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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phania delavayi  Diels. (S. delavayi Diels.) has been used as a drug for pain-relieving and acute 
gastroenteritis treatment in China. Because the major therapeutic mechanism of anti-inflammatory drug is to 
inhibit the cyclooxygenase (COX)-2 and because COX-2 proteins inhibit apoptosis, COX-2 inhibitor has been 
thought as the anticancer drug candidate. For this reason, we examined S. delavayi Diels. as an anticancer 
drug. S. delavayi  Diels. was fractionated with methanol and then partitioned with ethyl acetate, n-butanol and 
water.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evaluated by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crude fractions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were 75.23% (n-butanol), 68.11% (methanol), 63.58% (ethyl acetate), and 50.13% (water). The 
reducing power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in dose-dependent manner. Also, when the anti- 
proliferation effects of each fraction against human breast cancer cell-lines MDA-MB-231 and MCF-7 were 
examined, methanol extract, n-butanol fraction and ethyl acetate fraction exhibited cell proliferative inhibition 
effects in both cell-lines whereas water fraction did not. Among the crude fractions, the n-butanol fraction 
exhibited the most potent anti-proliferation effect. In conclusion, fractions from S. delavayi Diels. are promising 
anticancer drug candidates.

Key words: Stephania delavayi Diels., fraction, antioxidant, anti-proliferation against cancer cell-line

*The first two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suny@cnu.ac.kr
†Phone: 82-42-821-6840, Fax: 82-42-821-8887

서   론

일문 (Stephania delavayi  Diels., S. delavayi Diels.)은 

방기과(Menispermaceae)의 자엽식물(Dicotylenedons)로, 

로부터 국에서 청열해독(靑熱解毒), 이습(利濕), 지통

(止痛), 성 장염(急性胃腸炎) 등의 치료제로 활용된 한약

재(1)이며 립선암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PC-SPES(2)와 

Immunsan
Ⓡ이라고 하는 면역증강제의 구성성분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한 같은 속의 S. cepharantha  Hayata는 

일본 자생종으로 지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를 유도하

는 라디칼(radicals)을 소거하여 DNA의 손상을 억제하고

(3), G0/G1 세포주기억제(G0/G1 phase arrest)와 세포자멸사

(apoptosis)를 유도하여(4) 항암효과를 보이고 S. tetrandra 

S. Moore는 G1 세포주기억제(G1 phase arrest)를 통해 항암

효과를 보인다(5).

한편,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한 에 지를 공 하기 

해 산소를 필요로 하나,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공 된 산소 

 일부분은 활성산소라는 유해 작용을 가진 물질로 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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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러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DNA의 손상 등을 유도하고 이러한 손상은 돌연변이

(mutagenesis), 유  불안정화(genomic instability), sig-

naling pathway의 활성화, 복제의 실패(replication errors) 

등을 통해 암의 발생으로 이어진다(6). 활성산소에 한 내

인성 방어기작으로는 glutathione S-transferase, gluta-

thione peroxidase, superoxide dismutase 그리고 catalase 

등의 효소가 있으며, 외인성 방어기작으로는 비타민 A, C, 

E, flavonoid계 색소, 폴리페놀류 등이 존재한다(7). 이러한 

방어기작의 능력을 과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으로부터 야

기되는 산화  스트 스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유발(8)을 억제

할 수 있는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를 지니는 후보물질의 

발굴은 기능성식품 개발  약제 개발에 있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문 의 메탄올 추출물, 부탄올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물 분획물을 이용하여 

각 분획물의 수율과 수소 공여능, 환원력 등의 항산화효과를 

확인하고 사람유래의 유방암세포주인 MDA-MB-231과 

MCF-7에 용하여 세포증식억제능(cell proliferation in-

hibition)을 통한 항암 후보물질로의 가능성 검증을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사용된 일문 은 자생식물사업단 한국식물추출물은행

( , 한국)으로부터 메탄올 추출물 상태로 입수하여 Fig. 

1과 같이 각각 메탄올 추출물 10 g을 증류수 100 mL에 용해

시켜 극성에 따라 ethyl acetate, n-butanol 순으로 순차 으

로 용매분획을 실시한 후 그 분획물을 회 진공농축기

(Eyela A-1000S,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40
oC에서 감압농축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수율 측정

각 분획별로 얻어진 추출물의 추출수율은 메탄올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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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ctionation of methanol extract from S. delavayi  
Diels. by solvent partitioning.

의 고형분 함량에 한 분획물의 고형분함량(%)으로 표시

하 다.

DPPH 라디칼 소거작용

측정시료는 각 용매 분획물에 메탄올을 가하여 다양한 농

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일정 농도의 시료 0.2 mL에 

4×10-4 M DPPH 용액(Sigma, USA) 0.8 mL 가하고 10 간 

혼합한 뒤 상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525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4300 pro, Biochrome Sweden)

를 사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 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 도의 차이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radicals scavenging activity (%)

＝(1－시료 첨가구의 흡 도/무첨가구 흡 도)×100

환원력 측정

환원력(reducing power)은 Oyaizu(9)의 방법에 따라 측

정하 다.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1 mL에 20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1 mL과 1% potassium ferricya-

nide 1 mL를 넣어 50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0% tri-

chloroacetic acid를 1 mL 첨가하여 교반시켜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 다(Centrifuge UNION 32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 그리고 상층액 1 

mL과 증류수 1 mL, 0.1% ferric chloride 0.1 mL을 혼합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4300 pro, Bio-

chrome Sweden)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세포배양  증식억제능의 측정

사람유래의 유방암세포주인 MDA-MB-231  MCF-7

을 한국세포주은행(KCLB)으로부터 분양받았으며 10% fe-

tal bovine serum(FBS, GIBCO/Invitrogen)과 1% antibiotic 

antimycotic(GIBCO/Invitrogen)이 첨가된 RPMI1640 

(Biowest)에서 37
oC, 5% CO2 조건하에 배양하 다.

세포증식억제능을 측정하기 하여 96-well plate에 

1.5×104 cells/well로 분주하여 바닥에 부착하게 한 후(12시

간～24시간) 조군은 0.1% dimethyl sulfoxide(DMSO)를 

처리하 으며 실험군은 메탄올 추출물, 부탄올 분획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  물 분획물을 DMSO를 용매로 하여 

최종 으로 1%가 넘지 않는 농도로 만들어 각각 0, 0.5, 1, 

2, 4 μg/mL의 농도로 처리하 으며 각 농도별로 4번 반복하

다. 각 시료를 처리한 24시간, 48시간 후에 Cell Counting 

Kit-8(Dojindo Laboratories) 10 μL/well씩을 첨가하여 2시

간 동안 37
oC, 5% CO2에서 배양한 후 Multi-Detection 

Microplate-Reader(Bio-TEK
Ⓡ, 450 nm)를 이용하여 결과

를 측정하 다.

IC50의 계산은 cell viability가 50% 후인 두 가지 결과를 

기 으로 하여 직선을 구한 후 그 직선상의 y값을 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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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x값, 즉 IC50를 구하 다.

통계분석

각 수치는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조군과 실

험군간의 비교는 Tukey's Studentized Range(HSD)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사하 다. 통계학  분석은 상용

통계 package인 SAS 9.1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은 

p<0.001로 하 으며 표 편차는 SD, 통계를 한 시료는 

동일한 조건에서 4회 반복하 다.

결과  고찰

분획물의 수율

일문 의 메탄올 추출물을 부탄올, 에틸 아세테이트, 물로 

분획하여 분획수율을 측정한 결과, 부탄올 분획물(51.43%)> 

물 분획물(34.29%)>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14.29%)의 순

으로 부탄올 분획물의 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PPH 라디칼 소거작용

항산화 물질의 가장 특징 인 역할은 산화 유리 라디칼

(oxidative free radical)과 반응하는 것으로 이 을 이용하

여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 있다. DPPH는 안정한 유리라디칼

로 cysteine, glutathione과 같은 함유 황 amino acid와 as-

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aromatic compounds 

(hydroquinone, pyrogalloyl, etc.), aromatic amines(ρ- 

phentlene diamine, ρ-aminophenol, etc.) 등에 의해서 환원

되어 탈색되므로 항산화 물질의 항산화능을 측정할 때 이 

DPPH법이 편리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0). 한 DPPH 

라디칼소거능이 높으면 자유라디칼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

키는 능력이 높아 항산화성  활성산소와 같은 자유라디칼

의 소거작용 증진으로 인체 내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기존에 잘 알려진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gallic acid를 양성 조군으로 하여 일문

의 유기용매별로 분배 추출한 분획물의 농도별 DPPH 라디

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1000 μg/ 

mL의 농도에서는 부탄올 분획물(75.23%)이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메탄올 추출물(68.11%),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물(63.58%), 물 분획물(50.13%)의 순으로 나타

났다. 100 μg/mL의 농도에서는 부탄올 분획물(12.35%)> 메

탄올 추출물(10.88%)>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10.81%)> 

물 분획물(5.36%)의 순으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부탄올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각 분획물의 항산

Table 1. The fraction yields of methanol extract from S. de-
lavayi Diels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Fraction yield (%) 14.29 51.43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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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S. delavayi Die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quadruple studies.

화활성은 1000 μg/mL의 농도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나 100 μg/mL 농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

든 분획물에서 양성 조군인 ascorbic acid나 gallic acid보

다는 낮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환원력

항산화반응과 같은 환원력은 reductions이 제공하는 수소

원자가 free 라디칼 사슬을 분해함으로써 시작되며 흡 도 

수치 자체가 시료의 환원력을 나타내고, 높은 환원력을 가지

는 물질일수록 흡 도 값이 높다(13). 일문 의 용매 분획물

을 이용하여 항산화효과를 측정하기 한 다른 방법 즉, 환

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양성 조군인 ascor-

bic acid의 경우 50 μg/mL 농도에서 환원력이 갑자기 증가

한 후 600 μg/mL 농도 이상에서 일정한 흡 도를 나타낸 

반면 일문 의 용매 분획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력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0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일정한 흡 도를 나타내었다. 환원력에 의한 분획별 항산화 

활성은 2,000 μg/mL 미만의 농도에서는 부탄올 분획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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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이 가장 높아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ascorbic acid보다는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이  보고된 연구에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큰 추출

물이 환원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암세포 증식억제능

각 세포에 한 분획물의 세포증식억제능을 구하기 해 

각 시간 의 암세포 증식억제 추세선을 확인하 으며 IC50

을 구하기 하여 y=50인 후의 두 좌표를 이용하여 직선을 

구한 후 y=50을 입하여 x값, 즉 IC50를 산출하 다.

암세포증식 억제능은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MDA-MB- 

231 24시간의 경우 2 μg/mL일 경우 63.56%이며 4 μg/mL일 

경우 49.74%이었으므로 이를 두 개의 좌표로 변환하면 2, 

63.56과 4, 49.74의 좌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직선으로 변환

하면 y＝-6.91x＋77.38이므로 y=50일 때, x=3.96이므로 IC50

는 3.96 μg/mL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8시간의 

IC50는 2.56 μg/mL 으며, MCF-7은 24시간의 IC50은 6.59 

μg/mL, 48시간의 IC50은 4.39 μg/mL로 확인되었다(Fig. 4).

부탄올 분획물의 경우 MDA-MB-231 24시간의 IC50은 

1.78 μg/mL, 48시간의 IC50은 1.47 μg/mL으로, MCF-7 24시

간의 IC50>8 μg/mL이었으며, 48시간의 IC50은 1.36 μg/mL로 

확인되었다(Fig. 5).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경우 MDA-MB-231 24시간의 

IC50은 3.74 μg/mL, 48시간의 IC50은 3.20 μg/mL으로, 

MCF-7 24시간의 IC50>8 μg/mL이었으며, 48시간의 IC50은 

2.18 μg/mL로 확인되었다(Fig. 6). 한 물 분획물의 경우 

MDA-MB-231과 MCF-7에 한 세포증식억제능을 확인

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실험결과 일문 의 물 추출물을 제외한, 각 분획물은 

MCF-7보다는 MDA-MB-231의 세포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 이었으며, 48시간의 IC50을 기 으로 하 을 때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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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Butanol fraction from S. delavayi  Diels. inhibits 
cell proliferations of MDA-MB-231 in a dose- and time-de-
pendent manner and MCF-7 in a dose-dependent manner. 
n=4, *p<0.001; Compared to control as determined by Tukey's 
Studentized Range (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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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thyl acetate fraction from S. delavayi Diels. inhibits 
cell proliferations of MDA-MB-231 in a dose- and time-de-
pendent manner and MCF-7 in a dose-dependent manner. 
n=4, 

*
p<0.001; Compared to control as determined by Tukey's 

Studentized Range (HSD) test.

MB-231의 경우 세포증식억제효과는 부탄올 분획물(1.47 μg 

/mL)> 메탄올 추출물(2.56 μg/mL)>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3.20 μg/mL)의 순이었으며, MCF-7의 경우 부탄올 분획

물(1.36 μg/mL)>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2.18 μg/mL)> 메

탄올 추출물(4.39 μg/mL)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는 1.47～4.39 μg/mL의 범 내로 표 편차를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일문 의 메탄올 추출물, 부탄올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MDA-MB-231과 MCF-7에 한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앞서 측정한 환

원력이나 유리 라디칼 소거활성 같은 항산화능도 유리 라디

칼이 발암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암세

포 증식을 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15-17). 따라서 일문 의 메탄올 추출물, 부탄올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유방암세포에서 강한 암세포증식 

억제활성을 나타내어 항암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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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에서 성 장염에 한 약제로 사용

되어 오던 일문 의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물, 에틸 아

세테이트, 부탄올 층으로 분획한 뒤 항산화 활성과 항암활성

을 측정하 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000 μg/mL 농도에

서 부탄올(75.23%)> 메탄올(68.11%)> 에틸아세테이트

(63.58%)> 물(50.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원력의 경우 용

매 분획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력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모두 부탄올 

분획층에서 좋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항암활성 측정결과 메

탄올 추출물과 부탄올 분획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MDA-MB-231 cell과 MCF-7 cell에 한 세포증식억제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문 의 용매 분획물은 

항암 후보물질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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