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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gallocatechin-3-gallate의 화학안정성 및 세포독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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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 is a polyphenolic compound frequently found in green tea, and its
physiological actions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In the present study, changes in chemical stability and cytotoxic
properties of EGCG in the presence of different types of antioxidants wer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s used modulated
the chemical stability of EGCG. Superoxide dismutase (SOD) significantly increased EGCG stability; EGCG was less
stable in the presence of catalase. Ascorbic acid, N-acetylcysteine (NAC), and glutathione (GSH) stabilized EGCG
concentration dependently. The H

2
O

2
 level generated from EGCG was decreased by catalase, SOD, and NAC but not by

GSH. The cytotoxic effects of EGCG also decreased in the presence of NAC, catalase, and SOD. GSH, however, showed
a complicated modulatory pattern according to the EGCG and GSH concentrations, and ascorbic acid rather enhanced
EGCG toxicity. The results suggest that certain antioxidants could modulate the cytotoxic properties of EGCG in a cell
culture system not only by removing reactive oxygen species but by modulating chemical stability and othe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studying reactive oxygen species-dependent mechanisms of EG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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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적 풍요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대중들의 건

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식품에서 유래한

기능성 성분을 통한 질병 예방 또는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 또

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식물체가 외부 환경 또는 스

트레스 등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생성하는 파이토케미칼의 일종

인 폴리페놀류들이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다수의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관련 물질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녹차(Camellia sinensis)는 전세계적으로 음용되는 기호음료이

며,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4), 일반적인

차 한 잔에서 용출되는 성분 중 폴리페놀류인 카테킨 성분이 30-

40%를 차지하고 있다(5). 녹차의 주요 카테킨으로는 (-)-epicatechin,

(-)-epicatechin gallate, (-)-epigallocatechin, (-)-epigallocatechin-3-

gallate(EGCG)가 있으며, 항산화 활성, 지질산패 억제 효과, 항노

화 효과, 혈압 강하작용 및 항염증 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 되었다(6-13). 녹차 카테킨 중에 EGCG

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14), 가장 우수한 생리활성을 나

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5). 이 밖에도 EGCG는 세포분열을 위한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거나, 세포 주기 조절인자 또는 redox state

를 변화시켜 다양한 암세포주에서의 세포 생장 억제 효과를 나

타내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16-19).

EGCG를 비롯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전자의 공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라디칼을 소거하거나(8-10) 산화 촉진제로 작용하는

metal에 대해 chelator로 작용하기도 하며(11), 생체 내에서 super-

oxide dismutase, catalase, hemeoxygenase-1, glutathione S-trans-

ferase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들의 발현을 유도하여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낸다(20,21). 또한, pro-oxidant로 작용하는 nitric oxide를

생성하는 induced nitric oxide synthase의 유도 억제를 통하여 항

산화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22). 이처럼 다양한 기작을 통해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반면, EGCG의 pro-oxidant로서의 활성도

알려졌는데, 특히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생

성하여 세포성장 저해 및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현상이 보고

된 바 있다(23,24). 그리고 EGCG의 세포독성기작을 비롯한 ROS

의존성 기작은 주로 각종 항산화제들과 같이 처리하여 ROS를 소

거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23,24). EGCG

는 세포 배양액 및 중성 이상의 pH에서 매우 불안정하므로 쉽

게 산화되며 그 과정에서 ROS를 생성하나(25), 이 때 생성된 ROS

가 직접적으로 세포독성을 유도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미

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ROS 의존성 기작 규명을 목적으로 빈

번하게 사용되는 항산화제들에 의해 과연 ROS의 제거효과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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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 실험계상의 환경요인이나 EGCG

등의 시료물질과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타 작

용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항산화 효소 및 thiol성 황산화제 등을 비롯한 서로 다

른 유형의 항산화제들에 의한 EGCG의 화학안정성, EGCG에 의

해 생성되는 ROS수준 및 EGCG의 세포독성 변화를 분석하였

고, 각종 항산화제들이 ROS제거 외에 EGCG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나타낼 수 있는 작용을 조사하여 ROS 관련 기작 규명에 사

용되는 각종 항산화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녹차 폴리페놀 성분 EGCG(순도 >99%)는 Rutgers university

(Piscataway, NJ, USA)의 Dr. Chung S. Yang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다양한 항산화제 N-acetylcystein(NAC), glutathione(GSH), ascorbic

acid, superoxide dismutase(SOD, from bovine erythrocyte), cata-

lase(from bovine liver)와 3,3-bis[N,N-bis(carboxymethyl)aminome-

thyl]-o-cresolsulfonephthalein tetrasodium salt(xylenol orange)는

Sigma-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rtrazolium bromide(MTT)

시약은 Alfa Aesar Inc.(Ward Hill,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그 외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 Co.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GCG와 NAC는 dimethyl sulfoxide

(DMSO)에, ascorbic acid와 GSH는 증류수에, SOD와 catalase는

phosphate buffered-saline(PBS)에 각각 용해시키고 1회 분량씩 나

누어 −80oC 초저온 냉동고(IlshinBioBase, Gyeonggi-do, Korea)에

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에 처리 시, DMSO 등의 vehicle은

배지 내에 0.1%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여 세포 생장에 영향이 없

도록 하였다.

세포주 및 세포배양

사람의 자궁암 세포 HeLa와 대장암 세포 HT-29는 각각 한국

원자력의학원(Seoul, Korea) 배상우 박사 및 ATCC(Manassas, VA,

USA)로부터 분양 받아 배양하였다. HeLa와 HT-29 세포는 10%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과 항생제(100 U/mL penicillin,

0.1 mg/mL streptomycin)가 첨가된 DMEM 또는 McCoy’s 5A 배

지에서 각각 배양하였다. 세포는 약 70-80% confluency에 도달하

였을 때 계대 배양하였고, 습도 95%, 37oC, 5% CO2 조건의 배양

기에서 배양하였다.

다양한 항산화제들의 EGCG 화학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EGCG의 저장시간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의 변화는 EGCG(400

µM)를 PBS에 용해하여, 37oC에서 저장하면서 분광광도계(UV-

2450; Shimadzu,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저장시간별 190 nm

에서 750 nm에 이르는 파장에서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405 nm

부근의 파장에서 시간에 따른 EGCG 산화생성물에 의한 흡광도

의 비례적 증가를 확인하고(Fig. 1), 이를 근거로 EGCG 화학안

정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즉, EGCG와 농도를 달리한 각종 항

산화제를 1 M의 인산완충용액(pH 7.4)에 용해시키고 37oC에서 저

장하면서 저장시간별 생성된 EGCG 산화생성물의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Triad LT; Dynex Technologies Inc, Chantilly,

VA, USA)를 사용하여 405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Hydrogen peroxide(H
2
O

2
) 생성량 측정

다양한 항산화제들 존재 시의 EGCG에 의한 H2O2 생성량은

ferrous oxidation-xylenol orange(FOX) methods를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26). EGCG(100 µM)를 1 M 인산완충용액에 단독 또

는 각 항산화제들과 함께 용해시키고, 24시간 동안 37oC에서 반

응시킨 후,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반응액 40 µL와 100 µM xylenol

orange, 200 mM D-sorbitol, 그리고 500 µM ammonium ferrous

sulfate를 함유한 FOX working solution 160 µL와 혼합하여 37oC

암소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H2O2 생성량은 550 nm의 파장에서

의 흡광도 변화를 microplate reader(Traid LT)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H2O2 표준물질로 검량곡선을 작성하여 정량하였다.

각종 항산화제들의 EGCG 세포독성에 대한 영향 평가

녹차 폴리페놀 성분 EGCG와 다양한 항산화제들과의 단독 또

는 복합 처리 시 나타나는 세포독성은 MTT colorimetric method

로 분석하였다. MTT 시약은 PBS에 용해하여 5 mg/mL의 stock

solution을 제조하고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계대 배양한 세포는 trypsin-EDTA로 처리하여 단일세포 현탁액

으로 만든 후,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104세포씩 분주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배양배지는 제거하고 EGCG 및 항산

화제를 각각의 처리 농도로 serum free 배지에 희석하여 well 당

200 µL씩 단독 또는 복합 처리하여 24시간 더 배양하였다. 이후

처리 물질을 포함한 serum free 배지는 제거하고, 최종농도가 0.5

mg/mL이 되도록 serum free 배지로 희석한 MTT solution을 각

well당 100 µL씩 첨가하였다. 37oC CO2 배양기에서 약 1시간 반

응시킨 후, 배지는 완전히 제거하고 DMSO를 각 well당 100 µL

씩 첨가하여 세포 내 보라색의 MTT formazan을 용해시키고 이

를 550 nm에서 측정하였다(Traid LT).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3회 이상 반복 분석하였으며, 그 값을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구별 유의차 분석은 Student’s t-

test 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은 Tukey’s test를 사용하여 95 또는 99% 유

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IC50 값은 EGCG와 각 항산화제의 단독

또는 복합처리에 따른 농도별 세포사멸 결과로부터 직선부위에

대한 선형회귀식을 구하고 50% 사멸을 유도하는 농도를 계산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다양한 항산화제들 존재 시의 EGCG 화학안정성 및 H
2
O

2 
생

성량의 변화

EGCG는 pH 7.4의 완충용액 시스템에서 불안정하여 자동산화

와 에피머화 되면서 옅은 분홍색에서 어두운 갈색의 화합물로 산

화된다(25). EGCG 산화에 따른 변색의 정량화를 위하여 광범위

한 파장(190-750 nm)에서 흡수 스펙트럼 변화를 분석한 결과,

EGCG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갈변화합물로 인해 405 nm 부근의

파장에서의 흡광도가 저장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Fig. 1B), 특

히 8시간 이내에서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C). 이를 근거로 각종 항산화제들이 EGCG 화학안정성에 미치

는 영향 여부를 405 nm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

다. EGCG는 pH의 감소에 따라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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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는데(27), 같이 처리되는 ascorbic acid, NAC 등의 산성 항

산화제에 의한 pH 저하가 EGCG의 화학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완충능을 높인 1 M의 인산완충용액(pH 7.4)을 사

용하였다. 이 조건에서 mM수준의 각종 항산화제에 의한 pH 변

화는 0.01 이하로 미비하였고, pH 저하에 의한 EGCG 안정화 효

과는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GCG를 1 M 인산완충

용액에 용해하여 37oC에 저장하면서 시간에 따른 405 nm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저장시간의 경과에 따라 EGCG 산

화물 생성량은 4시간 이내에서는 linear하게 증가하였으며, 8시간

이후에 증가속도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Fig. 2). EGCG를 각종

항산화제들과 복합처리 하였을 때, 대부분의 항산화제 존재 시에

EGCG의 갈색산화물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

화 효소인 SOD 존재 시, 8시간 이내에서 EGCG의 화학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보다 30 U/mL의 농도에서 더 효

과적이었다. 반면, catalase 첨가 시에는 EGCG 단독 처리구에 비

하여 갈색산화물 생성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EGCG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H2O2가 catalase에 의해 제거되면서 반응의 평형이 우

측으로 이동하며 EGCG의 불안정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28) (Fig. 2A). 화학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NAC, GSH는 첨가

농도에 비례하여 EGCG의 갈색산화물 생성을 억제하였고, 특히

ascorbic acid의 활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4와 8 mM ascor-

bic acid는 24시간 까지 EGCG의 산화물 생성을 거의 완벽하게

저해하였다(Fig. 2B). Thiol성 항산화제인 NAC와 GSH는 8시간

이내의 저장기간 중 뚜렷한 농도의존적인 EGCG에 대한 화학적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24시간 저장 시 농도별 유의차가

대부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C and D).

각종 항산화제의 EGCG에 대한 화학안정화 효과와 EGCG 산

화과정 중에 생성되는 ROS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항산

화제와 EGCG를 같이 처리 후 생성되는 H2O2량을 조사하였다.

EGCG를 pH 7.4 인산완충용액(1 M)에서 24시간 동안 저장 후 생

성된 H2O2량을 분석한 결과, 100 µM EGCG로부터 426.03±34.72

µM의 H2O2가 생성되었으며, 같이 처리된 catalase는 EGCG에 의

해 생성된 H2O2를 검출한계 이하로 완전히 제거하였다(Fig. 3).

EGCG의 안정화 효과를 가진 SOD에 의해서는 H2O2량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약 13% 저하의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 외

에도 0.5와 2 mM의 ascorbic acid와 NAC가 EGCG에 의해 생성

된 H2O2를 유의적으로 제거하였으나, 40-50% 이상의 H2O2는 여

전히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GSH와 8 mM의

ascorbic acid에 의해서는 H2O2의 양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실

험계상에서 이들의 환원성질이 직접적으로 또는 EGCG와 상호작

용을 통하여 분자상 산소를 H2O2와 같은 ROS로 전환시키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항산화제 처리에 의해 EGCG로부터

의 ROS 제거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항산화제의 양과

종류에 따라서도 잔류하는 ROS량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한편, 항산화제는 ROS 조절 이외에 EGCG와 같은 페놀

성 물질의 화학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각종 항

산화제를 이용한 폴리페놀성 물질과 ROS 관련 실험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항산화제 존재 하에 EGCG의 세포독성 변화

EGCG를 비롯한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ROS 관련 기작 분석을

위해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실험계상에 같

이 처리된 항산화제들에 의해 세포독성을 비롯한 EGCG의 다양

한 활성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24). 하지만 본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catalase를 제외한 각종 항산화제 존재

시 EGCG로부터의 ROS 생성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으며 일

부는 ROS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따라서

EGCG의 대표적인 ROS 의존성 활성으로 보고된 세포독성에 대

하여(23,24), 관련 실험에 빈번히 사용되는 thiol성 항산화제인

NAC와 GSH를 함께 처리하여 세포 독성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같이 처리된 NAC 농도증가에 따라 EGCG의 세포독성

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8 mM NAC 존재 시 HeLa 세포에 대

한 EGCG의 IC50는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A

and D). 하지만 GSH 존재 하에 EGCG에 의한 세포 독성은 다

소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2와 8 mM 농도의 GSH는 20

µM 이하 농도 EGCG의 세포 독성을 감소시켰으나 40 µM 이상

의 고농도 EGCG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 µM 이하의 EGCG에 의한 세포 독성은 0.5 mM 농도의 GSH

에 의해 오히려 증대되었는데, 이 농도 범위 내에서 10 µM로

EGCG 농도를 고정하고 GSH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1 mM 이하

Fig. 1. Structure of EGCG (A), time-dependent changes in
absorbance spectrum (B), and absorbance at 405 nm (C) of

EGCG at different incubation periods. EGCG (400 µM) was
incubated in PBS at 37oC and absorbance spectrum (190-750 nm)
was analyzed at indicated time points. Changes in absorbance at 405
nm were plotted according to incubation tim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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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SH는 EGCG의 세포독성이 증가한 반면, 그 이상에서는 활

성을 감소시키는 biphasic한 현상을 보였다(Fig. 4C). 전체적으로

GSH에 의한 EGCG의 HeLa 세포에 대한 IC50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8 mM GSH 처리시에만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Fig.

4D). GSH에 대한 EGCG의 세포독성 변화 현상은 또 다른 폴리

페놀 화합물인 curcumin의 세포독성이 1 mM 이하의 저농도 NAC

에 의해 증가하나, 2 mM 이상의 고농도의 NAC 존재 하에 활성

이 감소한 결과(29)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하지만 curcumin의 경

우 NAC와 GSH 등의 thiol성 항산화제에 대해 유사한 활성 변화

패턴을 나타낸 반면, EGCG는 항산화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다른 반응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catalase를 처리한 세포에서 EGCG의 HeLa 세포에 대한

독성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SOD나 ascorbic acid와 같은 항산

화제에 의한 세포독성 변화는 미비하였다(Fig. 5A). Ascorbic acid

는 오히려 EGCG의 세포독성을 증가시켰으며 ascorbic acid에 의

한 효과는 24시간 보다 48시간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Fig.

5C). HT-29 대장암 세포에 대한 실험 결과, catalase와 SOD 존재

시 EGCG의 세포독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Fig. 5B), catalase

처리에 의한 EGCG 독성 감소현상이 더 두드러져서 IC50기준으

로 3배 가량 증가하였다(Fig. 5C). SOD와 catalase를 동시에 처리

하였을 경우, catalase만 존재 시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5B and C). 따라서 HT-29 세포는 HeLa 보다 EGCG에 대하여 더

큰 내성을 가지고 있지만, ROS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catalase

나 SOD 존재 시에 EGCG에 의한 보다 뚜렷한 세포독성의 감소

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Fig. 5C). ROS 중에서 비라디칼성 물

질인 H2O2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하지 않은 반면, H2O2가 Fe2+

Fig. 2. Time- and concentration-dependent effects of different antioxidants on stability of EGCG. Effects of catalase and SOD (A),
ascorbic acid (B), NAC (C), and GSH (D) on EGCG stability were analyzed by measuring absorbance at 405 nm at different time points. EGCG
(200 µM) was incubated at 37oC in 1 M phosphate buffer (pH 7.4)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antioxidants. At each time point indicated,
formation of EGCG oxidation products were analyzed by measuring absorbance at 405 nm using a microplate reader.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8).

Fig. 3. Changes in H
2
O

2
 level generated from EGCG by different

types of antioxidants. EGCG (100 µM) was incubated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different antioxidants including 30 U/mL
catalase, 30 U/mL SOD, ascorbic acid, GSH, and NAC at 37oC in 1
M phosphate buffer (pH 7.4). After 24 h-incubation, the amounts of
H2O2 were analyzed using a FOX method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4). ** significantly
lower from the control according to Student’s t-test (p<0.01).
1)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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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금속이온 존재 시 Fenton 반응에 의해 전환될 수 있는

hydroxyl radical(HO.)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0,31). 따라서 EGCG의 ROS에 의한 세포독성이 전적

으로 H2O2에 의한 것인지, 세포배양계상에 존재하는 미량의 금

속 등에 의해 전환된 hydroxyl radical 등이 세포독성에 기여할 것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금속이온의 chelator인 EDTA 존재 하에

EGCG의 세포독성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5D). EDTA(1 mM) 첨

가에 의해 HT-29 세포생존율은 약 20%정도 감소하였으나, EDTA

존재 시 25와 50 µM EGCG에 의한 세포독성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EGCG에 의한

세포독성은 H2O2뿐만 아니라, hydroxyl radical을 비롯한 각종

ROS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존의 다양한 보고에서 각종 항산화제의 처리에 의해 감소되

거나 소멸된 세포독성 결과로부터, H2O2 등의 ROS가 EGCG 세

포독성 발현의 주요 기작으로 설명된 바 있다(23,24). 본 연구결

과에서도 EGCG에 의해 생성되는 H2O2가 catalase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고(Fig. 3), HeLa나 HT-29 세포 모두 catalase 존재 시

EGCG의 세포독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EGCG의 세포독성

은 부분적으로 ROS에 의한 기작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ascorbic acid에 의해 H2O2가 감소된 상황에서 EGCG의 세포독성

이 증가하는 경우나, GSH에 의해 ROS가 증가된 환경에서도 세

포독성이 감소되는 다양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EGCG의 세포독

성이 단순히 ROS에 의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

며, EGCG 구조에 근거한 자체 활성, EGCG 산화물의 작용,

EGCG와 항산화제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세포의 특성, 배

양환경 및 배양액 조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폴리페놀 화합물들의 ROS 의존성 기작 규명을 위

해 사용되는 각종 항산화제들이 실제 실험계상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ROS에 대한 소거 여부가 불확실하며, ROS 소거활성 외에

도 폴리페놀 화합물들의 화학안정성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관련연구에서 이들 항

산화제의 존재 하에 변형된 폴리페놀 화합물의 활성을 단순히

ROS 의존 기작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폴리페놀 화합물인

EGCG의 화학안정성, H2O2 생성능 및 세포독성에 대하여 다양한

항산화제와의 조합에 의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EGCG는 생리적

조건에서 갈색화합물로 산화되면서 불안정화되는데, catalase를 제

외한 각종 항산화제제 SOD, ascorbic acid, NAC 및 GSH는

EGCG 갈색산화물의 생성을 유의적으로 저해하였다. EGCG에 의

해 생성되는 H2O2는 catalase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으

며, SOD와 NAC에 의해서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GSH

및 고농도의 ascorbic acid의 존재 시 오히려 H2O2 수준이 증가

Fig. 4. Changes in cytotoxic effects of EGCG by thiol antioxidants. HeLa cells were incubated with EGCG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NAC (A) or GSH (B) for 24 h. Viable cells were analyzed using the MTT assay. Effects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SH on 10 µM EGCG-
induced cytotoxicity (C), and changes in IC50 values of EGCG for HeLa cell growth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C and GSH (D) were also
analyz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7 or 8).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the Tukey 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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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EGCG의 HeLa 및 HT-29 세포에 대한

독성은 catalase, SOD 및 NAC 등과 같은 항산화제 존재 하에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고 NAC에 의한 EGCG 세포독성의 감소는 첨

가된 NAC의 농도 증가에 따라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GSH

존재하에 EGCG의 독성은 GSH와 EGCG농도에 따라 다른 조절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ascorbic acid에 의해서 EGCG의 세포독성

이 약간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EGCG와 함께

처리된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ROS의 소거 뿐만 아니라 EGCG 화

학안정성 등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산화제의 존

재 하에 변형된 EGCG활성에 대해 ROS관련 기작 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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