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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hemical and intracellular antioxidant activities of β-carotene 
and lycopene and to compare thei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QSAR). In our previous study, the second 
ionization energy of lycopene was higher than that of β-carotene, as calculated by QSAR. Chemical antioxidant activities 
of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were examined by measuring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nd 2,2’-di-
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tracellular antioxidant activities were evaluated by intra-
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DNA fragmentation. The FRAP of lycopene was higher than that of β-caro-
tene (P<0.05), and the two carotenoids had similar antioxidant activitie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Trolox had the greatest chemical antioxidant activities (P<0.05). When RAW264.7 cells were treated with lipopolysac-
charide (LPS) (100 ng/mL) for 20 h, intracellular ROS and DNA fragment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β-carotene (4 μM) and lycopene (0.4∼2 μM) for 4 h formed significantly less intracellular 
ROS than LPS-treated control cells (P<0.05), whereas cells with Trolox did not reduc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OS. In addition, cells pretreated with 2 μM lycopene produced less intracellular ROS than those treated with β-carotene 
(P<0.05). DNA fragmentation of cells with β-carotene and lycopene was similar to that of LPS-treated control cells 
as measured by Hoechst staining. The antioxidant ability of lycopene was greater than that of β-carotene in the QSAR, 
FRAP, and intracellular ROS assays (P<0.05). β-Carotene and lycopene had lower antioxidant activities as measured 
by FRAP (P<0.05) but higher intracellular protective effects against LPS-induced oxidative stress in comparison with 
Tro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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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반응은 외상과 세균침입 등에 대한 생체반응으로 체

내의 면역세포가 외부물질에 반응하여 염증전달물질을 분

비하면서 일어난다(1). 대식세포는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주

요 세포로서 면역세포들이 분비한 면역물질이나 lipopoly-

saccharide(LPS)에 의해 활성화되어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cytokine), nitric oxide, prostaglandin E2 등을 생산하고, 

이러한 염증 관련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만성염증이 유

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성 물질뿐만 아니라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을 과잉 생성하여 염증반

응으로 인한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과잉 생성된 ROS와 RNS는 체내의 항산화 방어체계와 ROS 

간의 불균형을 가져와 조직의 손상 및 DNA, 단백질, 지질의 

손상을 유발한다. ROS는 암, 심혈관질환, 죽상 동맥경화증, 

백내장 및 염증과 같은 다양한 심각한 질병의 발병 기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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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4,5). 그러므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이

를 통한 체내 ROS 소거능 증가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져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2,4,6), 카로티노이드가 LPS로 자

극한 대식세포에서 생성한 ROS를 제거시켜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인한 손상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7,8).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는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알

려진 지용성 색소로 지금까지 약 700개의 종류가 알려져 

있고, 이 중에서 약 50개가 식품에 존재하고 체내 흡수와 

대사를 할 수 있다. 그중 β-carotene, β-cryptoxanthin, 

α-carotene, lycopene, lutein, zeaxanthin이 체내에 존재

하는 전체 카로티노이드의 95%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7,9). β-Carotene과 lycopene을 포함한 카로티노이

드는 여러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유의적으로 ROS가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임상실험에서 lycopene을 섭

취한 군에서 혈액의 superoxide dismutase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DNA 손상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0). 

카로티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은 공액 이중결합 구조에서 기

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0,11), 라디칼 분자에 전자를 공

여함으로써 항산화 작용을 한다(12,13).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HOMO)의 에너지 

준위와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

내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의 HOMO 에너지 준위 및 이온화 

에너지는 카로티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

용될 수 있다(14). 양자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한 HOMO 에너

지 준위와 화학적 항산화 활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

고되었으며(14),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양자역학적 방법

으로 계산한 카로티노이드의 이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

여 항산화 활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카로티노이드의 항산화 순위를 산출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상위를 차지한 β-carotene과 lycopene의 

화학적 항산화능과 LPS로 염증을 유도하여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와 DNA 손상 억제 효과

를 분석하여 양자역학적 항산화능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β-Carotene과 lycopene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대조군으로 (±)-6-hydroxy- 

2,5,7,8-tetramethylchromane-2-carboxylic acid(Trolox, 

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β-Carotene과 lyco-

pene, Trolox는 모두 dimethyl sulfoxide(DMSO, Sigma- 

Aldrich Co.)에 녹인 후, 세포 실험 시 DMSO의 최종 농도가 

0.01% 이하가 되도록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 assay

β-Carotene과 lycopene의 FRAP 측정은 Benzie와 Strain 

(15)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FRAP 측정 시 Chelex(2 g/L, 

100 sodium form, Sigma-Aldrich Co.)로 만든 deionized 

water를 이용하여 모든 시료의 희석과 용액을 제조하였다.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TPTZ, Sigma- 

Aldrich Co.)을 40 mM HCl(Daejung Chemical & Metals 

Co., Siheung, Korea)에 녹여서 TPTZ 용액을 제조하였다. 

pH 3.6인 300 mM sodium acetate(Samchun Chemical 

Co., Pyeongtaek, Korea) 완충용액을 제조하였고, 실험 직

전에 20 mM FeCl3(Sigma-Aldrich Co.) 용액을 제조하였

다. Sodium acetate 완충용액, TPTZ 용액, FeCl3 용액을 

각각 10:1:1(v/v)의 비율로 혼합하여 37°C에서 15분간 반

응시켰다. 농도별 시료 30 μL와 37°C의 TPTZ 용액 270 

μL를 동일온도(37°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CLARIOstar, BMG Labtech, Ortenberg, Ger-

many)를 이용하여 593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1 

mM Trolox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료의 Trolox 

equivalent(TE)를 산출하였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Brand-Williams 등(16)의 방법에 따라 β-carotene과 

lycopene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

정하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Sigma- 

Aldrich Co.)을 methanol(Duksan Chemicals, Ansan, 

Korea)에 녹여 0.2 mM DPPH 용액을 제조하였다. Trolox

를 비교물질로 사용하였다. 농도별 시료 50 μL와 DPPH 용

액 100 μL를 첨가하고 상온의 암소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BMG Labtech)를 이용하여 517 nm에

서 측정하였다.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bsorbance of control－absorbance 

of sample)/ absorbance of control}×100

세포 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W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

(Seoul, Korea)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4~10 사이의 pas-

sage를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RAW264.7 세포는 

DMEM(Gibco, Grand Island, NY, USA)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Gibco), 1% penicillin/streptomycin(Gibco), 

25 mM의 HEPES(Gibco)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환

경은 37°C의 5%의 CO2 인큐베이터(HEPA Class 10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에서 

배양하였다.

MTT assay

β-Carotene과 lycopene의 세포 독성은 Mosmann(17)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배양한 RAW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각각 5×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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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of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
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E: Trolox equivalent. 

안 배양한 후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β-carotene 

(0.4~4 μM)과 lycopene(0.4~4 μM)을 각각 무혈청 DMEM 

(Gibco) 배지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에 10 μL의 3-(4,5-dimethyl-2- 

thiazolyl)-2,5-diphenyl-2H-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Co.)와 100 μL의 무혈청 DMEM 배지를 넣

어 2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기존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에 

100 μL의 DMSO(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를 

넣고 20분 동안 상온에서 formazan을 용해한 후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은 대조군 세포를 100%

로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세포 성장 억제율로 나타

내었다. LPS(Sigma-Aldrich Co.)를 처리한 RAW264.7 세

포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MTT assay를 이용하

였고 β-carotene(0.4~4 μM)과 lycopene(0.4~4 μM)을 농

도별로 처리하여 4시간 배양한 다음 100 ng/mL의 LPS를 

주입하고 20시간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Black 96-well plate(clear bottom)에 5×104 cells/ 

well의 RAW264.7 세포를 분주한 후 MTT와 같은 방법으

로 배양하고, β-carotene(0.4~4 μM)과 lycopene(0.4~2 

μM)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하여 4시간 배양한 다음 100 

ng/mL의 LPS를 주입하고 20시간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Intracellular ROS 측정은 2’,7’-dichlorofluorescein di-

acetate(DCFD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Detection Assay Kit(Abcam, Cambridge, MA, USA)을 

사용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100 μL의 제공된 buffer로 

배양이 끝난 세포를 씻었다. DCFDA가 희석된 용액 100 μL

를 넣고 45분 동안 37°C, 5%의 CO2 인큐베이터에서 반응시

켰다. DCFDA가 희석된 용액을 제거한 후 100 μL의 phos-

phate buffered saline(PBS, Gibco)을 넣고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

에서 ROS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DNA 손상 측정

β-Carotene과 lycopene의 DNA 산화 억제 효과를 

Hoechst 염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Black 96-well 

plate(clear bottom)에 5×104 cells/well의 RAW264.7 

cell을 분주한 후 MTT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고, β-car-

otene(0.4~4 μM)과 lycopene(0.4~2 μM)을 각각 농도별

로 처리하여 4시간 배양한 다음 100 ng/mL의 LPS를 주입

하고 20시간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30분 

동안 Hoechst 33258(5 µg/mL, Sigma-Aldrich Co.)을 넣

은 100 µL의 무혈청 배지에 넣어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고 

PBS로 세포를 씻어낸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well scanning 방법으로 excitation 355 nm, emission 460 

nm에서 DNA 손상을 측정하였다. 또한, 형광현미경(FSX 

100, Olympus, Tokyo, Japan)으로 DNA 손상을 관찰하였

다. Flow cytometry를 이용한 DNA 손상 측정 실험은 black 

96-well plate에서 수확한 후, BD Accuri C6 flow cyto-

meter(BD Biosciences, Franklin Lakes, NJ, USA)를 이

용하여 10,000개의 세포를 기준으로 FL-1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9.4, SAS Insti-

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ANOVA 통계 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을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토

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Chemical antioxidant activities

β-Carotene과 lycopene의 FRAP 결과는 Fig. 1과 같다. 

FRAP로 측정한 β-carotene과 lycopene의 항산화능은 농

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0 μM의 농도에서 lycopene 

(9.9 mg/g TE)의 항산화능이 β-carotene(7.0 mg/g TE)보

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β-Carotene과 lycopene

의 항산화능은 Trolox(13.6 mg/g TE)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그러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방법에 의한 β-carotene과 lycopene의 항산화능

은 차이가 없었고,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도 없었다

(data not shown). Müller 등(7)의 연구에서 FRAP와 α- 

TEAC(α-tocopherol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측

정 시에는 n-hexane을,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시에는 ethanol/n-hexane(1:1; v/v)을 용매

로 사용하였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물질은 α-tocopherol이

었다. 이 연구에서는 10 μM의 농도에서 β-carotene의 α- 

TEAC는 3.1 mol α-TE/mol이며, lycopene의 경우 3.9 

mol α-TE/mol이었다(Table 1). Jhin과 Hwang(13)의 선행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반응 등의 화학반응을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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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and predicted antioxidant activities of β-carotene and lycopene
Experimental antioxidant activity1) Predicted antioxidant activity

FRAP2)

(mg/g TE)
α-TEAC (mol α-TE/mol) 

by Müller et al. (7)
TEAC (mM) by Jhin and Hwang (13)

PM6 PM7
β-Carotene
Lycopene 

8.2±2.6
11.54±1.9

3.1
3.9

3.15
3.89

3.21
3.89

1)Treated concentration of β-carotene and lycopene was 10 μM.
2)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TE: Trolox equivalent, α-TEAC: α-tocopherol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α-TE: 
α-tocopherol equivalent, TEAC: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PM: parametr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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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iability of LPS (100 n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n=3). Values with different let-
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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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status 
in LPS (100 n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변수(parametric method, PM6, PM7), 중성분자와 양이

온의 양자화학적 기술인자를 포함하여 카로티노이드의 

HOMO 에너지 준위 및 1차, 2차 이온화 에너지 등을 계산하

였다. 양자역학적 결과는 β-carotene과 lycopene의 이차 

이온화 에너지(PM6)가 각각 185.09 kcal/mol, 183.63 

kcal/mol로 계산되었고, β-carotene의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TEAC) 값은 3.15 mM이며 lyco-

pene은 3.89 mM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PM7의 변수에

서 β-carotene과 lycopene의 이차 이온화 에너지는 각각 

189.71 kcal/mol과 186.43 kcal/mol이며, 이에 해당하는 

TEAC 값은 β-carotene 3.21 mM이고 lycopene은 3.89 

mM로 예측할 수 있다. 카로티노이드의 중성분자와 양이온

의 이온화 에너지가 항산화 활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

으며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이동이 쉬워져 라디칼 

소거능이 높아 lycopene의 항산화능이 β-carotene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양자역학적 방

법으로 계산한 HOMO 에너지 준위와 화학적 항산화능 사이

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FRAP와 DPPH 분석방법에 의해서도 검증되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한 HOMO 에너지 준위와 화학적 

항산화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와도 유사한 결과이다(Table 1)(13). Soffers 등(14)은 

β-carotene과 lycopene의 HOMO 에너지 준위는 각각 

-7.776 eV, -7.833 eV로 계산되었으며, β-carotene과 비

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HOMO 에너지 준위를 띤 ly-

copene이 항산화능 역시 높다고 보고하였다.

MTT assay

β-Carotene과 lycopene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 MTT assay를 진행하였다(17). β-Carotene과 lyco-

pene은 각각 4 μM 이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data not shown). 또한, β-carotene과 lycopene을 

0.4, 1, 2, 4 μM 농도로 처리한 세포에 100 ng/mL의 LPS를 

처리한 세포에서의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 4 μM의 lyco-

pene에서 세포 독성(90% 이하)이 발견되었다(Fig. 2). 그러

므로 4 μM의 lycopene은 향후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대조

군으로 사용한 Trolox는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Intracellular ROS 측정

LPS로 자극한 RAW264.7 세포에서 β-carotene과 ly-

copene의 산화적 스트레스 저하 효과를 확인하고자 DCFDA 

염색법을 이용하여 intracellular ROS 생성량을 두 가지 방

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microplate reader의 

end point 방법으로 형광세기를 측정하여 세포 내 ROS 생성

을 확인한 결과, LPS를 처리한 RAW264.7 세포의 intra-

cellular ROS 생성량이 LPS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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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status in LPS (100 n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2 
μM of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determined by well scan images of microplate reader.

의적으로 많았다(P<0.05, Fig. 3).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에서 0.4~4 μM β-carotene을 전처리한 결과, 

모든 처리 농도에서 LPS만 처리한 군보다 ROS의 생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4 μM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0.05). 또한, 0.4~2 μM 농도의 lycopene을 세포에 

처리한 군은 모든 농도에서 LPS만 처리한 군보다 유의적으

로 ROS 생성이 감소하였다(P<0.05). Trolox는 모든 농도 

구간에서 LPS를 처리한 RAW264.7 세포와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고 β-carotene과 lycopene보다 ROS의 생성량이 

높았다. RAW264.7 세포에 처리한 β-carotene, lycopene, 

Trolox를 비교하였을 때 lycopene을 처리한 세포가 β- 

carotene, Trolox를 처리한 세포보다 intracellular ROS 생

성량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Mekhora 등(6)의 연구에서 

β-carotene이 포함되어 있는 E. foetidum 추출물을 LPS로 

자극한 대식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interleukin-6, tumor 

necrosis factor-α,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cy-

clooxygenase-2 등 염증 관련 물질이 줄어들었고, ROS 생

성이 감소하였다. Zou 등(8)의 연구에서도 LPS로 염증을 

유도한 RAW264.7 세포에 lycopene(1, 5, 10 μM)을 처리

하였을 때 ROS 생성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본 

연구와는 다르게 lycopene을 0.0025%의 butylated hy-

droxytoluene이 포함되어 있는 tetrahydrofuran 용매에 녹

였다.

두 번째로 microplate reader의 well scan 방법으로 

ROS의 생성을 확인하였고, 96-well plate 각각의 well을 

5×5 구획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기존의 end point 측정 조건에서는 각 well의 

중앙 단일지점에서만 형광을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부착세포가 있는 상태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측정되는 세포로 인해 plate의 바닥이 균일하지 않고 

세포의 밀집 정도가 구획별로 다르기 때문에 well 측정지점

인 중앙에 세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19). Well scan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3D로 표현된 면적의 색이 진할수록 

산화적 스트레스, 즉 ROS의 생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end point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RAW264.7 

세포에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색이 진하게 나타나 세포 내 ROS의 생성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표현되는 구조는 각각의 well에 

존재하는 RAW264.7 세포의 분포를 알 수 있다. 또한, 2 

μM의 농도로 β-carotene과 lycopene을 처리한 RAW264.7 

세포를 비교하였을 때 lycopene 처리 세포가 β-carotene 

처리 세포보다 ROS 생성량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end 

point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rolox를 처리한 

세포는 β-carotene을 처리한 세포와 색이 유사하였고 ly-

copene과 비교하였을 때 더 진한 색을 나타냈다(Fig. 4).

DNA 손상 측정

β-Carotene과 lycopene의 DNA 산화 억제 효과를 LPS

로 자극한 RAW264.7 세포에서 확인하고자 Hoechst 염색

법을 이용하였으며, 형광현미경, microplate read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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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Hoechst) in LPS (100 n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2 μM of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determined by fluorescence microscope. A square of left upper side indicates for comparing with the brightness
of cells of each group.

cytometry를 이용한 세 가지 방법으로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형광현미경으로 Hoechst로 염색한 세포의 핵을 관찰하

였을 때 100 ng/mL의 LPS를 처리한 군에서 DNA의 분절이 

많은 것을 보아 DNA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μM의 

농도로 RAW264.7 세포에 처리한 β-carotene과 lycopene

을 비교하였을 때 lycopene을 처리한 세포의 DNA가 β- 

carotene을 처리한 세포보다 DNA 손상 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었고 Trolox는 lycopene보다는 DNA 손상이 많으며, 

β-carotene과 비교하였을 때 DNA 분절이 적은 것으로 관

찰된다(Fig. 5).

96-well plate 각각의 well을 10×10 구획으로 나눠서 

well scan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Fig. 6), 형광현미경의 관

찰 결과와 유사하게 lycopene을 처리한 세포가 색이 옅어서 

β-carotene을 처리한 세포보다 DNA 손상이 적은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Trolox는 β-carotene과 비슷하였고 ly-

copene에 비해서 진한 색이었다. LPS를 처리하지 않은 세

포의 경우 형광현미경과 well scan으로 측정하였을 때 색이 

가장 밝고 진하게 나타났다(Fig. 5, 6). 이는 형광촬영을 할 

때 Hoechst 염색이 된 살아있는 세포수가 DNA 손상에 의

해 분절이 된 세포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되

며, 이로 인해 현미경 관찰 시 가장 밝게 관찰되고 micro-

plate reader로 측정하였을 때 색이 진하게 나타났다(20). 

그래서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각 그룹의 세포 수를 

10,000개의 기준으로 DNA 손상을 측정한 결과(Fig. 7), 

100 ng/mL의 LPS를 처리한 군이 LPS를 처리하지 않은 대

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DNA 손상 정도가 높았지만(P< 

0.05), β-carotene과 lycopene 그리고 Trolox를 처리한 

RAW264.7 세포의 경우 LPS만 처리한 군과 비슷하였고 또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포에서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

고, β-carotene과 lycopene의 처리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Cui 등(21)의 연구에 따르면 Hoechst 

염색의 결과를 통해 β-carotene이 암세포에서 세포사멸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고, Qu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tri-

methyltin으로 신경독성을 유도한 신경세포에서 lycopene

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Pool-Zobel 

등(23)의 연구에서 임상시험자에게 토마토주스(40 mg ly-

copene), 당근주스(22.3 mg β-carotene) 등을 2주 동안 

섭취시킨 결과, 백혈구의 DNA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선행 연구에서 양자역학적 방법으로 β-carotene과 ly-

copene의 항산화능을 비교한 결과(13) lycopene의 항산화

능이 β-carotene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화학적 결과에서도 FRAP 방법에 의해 lycopene의 항산화

능이 β-carotene보다 높은 것으로 동일하게 검증되었다. 

하지만 β-carotene과 lycopene의 화학적인 항산화능은 

Trolox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P<0.05).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RAW264.7 세포는 세포 내 ROS와 DNA 

손상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β-Carotene과 lycopene

으로 각각 세포에 전처리하고 LPS로 자극을 한 RAW264.7 

세포에서는 ROS 생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Trolox는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DNA 손상에서는 β-carotene,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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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Hoechst) in LPS (100 n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2 μM of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determined by well scan images of microplat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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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Hoechst) in LPS (100 
n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β-carotene, 
lycopene, and Trolox.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n=4).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pene, Trolox 모두 DNA 산화 억제 효과가 없었다. 그러

므로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 방법과 FRAP로 측정한 화학적 

방법으로 측정되는 항산화능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실제 세포 내에서의 항산화능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배경으로 염증 상태에서 나타나는 β- 

carotene과 lycopene의 산화적 손상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방어체계의 신호 전달이나 

산화환원반응에 이들 카로티노이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β-carotene과 lycopene의 양자역학 및 화학적 

항산화능과 세포 내 항산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β-Caro-

tene과 lycopene의 항산화능을 양자역학적으로 비교한 결

과 lycopene의 항산화능이 β-carotene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항산화능의 차이는 FRAP로 측정하였

을 때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Trolox와 비교했을 때 β- 

carotene과 lycopene의 FRAP 수치는 유의적으로 낮았으

나 LPS에 의한 세포 내 ROS 생성을 낮추는 데는 두 카로티

노이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비교한 β-carotene과 lycopene의 양자역학적 항산화능은 

화학적 항산화능을 일부 반영하지만, 실제 세포 내 ROS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저하 효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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