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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보노이드 세포 수송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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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vonoids have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however, their cellular uptake mechanism is beginning to be
understood only recently. This review focuses on cellular flavonoids transport mechanisms in both plants and animals. In
plants, flavonoids exist in various cellular compartments, providing a specialized transport system. Newly synthesized
flavonoids can be transported from the endoplasmic reticulum to the vacuoles or extracellular space via cellular trafficking
pathway. Among membrane transporters, ATP binding cassette, multidrug and toxic extrusion, bilitranslocase homologue
transporters play roles in both the influx and efflux of cellular flavonoids across the cell membrane. In recent years,
extensive researches have provided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cellular flavonoid transport in mammalian cells.
Bilitranslocase transports flavonoids in various tissues, including the liver, intestine and kidneys. However, other transport
mechanisms are largely unknown and thus, further investigation should provide detailed mechanisms, which can potentially
lead to an improved bioavailability and cellular function of flavonoids in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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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식물 특이 2차 대사산물로서 현재까

지 8,000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다(1). 식물체에서 광합성을 통한

탄소 고정 반응 후, 복잡한 생화학 합성경로를 거쳐 생성된 플라

보노이드는 식물체에서 자외선 차단, 병원체 방어 등 다양한 식

물체 보호 기능을 한다(2). 한편,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

에서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건강 기능 식

품 소재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데 사람은 플라보노이드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이를 통해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해야 한다(3).

이러한 플라보노이드의 건강 효능은 인체에 섭취 된 후, 조직

세포의 표적 단백질과의 특이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용한 생리 활

성을 보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플라보노이드가 세포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인산화효소들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뉴런의 기

능 조절, 암세포 확산 억제, 염증 반응 억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5).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polyphe-

nol), 쿼세틴(quercetin), 루틴(rutin)은 세포 내 리폭시게나아제

(lipoxygenases) 활성에 의한 산화 생성물과 자유라디칼 생성 속

도를 저해하여 염증 반응 저해 활성을 갖는다(6). 한편, 제니스타

인(genistein)과 다이드자인(daidzein) 대사물들은 에스트로겐 수용

체 α, β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는 플라보노이드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에스트로겐 관련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플라보노이드는 매

우 다양한 생물학적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플라보노이드를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면 소화과정을 거쳐 내

장 상피 세포를 통해 체내로 흡수 되며, 상피세포가 모세혈관에

접촉되어 있는 기저 세포막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공급된다(Fig.

1). 그러나 식이 플라보노이드의 분자량은 보통 500 이상이며 물

분자와 수소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내장 상피 세포에서 수동적

기전을 통해 흡수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서 플라보노이드의 생체 이용률은 섭취량의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 또한 혈액에 공급된 후에도 위장관 이

외 조직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존에 보고된 식품 성분 및

영양분을 특이적으로 수송하는 막 수송체들이 플라보노이드 수

송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조직 세포막에

플라보노이드 특이적 막 단백질 수송체가 존재하면 혈중 농도가

낮아도 조직 내 플라보노이드 축적을 통해 생리 활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플라보노이드 특이적 세포 수송체를 동정하고 흡수 기

전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약물과 기타 화합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다중-

특이 유출 수송체(multi-specific efflux transporter)들이 대사에너지

를 이용해 플라보노이드를 선택적으로 배출한다는 것이 알려지

면서 관련 수송체들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9). 플라보노

이드 수송체에 대한 이해는 생체이용률이 낮은 플라보노이드의

체내 건강효능을 설명하고 생체흡수율의 개선 및 조직 세포 내

플라보노이드 축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번 총설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식물체에서의 플라

보노이드 수송 및 축적 경로에 관여하는 수송체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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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체 내에서의 플라보노이

드 수송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들의 연관성에 대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식물체에서의 플라보노이드 수송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잎·꽃·뿌리·열매·줄기 등에 존재

하는데 조직 세포 내의 세포질 쪽 소포체 표면에서 생합성이 되

어 다른 부위로 수송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성된 플라보

노이드는 조직간 수송을 통해 주로 식물 기관의 외피나 피하 조

직과 같은 말초 조직의 가장 바깥쪽 층 세포로 이동된 후 일부

는 세포벽에 포함되고, 대부분의 플라보노이드들은 식물 조직 세

포 내 액포에 축적된다. 이와 같이 플라보노이드가 식물체 조직

간 혹은 조직 내 이동되는 것으로 보아, 식물체의 경우 다양한

소기관 간에 혹은 다른 조직들 사이에서 플라보노이드 흡수 및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플라보노이드 수송 체계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즉, 플라보노이드 수송 메커니즘은 막 소포체 매개 수

송과 막 수송체 매개 수송의 두 가지 기전이 있다.

소포체 매개 플라보노이드 수송은 안토사이아닌(anthocyanins)

을 모델 화합물로 연구가 되었는데(Fig. 1) 안토시아닌을 함유하

는 막구조물을 안토시아노플라스트(anthocyanoplast)라 하며 이 소

기관이 세포 내 안토시아닌 수송에 관여한다(10). 먼저 세포질 쪽

소포체 표면에서 안토시아닌이 생성되면 안토시아노플라스트를

형성하여 안토시아닌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고 이후에 세포

내 작은 vesicle들과 연쇄적인 막융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안

토시아노플라스트는 pre-vacuolar compartment (PVC), 단백질 저

장 액포(protein storage vacuoles, PSV)와 융합되며(11) 안토사이

아닌을 가지는 단백질 저장 액포는 액포와 융합된 후 안토시아

닌 액포 내에서 액포 함유물(anthocyanic vacuolar inclusions, AVI)

을 형성하여 저장되는 과정을 거친다(12). 이러한 과정은 애기장

대(Arabidopsis thaliana) 세포에서 소포체 유래 플라보노이드가 방

출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상세히 연구되었다(13). 그러나, 이러한

막융합에 의한 물질수송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아직까지는 소포

체-매개 플라보노이드 수송에 대한 유전적, 분자적, 생화학적 증

거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동물세포에서 소포체-매개 플라

보노이드 수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향후에는 식물 세포에서

알려진 수송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세포에서도 세포 소기관 및

소포체에 플라보노이드가 축적되는 현상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막 수송체 매개 수송의 경우이다. 이는 채널, 펌프,

수송체와 같은 수송 단백질의 활성에 의해 세포막을 통해 흡수

되는 플라보노이드 총량이 조절되는 방법이다(Fig. 1). 전기화학

적 기울기에 의해 이온을 흡수하는 막 단백질을 채널이라 하며,

능동 수송체로서 ATP 가수분해와 같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화학적 기울기를 거슬러 분자들을 수송하는 막단백질을 펌프로

분류한다. 수송체란 ATP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막을

통해 분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용질 운반자(solute carrier, SLC)들

을 뜻하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플라보노이드 세포 흡수에는 몇

가지 막 수송체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즉,

ABC (ATP-binding cassette) 수송체와 MATE (multidrug and toxic

compound extrusion, 다중 약물 독성 화합물 분비) 수송체, 빌리

트랜스로케이즈(bilitranslocase) 상동단백질이 식물체에서 플라보

노이드의 수송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유전적, 생화학적, 분자

생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다(Fig. 2) (2,9). 지금까지

알려진 플라보노이드의 세포 유입과 유출에 관련된 ABC, MATE,

빌리트랜스로케이즈 상동유전자 수송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 내

용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BC 수송체

ABC 수송체(ATP binding cassette transporters)는 미생물에서부

터 동식물체까지 거의 모든 종에서 발현되는 수송체로서 매우 다

양한 종류가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효모(Saccharomyces)에는 28

개, Arabadopsis 식물체에는 129개(14), 인간에서는 48개(15)의

ABC 수송체 유전자 및 단백질이 확인되었다. ABC 수송체는 소

장 상피 세포의 내강측 막과 기저측 막에 모두 존재하며 ATP를

가수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기질이 막을 통과하는 능동

Fig. 1. Inflow and outflow of various chemicals occurred by pump and transporters. They are embedded in epithelial cell plasma

membrane (PM) composed of both apical PM and basolateral P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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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을 매개한다(16). ABC 수송체들은 금속이온에서 유기산, 그

리고 생체외부물질(xenobiotic)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한 기질 특이

성을 가지고 있다(17). 특정 ABC 수송체의 경우, 항암치료약물

을 세포 밖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약물 내성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ABC 수송체와 상호작용하여 항암

제의 세포유출을 저해하는 플라보노이드를 암 치료 보조제로 사

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결과는 ABC 수송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인 저해제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다양한 ABC 수송체

가운데 어느 특정 ABC 수송체 단백질이 플라보노이드 수송에

관여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다양한 저해제 실험을 통해 ABC 수송체 가운데

MRP (multidrug resistance-associated protein) type만이 플라보노이

드의 수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콩 뿌리에서 세

포막 ABC 수송체를 매개로 한 제니스타인(genistein)의 분비가 보

고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직 관련 유전자와 단백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8). 즉, ABC 수송체 중 어느 것이 이소플라본

을 수송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MRP type ABC 수송체인 ZmMRP3 (Zea mays multidrug resis-

tance-associated protein 3) 발현이 억제되었을 때 세포 내 안토사

이아닌의 축적이 감소되어 이 수송체가 세포 내 안토시아닌 축

적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19), 저해제 연구를 기반으

로 MRP type ABC수송체들이 뿌리와 새싹 간의 플라보노이드

장거리 수송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보고된 바 있다(20). 이와 같

이 ABC 수송체들이 식물세포에서 플라보노이드를 수송한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나 정확한 유전자가 규명된 경우는 극히 드

물어,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MATE 수송체

MATE 수송체는 세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약물 수송체로 처

음 발견되었으며 거의 모든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21). MATE 수송체는 막에 형성되는 H+나 Na+같은 양

이온의 전기 화학적 기울기를 이용하여 물질을 수송하는 2차 수

송체이다. 특히 식물에 존재하는 MATE 수송체는 다양한 기질

특이성을 보이며 독성 물질, 양이온, 유기산, 2차 대사산물 등 여

러 대사 물질들의 세포막 수송에 관여한다. 아미노산 서열에 근

거한 계통발생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MATE 수송체는 3가지

의 과(family)로 분류되며 그 중 식물의 MATE 수송체는 2번째

과의 소그룹 B(class 2B)으로 분류된다.

애기장대(Arabidopsis)에서도 AtALF5 (A. thaliana Aberrant

lateral root formation 5), AtDTX1 (A. thaliana Detoxification 1),

TT12 (testa12) 등 MATE 수송체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이 확인

되었는데 이 중 TT12는 발아하는 종자와 배주(ovules)에서 발현

되어 종피의 내피 세포(seed coat endothelium)안에 있는 안토사

이아닌을 액포 내부에 축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최근에는, 포도덩굴(Vitis vinifera)에서 AM1 (anthoMATE1)과

AM3 (anthoMATE3)라는 MATE 수송체 유전자가 클로닝 되었는

데 이들은 액포에 존재하는 수송체를 코딩하는 유전자로서 아실

화된(acylated) 안토시아닌을 수송하여 액포 내 안토시아닌 축적

을 유도하며(23), 토마토(Solanum lycopersicon)에서도 비슷한 기

능을 나타내는 MATE 수송체가 발견되었다(24). 이렇게 식물의

MATE수송체들은 액포 및 세포막에 위치하여 2차 대사산물들과

생체 이물들을 세포 내로 흡수하고 이를 액포 내에 격리 및 축

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되고 있다.

식물 세포에서의 빌리트랜스로케이즈
상동유전자

세 번째로, 동물 세포에서 플라보노이드 수송체로 알려지고 있

는 빌리트랜스로케이즈의 상동유전자가 다양한 식물세포에도 존

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카네이션(Dianthus caryophyllus L.)

꽃잎의 상피세포 주변부에 37 kDa의 빌리트랜스로케이즈 상동 단

백질들이 위치함을 확인했는데 이들은 카네이션 꽃잎의 마이크

로좀 소포체에서 안토사이아닌의 흡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5). 또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포도, 적포도(V. vinifera) 열매의 외피 세포에서도 빌리트랜스로

케이즈 상동유전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적포도 과육의 관다

발 있는 무색의 플라보노이드의 수송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6).

빌리트랜스로케이즈

지금까지 식물세포에서 플라보노이드의 수송에 연관된 ABC

수송체, MATE 수송체, 빌리트랜스로케이즈 상동 유전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포유류의 간 조직에 존재하는 빌리루빈

수송체인 빌리트랜스로케이즈에 의한 플라보노이드 수송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Bromosulfophthalein(BSP)를 기질로 한
빌리트랜스로케이즈 활성 분석

빌리트랜스로케이즈는 포유류의 간 조직 원형질막에 발현되는

빌리루빈 수송체로 알려져 왔으나 빌리루빈 이외에 여러가지 유

기 음이온 화합물들의 흡수에도 관여하는 것이 보고되어 왔다

(27). 흥미롭게도 빌리트랜스로케이즈는 다양한 식이 플라보노이

드에도 높은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는데(28) 합성 색

소인 BSP를 수송 기질로 하여 수송활성을 분석하면 빌리트랜스

로케이즈의 기질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BSP는 세포막 소포

체 내부로 이동함에 따라 수소 첨가 반응에 의해 보라색의(580 nm)

퀴논형 구조에서 무색의 페놀 구조로 변화하는 합성 색소로서 이

때 감소한 보라색(580 nm)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하면 세포막 소

포 내부로 수송된 BSP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시 칼륨특

이 이온운반체인(ionophore) 발리노마이신(valinomycin)을 분석 배

지에 첨가하면 이런 BSP 수송을 유도할 수 있다. 발리노마이신

은 첨가 즉시 소포체 외부의 칼륨과 소수성 복합체를 만들어 칼

륨이온이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세포막 전

위(내부 양전하)를 생성하여 BSP가 소포로 이동할 수 있는 동력

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발리노마이신으로 유도된 BSP의 이동을

전기생성 BSP 수송(electrogenic BSP transport)이라 한다.

빌리트랜스로케이즈에 의한 플라보노이드의
세포 내 흡수

플라보노이드 중 안토사이아닌 및 플라보놀(flavonols)을 대표

기질로 사용하여 BSP 수송 활성 저해를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플라보노이드를 기질로 사용한다는 연구

한 결과가 보고되었다(9). 안토사이아닌이 빌리트랜스로케이즈의

기질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설명한 전기생성

BSP 수송의 저해 활성을 확인한 결과 안토사이아닌 성분 20종

가운데 17종이 BSP의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했으며 효소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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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K
i
가 1.4-22 µM의 범위로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적으로 흡수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29). 특히 안토사이아닌의 모노글루코

시드(monoglucoside)와 디글루코시드(diglucoside) 유도체들은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냈는데 이 결과는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인체의

안토사이아닌의 생체이용률에 관여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빌리트

랜스로케이즈의 결합자리가 당을 인식할 수 있는 기전이 있음을

암시한다.

다양한 플라보놀 중에는 아글리콘(aglycones)만이 BSP 수송의

저해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는데 갈란진(galangin),

캠페롤(kaempferol), 쿼세틴이 빌리트랜스로케이즈에 의해 세포내

로 흡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9).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들이 빌리트랜스

로캐이즈를 통해 세포 내로 흡수됨을 보여주며 플라보노이드들

의 빌리트랜스로케이즈의 흡수 기전과 발현조절 기전 및 이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천연물과 식품연구를 통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조직에서 빌리트랜스로케이즈의 발현

빌리트랜스로케이즈는 간조직 세포막 이외에 위장관과 신장의

흡수성 상피 세포막에서도 발현된다(30,31). 빌리트랜스로케이즈

는 위 샘의 점막 내벽의 점액 분비 세포와 산 분비 벽세포에도

특이적으로 발현되며(30) 위 상피 세포막의 물질 흡수특성을 결

정한다. 마취된 실험용 쥐(rat)의 위에 안토사이아닌이 포함된 포

도 용액을 투여하면 혈액에서 안토사이아닌이 검출되는데 이는

위에서 상당량의 플라보노이드 흡수가 일어남을 시사하며 위세

포에 발현된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흡수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

시한다(32).

최근의 연구에서는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실험용 쥐(rat)의 공

장(jejunum)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인간의 결장암

세포에서 유래된 Caco-2세포에서도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발현

되며 빌리트랜스로케이즈 항체에 의해 Caco-2세포들의 BSP 흡수

가 강하게 저해되었다(9). 이러한 결과로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소장 상피세포막에서 물질수송에 관여하는 것이 예측된다. 세포

내로 이동한 쿼세틴은 림프계로 수송됨으로써 장 조직 상피세포

에서 혈중으로 이동한다(34).

이와 같이 빌리트랜스로케이즈는 간, 위장관, 신장 등 포유류

의 다양한 조직에 분포하며 각 조직에서 플라보노이드 수송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각의 빌리트랜스로

케이즈 발현 조직에서 빌리트랜스로케이즈가 플라보노이드의 수

송체로 역할을 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요 약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주요 2차 대사산물 중 하나로 자외선

차단, 식물의 수분을 위한 곤충 유인 등 외부환경에 적응하는데

이로운 역할을 한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노화방지와 생활습관 질병예방에 유용한 건강기

능식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의 생체이용률

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흡수과정에 관한 생물학적

기전은 최근에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플라보노이드의

수송기전에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소포체 매개 수송과 세포막

및 소기관 표면 단백질에 의한 막 수송체 매개 수송이 있다. 소

포체 매개 수송의 경우 cellular trafficking에 의한 일련의 소포체

유래 vesicle의 융합 반응을 거쳐 식물 세포의 경우 액포 내에 플

라보노이드가 축적되거나 세포 외부로 배출된다. 표면 단백질에

의해 플라보노이드의 세포막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ATP를 사

용한 능동수송, 막 전위를 이용한 2차 수송에 관여하는 다수의

수송체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보노이

드가 존재하는 만큼 플라보노이드 수송체도 다양하며 어쩌면 모

든 플라보노이드의 특이적 수송체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

도 모른다. 하지만 식품에 다량 존재하는 주요 플라보노이드를

모델 화합물로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면 이에 관련된 주요 수송

체 단백질과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낮은 혈중 농도 조건에서도 조직 세포 내에 플라보노이드 축적

을 통해 건강 기능성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적절한 과

학적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2. The two proposed mechanisms for flavonoids transport: Endoplasmic reticulum (ER) mediated transport and membrane

transporters mediated transport. In ER mediated transport, it is assumed that anthocyanoplast is related to flavonoids synthesis and

transport. Anthocyanoplast may transport flavonoids into central vacuole by fusion with pre-vacuole compartment (PVC). For membrane
transporter mediated flavonoids transport, ATP-binding cassette proteins (ABCs), the multidrug and toxic compound extrusion (MATE)
proteins, and bilitranslocase (BTL) homologue exist in plasma membrane and vacuole membran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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