

의 발  억제 효과를 보 고, 토복령 단독으로는 발 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다(Fig. 6A). ICAM-1의 경우도

10 ng/ml의 TNF-α를 처리했을 때, 발 이 크게 증가한 

반면, SGEA에 의해서는 20, 5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81%, 94%의 아주 높은 발  억제 효과를 보 다. 토복령 

단독으로는 역시 발 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다 

(Fig. 6B).

Western blot를 통해서도 VCAM-1과 ICAM-1의 발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TNF-α의 처

리는 VCAM-1과 ICAM-1의 발 을 유도시켰고, 토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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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hibitory effect of SGEA extract on TNF-α-induced VCAM-1 (A) and ICAM-1 (B) expression in HUVEC

Cells were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20, 50 μg/ml of SGEA extract for 18 hr. The levels of VCAM-1 (A) and ICAM-1 (B) expression 
were measured by flow cytometer.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TNF-α alone (*); ### *** : p < 0.001.

Fig. 7. Inhibitory effect of SGEA extract on TNF-α-induced VCAM-1 and ICAM-1 expression in HUVEC

Cells were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20, 50 μg/ml of SGEA extract for 18 hr. The levels of VCAM-1 and ICAM-1 protein expression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ssay. β-actin levels were used as a loading control. The density of band was calculated by GelDoc-It 
BioImaging System. 

Fig. 8. Inhibition of TNF-α-induced IL-8 and IL-6 by SGEA extract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20, 50 μg/ml of SGEA extract for 1 hr, respectively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of TNF-α for 18 hr. The 
IL-8 and IL-6 production were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TNF-α alone (*); ### *** : p < 0.001,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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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은 모두 농도 의존 으로 부착분자들의 발 을 효

과 으로 억제시킴을 알 수 있었다(Fig. 7).  

6.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은 염증

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이다. 토복령이 염증성 사이토카

인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HUVEC에 

SGEA를 20, 50 μg/ml의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0 ng/ml의 TNF-α를 18시간 동안 처리하고 상등액

을 수거하여 IL-8과 IL-6의 생성량을 조사하 다. 그 결

과 TNF-α에 의해 IL-8의 생성량이 약 3.2배 증가하 고, 

이는 SGEA 20, 50 μg/ml에 의해서 각각 15.8%, 54.3% 

감소되었다(Fig. 8A). 한 TNF-α에 의해 IL-6의 생성

량은 약 4.9배 증가하 고, 이는 SGEA 20, 50 μg/ml에서 

각각 35.8%, 40.3%로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었다(Fig. 

8B). 이 결과 토복령 EA 추출물은 TNF-α로 유도된 

proinflammatory cytokines을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  찰

동맥경화의 발생 기 에 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크게 손상에 한 반응가설과 산화  스트 스에 

의한 가설, 두 가지가 있다. 먼  손상에 한 반응가설

(reaction to injury hypothesis)은 죽상동맥경화증이 손상

에 한 반응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염증반응과 한 

련이 있는데, 특히 내피세포(vascular endothelial 

cell)와 평활근세포(smooth muscle cell)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1). 에 손상 부 가 생기면, 지질을 포함한 

장 성분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내피세포에 소 과 단핵

구가 부착한다. 부착된 단핵구는 내피 내로 들어가서 

지질을 탐식하여 포말세포(foam cell)가 된다. 활성화된 

소  는 단핵구로부터 유리된 인자는 평활근세포를 막

에서 내막으로 이동(migration)시키고 증식(proliferlation) 

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활근 세포에 의한 세포외 기질의 

합성으로 교원질, 탄력섬유 그리고 로테오 리칸의 축

을 일으킨다. 단일 손상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의 손상은 

내피세포의 재생, 기능의 회복, 그리고 병소의 복구로 이

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상이 반복되거나 만성

일 경우에는 지속 으로 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침윤

한 단핵구와 소 의 상호작용에 의해 죽상 도 지속

으로 형성된다. 이 과정은 병리학 인 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죽상동맥경화반 내에서 무수히 많

은 염증세포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단핵구를 시하

여 식세포와 T 임 구 등의 침윤이 찰된다. 체내의 

다른 염증과 마찬가지로 이들 염증 세포들은 류에서 

이동되어 침착된 것들인데, 염증세포들이 벽 내로 이

동하는 과정은 rolling - firm adhesion - transmigration

의 세 단계로 나 어져 있다. 정상  내피세포들은 염

증세포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나 벽 내에 염증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염증세포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염증세포는 

벽 를 슬슬 굴러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rolling’ 

상이라고 부른다. 염증반응이 지속되면 벽의 내피

세포에서 adhesion molecule이라고 지칭되는 VCAM-1, 

ICAM-1 등이 발 하게 되고, 이들이 염증세포에 있는 

integrin이라는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염증세포와 내피와의 매우 강한 결합을 유도하여 

염증세포가 더 이상  를 굴러가지 않고 벽 

에 강력하게 달라붙게 된다. 이를 ‘firm adhesion’이라

고 부른다. 벽 에 부착된 단핵구 등의 염증세포

는 내벽을 통과하여 서서히 벽 안으로 이동하

게 되고 이를 ‘transmigration’이라고 부른다. 염증세포

를 유도하여  내로 이동시키는 물질은 cytokine의 

일종으로, 염증세포의 방향성 있는 운동(chemotaxis)을 

유도한다고 하여 이를 chemokine (chemotaxis +cytokine)이라

는 합성어로 지칭하고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chemokine으로는 단핵구의 주화성 운동을 주로 유발하는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이 있다. 

 내로 이동한 단핵구는 벽 안의 염증반응에 의하

여 식세포로 분화를 일으키고, foam cell로 변화하여 더

욱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된다
22).

한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에 의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해 산

화 진물(prooxidant)과 산화억제물질(antioxidant)들이 균

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져서 산화 진 쪽으로 

기울게 되면 세포에 유해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를 산화

 스트 스라고 한다. 이런 산화  스트 스는 기본 으

로 노화와 한 련을 갖고 있으며, 체내 DNA 손상, 

지질의 과산화로 인한 세포막의 손상, 단백질과 지질의 

산화 등을 가져와 동맥경화나 암, 류마티스 염, 백내

장, 노인성 치매, 킨슨씨병과 같은 질환 등을 유발 시

킨다
23)
. 특히 동맥경화의 경우에서는 죽상동맥경화의 

험인자들로 알려진 것들이 공통 으로 세포 내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2차

으로 redox-sensitive signaling pathway와 transcription 

factor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

용에 의한 염증을 유발하고, 기능의 장애를 래하여 

결국 죽상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24). 동맥경

화의 발생에 산화  스트 스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생체 내

에서 superoxide anion,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등의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 ROS)과 

nitric oxide, peroxynitrite 등과 같은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 RNS)의 과다한 생성은 지질의 과산

화, 특히 low-density lipoprotein (LDL)의 산화  변형을 

유발함으로써 동맥경화와 같은 심 계 질환의 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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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진행에 핵심 인 역할을 하게 된다25). 이와 련한 

세포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는

데, 과산화지질  산화 LDL은 내피세포의 손상을 

야기하며, 세포부착인자의 유도와 포말세포(foam cell)의 

형성 등을 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26,27). 한편 이러한 산

화  손상으로 인한 동맥경화  심장발작의 험성을 

최소화 하는데 있어서 항산화제가 실제로 유용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치료  방을 

하여 항산화제의 탐색에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
28). 

표 인 redox sensitive 사인자로서 분자 염증반응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인자는 NF-κB (nuclear factor-κB)

인데, 이 역시 염증  산화  스트 스에 반응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9). NF-κB와 염증  산화  스트 스 

간의 복잡한 계는 ROS와 redox 상태에 따라 조 되는

데, NF-κB계는 빠른 유 자 발  유도를 통해 방어에 

련된 여러 반응들 에서 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acute-phase proteins, 

immunoreceptors, 세포 착분자, 다양한 염증성 cytokine 

들의 발 을 조 한다
30). NF-κB의 활성화와 이에 의한 

유 자 발 은 노화, 암, 동맥경화증, 방사능에 의한 조직 

손상, 바이러스성 복제, 성염증상태, 조직이식 거부반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 인 상태와 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NF-κB의 활성화를 조 할 수 있

는 인자들은 치료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1). NF-κB 

활성화에 여하는 인자들에는 TNF-α, lymphotoxin과 

IL-1β, mitogens, lipopolysaccharide (LPS), 단백질 합성 

해제, 산화  스트 스, 자외선, phorbol esters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cytokine 등이 있다
32). 흥미로운 은 

이 물질들 부분은 ROS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 NF-κB 활성화는 화학 으로 범 한 항산화제에 

의해 해된다
33). 염증반응과 변성에 있어서의 NF-κ

B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산화  스트 스를 받은 

 내피세포는 NF-κB의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NF-κB

의 활성화는 먼  IL-1β, IL-6, IL-8과 TNF-α를 포함하

는 일부 주요 염증 진 단백질의 유 자 발 을 조 하

며,  COX-2와 iNOS의 활성화를 조 하여 염증의 발

생에 요한 역할을 한다
34). 동맥경화증 역시 노화의 

표 인 로써 지속 인 NF-κB의 활성화에 의한 염증 

  평활근세포의 증식과정으로 인해 일어난다. 동맥

경화 병변부 에서 평활근세포, 식세포  내피세

포의 NF-κB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으며, 잠정  병인인

자인 oxidased LDL 한 NF-κB의 활성을 진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35). 염증의 활성화나 증식 자극은 단

핵구, 식세포, 내피세포, 평활근세포, T세포에서 증명되

었고 동맥경화 병소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하고, 동맥

경화 병소에서 유도되는 여러 염증성 단백질인 TNF-α, 

IL-1β, MCSF, GM-CSF, MCP-1, tissue factor, 

VCAM-1, ICAM-1, c-myc 등은 NF-κB에 의해 유 자

발 이 조 된다
3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맥경화에 있어서  

내피의 산화  스트 스와 염증반응이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맥경화의 치료와 방

에 한 분자생물학 인 근을 해서는 항산화와 항염

증반응을 핵심으로 보고, 련되는 molecule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복령의 메탄올 추출물과 획분층들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해 보기 해 가장 먼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수행하 다. 일반 으로 항산화제는 보랏빛의 

DPPH radical (DPPH·)을 무색의(DPPH-H) 형태로 환

시키는데, 토복령의 획분층  EA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

한 IC50 값을 보 다(Fig. 2A). Superoxide radical은 산소

를 이용하는 생체 내의 정상 인 사과정에서 생성될 

뿐만 아니라, organic compound들의 자동산화(autoxidation),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물질에 한 식세포의 탐식작용

(phagocytosis)  효소반응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다. 

게다가 superoxide anions는 hydrogen peroxide의 생성 

구물질이며, 특히 Fenton계 반응을 통하면 보다 강한 

활성을 지닌 hydroxyl radical의 생성을 유발시킨다
37). 본 

실험에서는 xanthine oxidase를 hypoxanthine과 반응시켜

서 superoxide radical을 생성시켰으며, 생성된 superoxide 

radical은 hypoxanthine을 uric acid로, NBT를 환원형 

diformazan으로 변환시키므로
38) 흡 도를 측정하여 약재

의 superoxid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 토

복령의 획분층 에서 역시 EA 추출물에서 가장 강한 

소거능이 찰되었다(Fig. 2B). 생체 내 내피세포에

서는 superoxide radical과 nitric oxide가 생성될 수 있으

며, 이들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세포벽 내에서 peroxynitrite

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반응 과정에서 LDL의 산

화  변형과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39)
. 특히 superoxide radical과 nitric 

oxide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peroxynitrite는 그 반응성이 

superoxide와  hydrogen peroxide 보다도 강력하지만, 생

체 내 방어기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실험에

서 토복령 획분층의 NO에 한 소거활성을 비교하기 

하여 SNP로 NO를 생성시키고 이를 DAF-2로 포집하여 

형 강도를 측정한 결과, EA 추출물에서 가장 효과 인 

NO 소거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C).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복령의 추출물 에서 EA 

추출물이 가장 뛰어난 항산화 활성이 있다고 단하여, 

사람의 내피세포인 HUVEC에서 MTS assay를 실행

하여 세포독성이 없는 약재의 농도를 선정하 다(Fig. 3). 

그리고 H2O2와 TNF-α를 산화 유발제로 사용하여 토복

령 EA 추출물이 HUVEC의 세포 내 산화를 얼마나 효과

으로 방어하는지 DCF-DA assay를 통해서 확인했다. 

DCF-DA는 세포에 처리하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

고, H2O2와 만나면 형 을 띠는 DCF를 생성하게 되므로 

DCF의 형 강도를 측정하면 세포 안의 ROS 생성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 실험의 결과 EA 추출물은 H2O2를 

직  처리했을 때 농도 의존 으로 세포 안에서 이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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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함을 알 수 있었다(Fig. 4). TNF-α를 단독 처리했을 

때도 세포 안의 산화가 유의성 있게 일어남을 알 수 있

었고, 이 역시 토복령 EA 추출물에 의해서 효과 으로 

억제되어서 in vitro상의 항산화 활성이 세포 안에서도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약재 자체가 세포 내 

산화에 향을 주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HUVEC 세포에 

토복령 EA 추출물을 처리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TNF-α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 다. 그리고 사람의 

단핵구 세포인 THP-1을 HUVEC을 반응시켜서 두 세포

의 부착(adhesion)에 주는 향을 찰하 다. 그리고 유

세포 분석기와 western blot assay를 통해서 세포 부착인

자인 VCAM-1, ICAM-1의 발 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s)인 IL-6와 IL-8의 생성에 미

치는 향을 측정하 다. 그 결과 TNF-α는 단핵구와 내

피세포의 부착을 효과 으로 유도했고, 이는 토복령 EA 

추출물에 의해서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었

다(Fig. 6). 세포 부착인자인 VCAM-1, ICAM-1과 염증

성 사이토카인인 IL-6와 IL-8 발  역시 TNF-α에 의해 

증가되었고, 토복령 EA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Fig. 7～9), 단핵구와 내피세포 

간의 부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세포 부착인자의 발  억

제와 항염증 작용을 통한 기 으로 일어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토복령의 획분층 에서 

EA 추출물이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고, 이는 

내피세포에서도 역시 유효했다. 그리고 EA 추출물은 

TNF-α로 유도된 단핵구와 내피세포의 부착을 부착인자

(VCAM-1, ICAM-1)와 염증인자(IL-6, IL-8)의 발  억

제를 통해서 방어하는 효과를 보 다. 따라서 토복령 EA 

추출물에 한 성분과 약리기 에 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동맥경화의 방과 치료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고 압, 류

마티스 질환, 암, 당뇨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에 한 응

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토복령 획분층의 항산화 활성과 사람의 내피세포

에서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토복령 메탄올 추출물을 물과 혼합한 뒤, 차례로 

hexane (H), dichloromethane (DCM), ethyl acetate 

(EA), butanol (B)과 섞어서 획분층별 추출물을 

분리했다.  

2. In vitro 상에서 DPPH radical, ROS의 일종인 

superoxide anions 그리고 RNS의 일종인 nitric 

oxide의 소거활성을 추출물별로 비교한 결과, 세 

가지 모두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보인 것은 EA 

추출물임을 알 수 있었다.

3. 사람의 내피세포인 HUVEC세포에 한 EA 추

출물의 독성을 조사하여 생존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20, 50 μg/ml)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이는 토복령 추출물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세

포 생존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각 약재들

의 고유한 특성임을 말한다. 

4. HUVEC세포에 4 mM의 H2O2와 10 ng/ml의 TNF-

   α를 처리하여 세포 내 산화를 유도한 결과, 모두 

효과 으로 산화가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는 토복령 EA 추출물에 의해서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 이는 in vitro상의 항산화 활성이 세포

에서도 용됨을 의미한다.

5. HUVEC세포에 약재를 1시간  처리한 후, 10 

ng/ml의 TNF-α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사람

의 단핵구 세포인 THP-1과 HUVEC의 부착에 미

치는 향을 확인했다. 그 결과 토복령 EA 추출물

은 TNF-α로 유도된 단핵구와 내피세포의 부착을 

방어하는 효과를 보 고, 이는 부착인자(VCAM-1, 

ICAM-1)와 염증인자(IL-6, IL-8)의 발  억제의 

기 을 통해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토복령의 EA 추출물은 

내피에 한 뛰어난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동맥경화의 방과 치료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고

압, 류마티스 질환, 암, 당뇨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에 

한 응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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