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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양된 인체 혈관내피세포에서 유해산소군에 대한

polyphenol의 보호 효과

 혈관내피세포는 허혈 및 재관류 손상 시 일차적으로 향을 받으며, 

장기 이식이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피판의 생존율을 높

이거나 괴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관내피세포의 보존이 중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나 장기의 허혈 및 재관류에 의한 손상에 유해

산소군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혈관내피세포에 대한 유해산소

군의 세포독성 정도를 관찰하 다. 그리고 녹차(green tea) polyphenol

이 혈관내피 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향과 녹차 polyphenol의 전처리

(pretreatment)가 유해산소군에 의한 혈관내피 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인체 혈관내피세포(HMVEC, Clonetics, Catalog No. CC-2502)를 

EGM-2 MV BulletKit(Clonetics, Catalog No. CC-3202) 배지를 사용

해 배양한 후 내피세포 현탁액을 4×10
4
개 농도가 되도록 24-well 

plate의 각 well에 넣고 1, 3, 5, 7일 동안 배양하여 ELISA reader 흡

광도 측정을 이용하여 세포증식률을 측정하 다. 녹차추출물인 

polyphenolic compounds(GtPP)를 L929 mouse fibroblasts 세포주에 

처리한 뒤 ELISA reader 흡광도 측정을 이용하여 세포독성 여부를 

확인하 다. 배양된 혈관내피세포 현탁액을 2×10
5
개의 농도로 각각 

24-well plate에 배양한 후 H2O2는 최종 0.1mM, 1mM, 10mM 의 농

도로 처리하 고 0.25mM xanthine과 함께 xanthine oxidase를 

0.1U/L, 1U/L, 10U/L로 처리하여 효소의 작용을 통해 산화적 스트레

스를 유발시켰다. 처리 후의 내피세포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 고 flow cytometry(FCM) 분석을 이용해 세포의 생장능(viability)

을 확인하 다. 또한, 혈관내피세포를 2×10
5 
농도로 24-well plate에 

부착시킨 후 24시간 배양하고 GtPP를 최종농도 0.25, 0.5, 1, 2mg/ml

로 1시간 동안 각각 전처리하여 배지를 갈아주고 산화적 스트레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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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를 첨가한 후 하루 동안 배양하 다. 그 후 광학현미경으로 내피

세포의 형태를 관찰하 고, FCM 분석을 이용해 세포의 생장능을 확

인하 다.

 세포증식률 측정결과 배양된 인체 혈관내피세포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polyphenol의 세포독성실험 결과 실험

에 사용된 농도의 polyphenol은 세포의 생장능에 향을 미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관 조직에 H2O2를 처리하거나, xanthine 

oxidase(+ 0.25 mM xanthine)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

킨 후 내피 세포의 생장능 및 형태적 변화를 각각 관찰한 결과, H2O2

와 xanthine oxidase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생장능은 

약 25%이상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해산소군이 내피세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GtPP로 

전처리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유도제인 H2O2 또는 xanthine 

oxidase(+ 0.25 mM xanthine)를 첨가한 경우의 내피세포의 형태와 생

장능을 확인한 결과 GtPP 전처리는 내피세포의 보존에 우수한 효과

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polyphenol이 유해산소군으로부터 내피세포를 

보존하는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장기 및 조직

보존 약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polyphenol, 혈관내피세포, 유해산소군, 내피세포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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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된 인체 혈관내피세포에서 유해산소군에 대한

polyphenol의 보호 효과

<지도교수 탁관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주 봉

Ⅰ. 서론

외과적 역에서 이식장기나 조직 및 피판의 허혈에 의한 손상을 

줄이려는 많은 외과적 요법과 이에 관한 약물요법이 연구되고 사용되

어 왔다. 피판 괴사나 조직의 허혈의 원인으로는 산소 유리기, ATP 

결핍, 세포 내 칼슘이온 증가, phospholipase의 활성화 등의 가설이 

있어왔으며 이 중 유해산소군(reactive oxygen species : ROS)이 장

기나 피판의 허혈 및 재관류 손상(ischemia reperfusion injury)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eroxide radical(O2
-
)과 그의 분해산물인 hydroxyl radical(OH

-
)

과 hydrogen peroxide(H2O2) 같은 유해산소군은 세포의 기능 및 형태

의 변화, DNA의 손상, 세포막 지질의 과산화, 세포간 기질의 분해 및 

중요한 단백질과 효소체계를 산화시켜 조직이나 장기의 재관류 손상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해산소군이 발

생하면 내부적인 항산화 방어 체계의 일환인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의 효소들이 작용하여 일차적으

로 중화하게 된다. 또한,  비효소계 항산화제(antioxidant)인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및 beta-carotene 등의 섭취를 통해 항산화 

방어 체계를 증대시켜 유해산소군 매개 세포손상 및 조직손상을 감소

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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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henol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in vitro에서 유해산소군에 대한 

산소유리기의 탐식기능(scavenger)을 가지며 이는 지질의 과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관류 손상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인 

leukocyte의 혈관내피세포를 통한 이동을 막으며 내피세포로부터 

endothelial nitric oxide(eNOS)를 통해 분비되는 혈관보호물질인 

nitric oxide(NO)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polyphenol은 녹차, 홍차, 과일 및 야채 등 식물에서 널리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차(green tea) 추출물인 (-)-epigallo-catechin-3-O 

-gallate, (-)-epigallo-catechin, (＋)-gallocatechin 및 (＋)-catechin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순도 90%이상인 polyphenolic compounds 

(GtPP)를 사용하 다.

 혈관내피세포는 허혈 및 재관류 손상 시 일차적으로 향을 받으

며, 장기 이식이나 보존에 혈관내피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피판의 생존율을 높이거나 괴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관내피세포의 보존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직이나 장기의 허혈 및 재관류에 의한 손상에 이러한 

유해산소군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혈관내피세포에 대한 유해

산소군의 세포독성 정도를 관찰하 다. 그리고 녹차 polyphenol이 혈

관내피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향과 녹차 polyphenol의 전처리

(pretreatment)가 유해산소군에 의한 혈관내피 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Ⅱ. 재료 및 방법

1. 인체 혈관내피세포의 배양

 혈관내피세포는 Neonatal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HMVEC, Clonetics, Catalog No. CC-2505)을 사용하 고 세포를 배

양하는 배지는 EGM-2 MV BulletKit(Clonetics, Catalog No. 

CC-3202)를 사용하 다. 이 배지에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hEGF), hydrocortison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human fibroblas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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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hFGF), insulin growth factor-1(IGF-1) 그리고 ascorbic acid, 

GA-1000(Gentamicin, Amphotericin-B)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 받은 

세포를 5% CO2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인

체 혈관내피세포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형태학적으로 관찰하 다.

2.      인체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증식률           시험

내피세포 현탁액을 4×10
4
개 농도가 되도록 24-well plate의 각 well

에 넣고 1, 3, 5, 7일 동안 배양하여 0.02% crystal violet(CV)으로 염

색한 다음 0.5% SDS 용액으로 세포를 용해시켜서 610nm에서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 다. 

3.         Polyphenol의          세포독성          평가 

녹차추출물인 (-)-epigallo-catechin-3-O-gallate, (-)-epigallo 

-catechin, (＋)-gallocatechin 및 (＋)-catechin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순도 90%이상인 polyphenolic compounds(GtPP)를 사용하여 일반적으

로 의료용구 및 재료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에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L929 mouse fibroblasts(ATCC CCL1, NCTC clone 929) 세포

주에 polyphenol을 처리한 뒤 crystal violet으로 염색하고 0.5% SDS 

용액으로 세포를 용해시켜서 610nm에서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 여부를 측정하 다. 

4.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및 

생장능의 변화 관찰 

배양된 혈관내피세포 현탁액을 2×10
5
개의 농도로 각각 24-well plate

에 배양하 다. H2O2는 최종 0.1mM, 1mM, 10mM 의 농도로 처리하

고 xanthine(Sigma St. Louis, MO, USA, X-0626)을 분해시키는 

xanthine oxidase(Sigma St. Louis, MO, USA, X-4376)의 농도는 

0.1U/L, 1U/L, 10U/L로 처리하여 효소의 작용을 통해 산화적 스트레

스를 유발시켰다. 처리 후의 내피세포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 고, flow cytometry(FCM : FACSalibur,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분석을 이용해 세포의 생장능(viability)을 확인하 다. 

FCM분석은 세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죽은 세포를 bright red로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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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Propidium Iodide(PI, Sigma St. Louis, MO, USA, P-4170)를 

이용하고 살아있는 세포의 경우 carboxyfluorescein diacetate(cFDA)

로 염색하 다.

5.       유해산소군으로부터 polyphenol 전처리한 혈관내피세포의 보존 

배양된 혈관내피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만을 유발시킨 위의 실험군

과 비교하여 polyphenol을 전처리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실험군에 대해 실험하 다. 혈관내피세포를 2×10
5
 농도로 24-well 

plate에 부착시킨 후 24시간 배양하고 GtPP를 최종농도 0.25, 0.5, 1, 

2mg/ml로 1시간 동안 각각 전처리하여 배지를 갈아주고 산화적 스트

레스-유도제를 첨가한 후 하루 동안 배양하 다. 그 후 광학현미경하

에서 내피세포의 형태를 관찰하 고, FCM 분석을 이용해 세포의 생

장능을 확인하 다. 각각 실험군의 세포를 수거하고 이 세포 용액 

100㎕을 Falcon 2052 tube에 넣고, PBS 200㎕을 넣어 전체 양이 300

㎕이 되게 한 후, 2mM의 CaCl2, MgCl2를 포함하는 5(6) 

-Carboxyfluorescein diacetate-FITC(cFDA-FITC : Sigma St. Louis, 

MO, USA, C-8166) solution(200㎍/㎖)을 100㎕취하여 넣고 여기에 

PI를 100μM stock solution에서 100㎕(20μM in final 500㎕)를 취하여 

넣은 다음전체 양이 500㎕가 되게 하 다. FCM를 측정하기 전에 부

드럽게 흔들어서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하고 측정된 결과를 

histogram과 dot plot을 통해 원하는 값(%)을 구하 다. 

6.        통계학적          결과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표준 편차로 표시하며, 각 군 간의 비교는 

ANOVA with multiple variance test로 검정하 으며 p 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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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인체 혈관내피세포의 배양

  Neonatal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HMVEC, 

Clonetics, Catalog No. CC-2505)을 EGM-2 MV BulletKit(Clonetics, 

Catalog No. CC-3202)배지를 이용하여 5% CO2가 유지되는 37℃ 배

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인체 혈관내피세포를 광학현미경을 이

용해 형태학적으로 관찰하 다(그림 1).

  

그림 1. 배양된 인체 혈관내피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얇은 판의 모양을 보이

며 난원 혹은 길쭉한 핵의 모습을 보이는 정상적인 혈관내피세포가 잘 번식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인체             혈관내피세포의           세포 증식률           시험

 

 혈관내피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in 

vitro상에서 내피세포의 증식률 시험결과 배양된 인체 혈관내피세포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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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체 혈관내피세포의 세포 증식률 변화. 배양 7일째 까지 정상적인 증

식률을 보 다.

3. Polyphenol의 세포독성 평가

 

 사용하고자 하는 농도 범위 내에서 polyphenol 자체가 세포독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도 90%이상인 polyphenolic 

compounds(GtPP)를 L929 mouse fibroblasts(ATCC CCL1, NCTC 

clone 929) 세포주에 처리한 뒤 crystal violet으로 염색하고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한 실험에서 positive control인 DMSO는 

6.25%(v/v)부터 세포 독성이 급격히 나타난 반면, GtPP를 처리한 세

포에서는 최고농도 1㎎/㎖을 처리해도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표 2). 이로써 실험에 사용된 농도의 polyphenol은 세포의 생장

능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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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에 사용되는 polyphenol의 세포독성 평가. Positive control인 

DMSO는 6.25%(v/v)부터 세포 독성이 급격히 나타난 반면, GtPP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최고농도 1㎎/㎖을 처리해도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및 

생장능의 변화 관찰 결과

 내피세포에 H2O2를 직접 처리하거나, xanthine oxidase(XO)가 

xanthine을 uric acid로 전환시킬 때 superoxide radical과 H2O2를 생

성하는 효소계를 이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내피 세포

의 생장능 및 형태적 변화를 각각 관찰한 결과, H2O2와 XO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생장능은 약 25%이상 감소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고 xanthine만을 처리했을 때는 내피세포에 별다른 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3, 표 3).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유해산소군이 내피세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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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reated control 0.1 mM H2O2 1 mM H2O2 10 mM H2O2non-treated control 0.1 mM H2O2 1 mM H2O2 10 mM H2O2

그림 2.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 을 때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관찰. 

H2O2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세포막이 파괴되고 살아있는 내피세포의 

수가 감소하 다.   

0.1 U/L XO 1 U/L XO 10 U/L XO 250 µM Xn, only0.1 U/L XO 1 U/L XO 10 U/L XO 250 µM Xn, only

그림 3. XO(+ 0.25mM xanthine)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 을 때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관찰. XO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세포막이 파괴되고 살

아있는 내피세포의 수가 감소하 다. 반면 xanthine만을 처리한 군에서는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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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해산소군인 H2O2와 XO(+ 0.25mM xanthine)에 의한 내피세포의 생

장능 변화. H2O2와 XO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생장능은 약 

25%이상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xanthine만을 처리했을 때는 내

피세포에 별다른 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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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산소군으로부터 polyphenol 전처리한 혈관내피세포의 보존

 

 혈관 내피세포에 0.25, 0.5, 1, 2㎎/㎖ 농도의 GtPP로 1시간 동안 각

각 전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유도제를 첨가하여 하루동안 배양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내피세포의 형태를 관찰하 고(그림 4, 그림 5), 

FCM 분석을 이용해 세포의 생장능을 확인한 결과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인 H2O2를 처리하기 전에 GtPP를 처리한 실험군은 polyphenol

을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내피세포의 생장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XO(+ 0.25 mM xanthine)를 처리한 실험군에

서는 polyphenol 1㎍/㎖과 10㎍/㎖의 농도로 전처리했을 때 내피세포

의 보존효과가 우수했으나, 100㎍/㎖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보존 효과

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학

적으로 의의가 없었다(표 4, 표 5). 이로써 polyphenol이 유해산소군으

로부터 내피세포를 보존하는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

다. 

cu ltu re s  a fte r
G tP P p re trea tm en t 

fo r 1  h r (A )

cu ltu res  w ith
G tP P trea tm en t 

fo r 2 4  h r

cu ltu res  w ith  (A ) +
2 50  u M  xa n th in e

tre a tm e n t fo r 24  h r

1 µg/ml 10 µg/ml 100 µg/ml1 µg/ml 10 µg/ml 100 µg/ml

그림 4. Polyphenol 혹은 xanthine을 처리한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관찰. 

Polyphenol을 농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전처리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내피세

포의 형태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24시간동안 xanthine 처리 후 polyphenol  

을 1시간 전처리한 경우에도 내피세포의 형태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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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olyphenol 혹은 xanthine을 처리한 내피세포의 생장능 변화. 

Polyphenol을 농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전처리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내피세

포의 생장능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polyphenol의 전처리가 정상적

인 세포에는 별다른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anthine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24시간동안 xanthine만을 처리하고 

polyphenol을 1시간 전처리한 경우에도 내피세포의 생장능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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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H2O2-treated
after 1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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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H2O2-treated
after 10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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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ment

10 U/L XO-treated
after 1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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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L XO-treated
after 100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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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H2O2-treated
after 1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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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L XO-treated
after 1 µg/ml GtPP

pretreatment

10 U/L XO-treated
after 10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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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L XO-treated
after 100 µg/ml G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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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olyphenol 전처리 후 유해산소군에 의한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관찰. Polyphenol을 농도별로 1시간 전치리하고 10mM의 H2O2를 24시간동안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결과 polyphenol의 농도가 높을수록 

혈관내피세포의 형태학적 보존효과가 우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Polyphenol을 1시간 전처리하고 10U/L의 XO를 24시간동안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결과 역시 polyphenol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혈관내

피세포의 형태학적 보존효과가 우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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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olyphenol 전처리 후 유해산소군에 의한 내피세포의 생장능 변화.   

H2O2를 처리하기 전에 GtPP를 처리한 실험군은 polyphenol을 농도별로 처   

리했을 때 내피세포의 생장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   

다. XO(+ 0.25mM xanthine)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polyphenol 1㎍/㎖과  

10㎍/㎖의 농도로 전처리했을 때 내피세포의 보존효과가 우수했으나, 100    

㎍/㎖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보존 효과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Ⅳ. 고찰

피판이나 장기의 허혈 및 재관류에 의한 손상에 의해 혈관내피세포

가 일차적으로 향을 받으며 이러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는 유해산

소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유해산소군-매개 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 A, C 및 E 등과 같은 항산화제의 섭취를 통한 

내부적인 산화 방어 체계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러한 세포

의 방어 기작에 기여하는, phenolic compounds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관내피세

포에 대한 유해산소군의 세포독성 정도를 관찰하고 녹차 polyphenol

이 혈관내피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향과 녹차 polyphenol의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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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산소군에 의한 혈관내피 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Polyphenol의 작용에 대한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polyphenol의 항암

작용에 관한 것 들이다.
4,5
 그러나 polyphenol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가지며 cytokine production을 감소시켜 항염작용도 가진다. 녹차 

polyphenol류의 항산화제로서의 작용은 유해산소군과 질소군을 제거

하고 redox-active transition metal ion들을 킬레이트화(chelating)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1) redox-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s, 

nuclear factor-kappa B 와 activator protein-1의 억제, 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lipoxygenases, cyclooxygenases와 xanthine 

oxidase같은 "pro-oxidant" enzyme들의 억제, 3) glutathione 

S-transferases, superoxide dismutases등 antioxidant enzyme들의 

induction 기전을 통해 간접적인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6-8 
이러

한 기전들을 토대로 polyphenol이 장기보존이나 피판 생존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9,10

 본 연구에서 세포증식률 측정 결과 인체 내피세포는 in vitro에서 정

상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polyphenol의 세포독성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농도의 polyphenol은 세포의 생장능에 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실험의 객

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polyphenol 자체의 세포독성 유무를 판별

하여 실험결과에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혈

관 조직에 H2O2를 처리하거나, xanthine oxidase과 xanthine을 처리하

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내피 세포의 형태적 변화 및 생장

능을 각각 관찰한 결과, H2O2와 xanthine oxidase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생장능은 약 25%이상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해산소군이 내피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GtPP로 전처리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유도제인 

H2O2 또는 xanthine oxidase(+ 0.25mM xanthine)를 첨가한 경우의 

내피세포의 형태와 생장능을 확인한 결과 GtPP 전처리는 내피세포의 

보존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polyphenol이 유해산소군으

로부터 내피세포를 보존하는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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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은 장기의 기능의 소실로 인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장기이식이 보편화되어 장기의 보존 및 저장은 장기이식 외

과 분야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이식 장기 및 조직의 허혈에 

의한 손상의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새로운 혈관내세포의 보존약제의 

발견은 최근 임상적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간, 심장, 폐, 신장 등의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의 공간 및 시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

다. Polyphenol이 유해산소군으로부터 혈관내피세포를 보존하는 효과

가 우수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식 장기 및 조직보존에 있어 

polyphenol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in vivo에서 허혈 및 재관류 손상에 대한 

polyphenol의 억제 효과가 입증된다면 polyphenol은 장기 및 조직보존 

약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혈관내피세포에 대한 유해산소군의 세포독성 정도를 

관찰하고 녹차 polyphenol의 전처리가 유해산소군에 의한 혈관내피 

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1. 세포증식률 측정 결과 인체 혈관내피세포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

다.

2. Polyphenol의 세포독성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농도의 polyphenol

은 세포의 생장능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3. 혈관 조직에 H2O2를 처리하거나, xanthine oxidase와 xanthine을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내피 세포의 생장능 및 형

태적 변화를 각각 관찰한 결과, H2O2와 xanthine oxidase의 농도가 높

아짐에 따라 내피세포의 생장능은 약 25%이상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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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tPP로 전처리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유도제인 H2O2 또는 

xanthine oxidase(+ 0.25mM xanthine)를 첨가한 경우의 내피세포의 

형태와 생장능을 확인한 결과 GtPP 전처리는 내피세포의 보존에 우

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polyphenol이 유해산소군으로부터 내피세포를 보존하는 효과

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장기 및 조직보존 약제로서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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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ve effect of polyphenol against reactive oxygen 

species on cultured human endothelial cells 

Joo-Bong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n-Chul Tark)

 Endothelial cells are most sensitively affected by 

ischemic-reperfusion injury, and also the endothelial cells have 

very important role in immune reac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organ.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of a 

flap, and also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flap necrosis,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dothelial cells are very 

important.

 Because reactive oxygen species(ROS) are thought to be an 

important cause of ischemic reperfusion injury, we studied the 

cytotoxicity of ROS on endothelial cells. We performed an in vitro 

study to document whether green-tea polyphenol pretreat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cytotoxic damage from ROS. 

Neonatal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were cultured in 

EGM-2 MV BulletKit. Endothelial cell suspension in concentration 

of 4×10
4
, was distributed into the wells of 24-well plate, cultured 

for 1, 3, 5, 7 days and the growth rate of the cells were measured 

with ELISA reader. Green-tea polyphenolic compounds(GtPP) were 

administered on L929 mouse fibroblasts and the possible 

cytotoxicity was measured with ELISA reader. Cultured endothelial 

cells in the concentration of 2×10
5
 cells  were treated with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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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10mM H2O2 and also with 0.25mM xanthine and xanthine 

oxidase to induce oxidative stresses. Then the morphological 

findings of the endothelial cells were observed under the light 

microscope and the growth rate was analyzed with flow cytometry. 

To evaluate its protective effect, 0.25, 0.5, 1, and 2 mg/ml of GtPP 

were administered to endothelial cells in the concentration of 2×10
5 

cells, one hour before administration of the oxidative agents, and 

then the cells were cultured for 24hours. Afterwards, the 

morphology of endothelial cells were observed under the light 

microscope and the growth rate was analyzed with flow cytometry.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The growth of human 

endothelial cells were normal, and polyphenol of each concentration 

administered in this study did not show cytotoxicity. As a result 

of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2O2 or xanthine oxidase(+ 0.25mM 

xanthine), the endothelial cell viability decreased by more than 

25%, thus  confirming the effects of ROS to endothelial cells. The 

GtPP pretreatment before H2O2 or xanthine oxidase(+ 0.25mM 

xanthine) administration,  resulted significant protective effects for 

endothelial cells in morphology and growth rate study. Through 

these studies, the authors confirmed the protective effects of 

polyphenol against ROS. We also conceived that the polyphenol 

can possibly be implemented as an agent for organ or tissue 

preserv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polyphenol, endothelial cell, reactive oxygen species,   

              endothelial protective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