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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상피세포주와 암세포주에 대한 소목 추출물의 증식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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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esalpinia sappan L. (Leguminosae) is an oriental medicinal herb distributed in China and Taiwan, and its
heartwood has been traditionally used as an analgesic, a therapy for thrombosis or tumor.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liferation and inhibition effects of Caesalpinia sappan extracts against human epithelial cell and cancer cell lines.
The methanol extract of dried C. sappan heartwood was evaporated (KS-6), and then sequentially extracted by hexane
(KS-01), chloroform (KS-02), ethyl acetate (KS-03), n-butanol (KS-04), and water (KS-05). After 48 hr of exposure, these
fractions at a concentration of 50 µg/ml significantly increased, and reduced cell proliferation in both human normal
epithelial and cancer cell lines. The ethyl acetate fraction (KS-03) among organic solvent fractions was 120.2% of the
most proliferation activity (50 µg/ml) against HaCaT human epithelial cell. However, fractions from chloroform, butanolic
and methanolic extract had 7.2, 28.7 and 20.8% of antiproliferative effect on HaCaT cell, respectively. In cell proliferation
effects of C. sappan extract on HeLa, SiHa and C33A human cervical cancer cells, chloroform fraction (KS-2) was the
most antiproliferative activity, its antiproliferative rate (dosage, 50 µg/ml) relative to control was 25.8, 12.2 and 17.4% for
SiHa, HeLa and C33A,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x extract fractions could induce cell cycle stimulate
or arrest in some way. Finally,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assess the molecular mechanisms mediated anticancer
activities of thi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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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목 (Caesalpinia sappan L.)은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남부

등의 열대 아시아에 분포하는 낙엽 관목의 콩과 식물이다. 목재

는 단단하고, 심재(心材)는 밝은 홍색이며 약용으로 사용되며, 나

무껍질과 열매에는 색소가 있어서 홍색염료로 사용된다. 염료성분

은 심재에 들어 있으며, 색소의 주성분은 벤조피란(benzopyrane)

류에 속하는 브라질레인 (brazilein)이다. 소목의 주 성분은 bra-

zilin과 sappanchalcone이 있으며, 특히 brazilin은 소목 전체

2%를 차지하는 화합물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brazilin이 된다

(Fig. 1)1). 그 외 성분으로는 campesterol, stigmasterol, β-sito-

sterol, hematein, sappanin, volatile oils, protosappanin A, B,

E 등이 밝혀졌다2-3). 소목은 중국과 대만 등에서 전통 한약재로

농양(abscess), 옹종(carbuncle) 등의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4-5), 소목의 기능성 연구로는 Xie 등에 의한 통

증 및 항염증작용6)과 진경작용7) 등이 보고되었다. Jeon 등8)은

소목의 열수추출물이 치아우식증 원인균 Streptococcus mutans

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인한 결과 2 mg/ml에서 증식억제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You 등9)은 소목 추출물이 치아우식증 원

인균 성장억제, 산 생성 억제, 치아표면 부착 및 글루칸 합성억

제에 대한 연구 등을 보고하였으며, Saitoh 등은 소목의 플라보

노이드 복합물 특징에 대한 연구로 brazilin과 관련된 3-ben-

zylchroman 유도체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10). 또한 Namikoshi

등에 의한 homoisoflavonoids와 이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연구

가 보고 되었다11-12). 그 외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13-14)과 항콜

레스테롤 억제효과 (antihypercholesteremic activity)15) 도 보고

된 바 있다.

그러나 소목 성분이 인체 상피세포와 인체 암세포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소목으로부터 여러 유기용매를 사용

하여 분획하고 그 추출물을 정상적인 인체 상피세포주 HaCaT

세포주 증식에 미치는 효과와 인체 암세포주인 HeLa, SiHa 및

C33A 세포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41-530-4702

Fax: 041-530-1256
E-mail: mdhan@sch.ac.kr



32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Caesalpinia sappan Extract on Human Epithelial Cell Line HaCaT and Cancer Cell Lines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목 (Caesalpinia sappan L.)은 2005년

서울 경동시장에서 건조상태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인체

상피 세포주 HaCaT와 암세포주 HeLa, SiHa 및 C33A 세포주

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분양받았다. 세포배양을 위한 Dul-

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RPMI 및 F12 등

의 배지는 Gibco BRL사에서 구입하였다.

2. 소목의 유기용매 추출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소목의 추출물은 Fig. 2와 같은 방법으

로 추출하였다. 소목은 열풍 건조기에서 60oC로 12시간동안 건

조시켜 수분을 제거하였다. 분쇄기에서 파쇄 한 다음, 추출용기

에 넣고 3배량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하룻밤동안 냉침 시켰다. 

소목의 유기용매 추출은 저서 천연물 화학연구법16)이 제시한

방법을 변형하여 실행하였다. 우선 메탄올 추출액은 분액깔때기에

1 v/v를 넣고, 헥산 10 v/v와 물 9 v/v의 비율 (소목 메탄올 추

출물 :물 :헥산 = 1 : 9 : 10)로 가하였다. 각각의 용매가 잘 섞이

도록 반복적으로 흔들어 준 다음, 헥산 층과 물 층에 분리되도

록 정체하였다. 하층에 형성된 물 층은 잘 분리하여 다른 분액

깔때기에 보관하고, 유기용매 헥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첨가하여

3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분리된 헥산 층은 80oC에서 감압 농

축하여 소목의 헥산 분획추출물을 얻었다 (KS-1). 헥산 층과 분

리된 하층에는 chloroform 1:1 v/v를 가하여 추출한 다음, 3회

반복 추출하여 80oC에서 감압농축으로 KS-02 (chloroform 분획

물)를 얻었다. Chloroform층으로 분리된 상층에는 에틸아세테이

트를 1 : 1 v/v 첨가한 후, 잘 혼합하여 3회 반복 추출한 다음,

80oC에서 감압 농축하여 KS-03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얻었

다. 에틸아세테이트로 분리된 하층에는 부탄올을 1 : 1 양으로 가

하고 혼합한 다음 3회 반복 추출하였다. 분리된 상층은 부탄올

층으로 80oC에서 감압 농축하여 KS-04 성분을 얻었다. 최종적

으로 부탄올로 분리된 물 층은 80oC에서 감압 농축하여 KS-05

성분을 얻었다. 또한 최초 메탄올로 추출된 소목 조추출물은

80oC로 분리하여 KS-06 성분을 얻어 소목의 항균효과 활성을

알아보는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증식억제 시험

1) 시료의 용해

상기와 같이 분획하여 얻은 소목의 유기용매추출물을 DMSO

에 용해하여 최종 50 µg/ml의 농도가 되도록 조절하여 각 세포

주 배양액에 투여하였다

2) 소목추출물의 상피세포 증식 유도능 측정

소목을 유기용매로 분획 추출하여 시료를 얻어 상피세포 증식

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포 생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피세포주인 HaCaT 세포를 이용하였다. 인체 상피

세포주인 HaCaT 세포는 10% FBS와 항생제 (penicillin 100 U/

ml + streptomycin 100 mg/ml)가 첨가된 DMEM 배지에서 배양

하였다. 배양된 세포 주를 96 well plate에 각각 3×104 cell이 되

도록 분주한 다음 소목의 유기용매 추출물 분획들을 DMSO 용

매에 최종농도가 50 µg/ml의 농도가 되도록 각 세포주 배양액에

투여하였다. 시험되는 세포주는 37oC에서 5% CO2를 공급하여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2일 후에 상피세포의 증식 속도비

를 측정하여 소목추출물의 세포 증식능은 Skehan 등이 개발한

sulforhodamine (SRB) 방법17)으로 측정하였다. 즉, 48시간 후에

각 96 well plate 내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20oC로 온도를 맞

춘 70% acetone 용액을 각 96 plate의 각 well에 100 µl 씩

가한 다음 −20oC에서 30분간 세포를 고정하였다. 고정이 된 세

포는 건조시키고 SRB 용액 (0.4% sulforhodamine B in 1%

acetic acid)을 100 µl 씩 각 well 에 가하고 다시 30분간 세포

단백질을 염색시킨다. 세포단백질과 반응하지 않은 SRB 용액은

1% acetic acid 용액으로 5회 세척하고 다시 건조한 다음

10mM Tris base buffer (pH 10.5)를 각 well에 100 µl 씩 넣

고 30분 간 방치하였다. 각 plate well의 흡광도는 560 nm에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양된 세포주는 추출

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투여한 well 내의 세포 증식 분석은

Fig. 1. Chemical structure of sappanchalcone (1) and brazilin (2).

Fig. 2. The extraction method of Caesalpinia sappan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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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반복시험을 통해 각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소목추출물의 암세포 성장영향 분석

실험에 사용된 cervical carcinoma cell 유래의 HeLa,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16 (HPV-16 ) positive cervical carcinoma cell인

SiHa, HPV-negative cervical carcinoma cell인 C33A 암세포

주를 사용하였다. SiHa 세포주는 10%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이 첨가된 DMEM배지를 사용하였으며,

HeLa 세포는 L-glutamine (300 mg/L), 25 mM HEPES, 25 mM

NaHCO3가 첨가된 RPMI1640 90%에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을 10%를 가하여 만든 배지를 사용하였다.

C33A세포 주는 DMEM과 F12배지를 1 : 1 혼합하여 FBS를 5%

가 되도록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배양된 각 세포 주들은 96 well plate에 각각 5 ×104 cell이

되도록 분주한 다음 소목의 유기용매 추출물 분획들을 DMSO

용매에 최종농도가 50 µg/ml의 농도가 되도록 각 세포주 배양액

에 투여하였다. 시험 세포주는 37C에서 5% CO2를 공급하여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2일 후에 암세포의 증식 속도비를

측정하여 소목추출물의 세포 증식능은 Skehan 등이 개발한 sul-

forhodamine (SRB) 방법17)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상기

HaCaT 세포의 증식효과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소목의 기능성 성분 추출 

건조된 소목으로부터 항균물질을 얻기 위해 일련의 유기용매로

추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건조소목을 메탄올로 침전한 후

여과 한 다음 농축하여 헥산 (소목 메탄올 추출물 :물 :헥산

= 1 : 9 : 10)으로 가하여 분리된 헥산 추출물은 0.0014%의 수율

을 나타내었다. 헥산 층으로 분리된 하층에 chloroform을 넣어

분리된 chloroform층 추출물의 수율은 0.013%이었다. 에틸아세

테이트 추출물 (KS-3)의 수율은 0.0294%이었으며, Butanol 추

출물 (KS-04)에서는 0.1104%의 수율을 나타내었다. 최종 분획

물중 물 추출물 (KS-05)은 0.1292%를 얻어 연속적인 추출과정

과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다. 소목을 연속적인 유기용매 추출에

들어가기 전 초기 methanol 냉침물을 여과하여 농축된 메탄올 추

출물 (KS-06)은 0.4819%의 수율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보아 한약재 소목은 메탄올, 물, 부탄

올, 에틸아세테이트, chloroform 및 헥산 순으로 높은 기능성

성분의 추출수율을 나타내었다.

2. 소목 추출물의 생리활성

1) 소목추출물의 상피세포 증식 유도능

소목의 유기용매 추출물 분획에서 상피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물질의 효능을 확인하고자 비종양세포주인 상피세포주 HaCaT에

소목의 유기용매 분획 별 추출물을 가한 세포와 가하지 않은 세

포의 형태를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 (Fig. 3). 그리고 각 well

에서 남아있는 세포단백질을 Tris 용액으로 용해시켜서 용해된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유기용매 추출물 분획에 따른 세포

증식효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4). 

목 유기용매 추출물의 각 분획은 HaCaT 세포 증식에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 각 분획의 특성은 세포 증식

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가지는 분획,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분획, 그리고 추출물을 가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획으로 구분되었다. 세포 증

식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가지는 분획(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

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식 유도능을 나타낸 것)으로는 에틸아

세테이트 추출물(KS-3)에서 120.2%와 물 추출물 (KS-5)에서

110.0%의 증식 촉진을 보였다. 반면에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

성을 가진 분획(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80% 이

하의 증식 유도능을 나타낸 것)은 클로로포름(KS-2) 7.2%, 부탄

올(KS-4) 28.7%, 메탄올 추출물(KS-6)에서 20.8%의 세포증식

억제를 나타내었고,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

획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80-109%의 증식 유

도능을 나타냄)은 헥산추출물(KS-1)이 대조군 증식과 유사한

98.2%의 세포증식을 보였다. 

2) 소목추출물의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체암 세포주 SiHa, HeLa 및 C33A 세포 주에 소목의 유

기용매 추출물 분획을 농도별로 가한 세포와 가하지 않은 세포

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유기용매 추출물 분획에 따른 세포증식효

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Figs. 5~7과 같다.

Table 1. Extraction yields on organic solvents from C. sappan

Extraction No. Solvents layer  yields (%)

1 (KS-1)  Hexane 0.0014

2 (KS-2)  Chloroform 0.0130

3 (KS-3)  Ethyl acetate 0.0294

4 (KS-4)  Butanol 0.1104

5 (KS-5)  Water 0.1292

6 (KS-6)  MeOH extract 0.4919

Fig. 3. Effects of C. sappan extracts against HaCaT cell line.
(microscope)

Fig. 4. Effects of C. sappan extracts against HaCaT cell line
(microscope)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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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 유기용매 추출물들이 SiHa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는

Fig. 5와 같이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분획, 그리고

추출물을 가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은 분획으로 구분 되었다. 즉, 소목 추출물 가운데

물 추출물(KS-5)만 대조군 대비 110.2%의 SiHa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켰으며, 나머지 분획은 모두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분획(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80% 이하의 세포독성을 나타냄)은 KS-2 (25.8%),

KS-3 (30.4%), KS-4 (27.4%) 및 KS-6 (22.5%) 이었다. 

소목 유기용매 추출물의 각 분획은 HeLa 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는 Fig. 6과 같이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가지는

분획,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분획, 그리고 추출물을

가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획으로 구분되었다.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가지

는 분획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

식 유도능을 나타냄)은 KS-6 (110.7%)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

성을 가진 분획(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80% 이

하의 세포독성을 나타냄)은 KS-2 (12.2%)와 KS-4 (46.5%)이고,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획 (추출물을 투여하

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80-109%의 증식 유도 능을 나타냄)은

KS-1 (98.7%)과 KS-6 (85.3%)이었다.

소목 유기용매 추출물의 각 분획은 C33A 세포 증식에 미치

는 효과는 Fig. 7과 같이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가지

는 분획,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분획, 그리고 추출물

을 가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은 분획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특

성을 가지는 분획(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식 유도 능을 나타냄)은 KS-5 (115.5%)이며, 세포증식

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분획(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

교하여 80% 이하의 증식 유도 능을 나타냄)은 KS-2 (17.4%),

KS- 4(17.8%) 및 KS-6 (25.7%)이고, 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은 분획은 KS-3 (98.2%)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아 소목 유기용매 추출물들은 세포주의

종류에 따라 세포증식 및 억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에틸

아세테이트 추출물인 KS-3의 경우 종양 세포주인 SiHa와 HeLa

세포에 각각 30.4%와 85.3%의 세포증식을 억제시켰으나, C33A

세포 주에서는 98.2%로 대조군과 유사한 세포증식을 보였고, 비

종양 세포주인 HaCaT 세포에서는 120.2%의 세포 증식 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KS-3 분획 성분이 암세포에는 증식을 유도하

지는 않고 비종양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추출물 KS-2, KS-4 및 KS-6은 대조군 대비

7.2, 28.7 및 20.8%의 높은 생장 억제 능을 보였다. 특히 KS-

1분획은 HaCaT, SiHa, HeLa 세포에는 증식 억제 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돌연변이 p53 단백질을 발현하는 C33A에는 65.5%의

증식유도능이 낮게 나타났다. C33A 세포는 암억제 단백질인 p53

단백질이 돌연변이 되어 암억제 기능이 상실된 p53단백질을 다량

발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돌연변이 p53단백질은 다수의 암조

직에서 발견되므로 KS-1 분획 성분은 p53단백질의 돌연변이로

일어난 암세포 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소목의 추출물이 인체 상피세포주와 암세포주에 대한 증식효과

와 세포독성효과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건조된 소목을 여러 유기용매를 분획 추출하였을 때 메탄

올, 물, 부탄올, 에틸아세테이트, chloroform 및 헥산 추출

물 순으로 높은 기능성 성분의 추출수율을 나타내었다.

2. 소목 추출물중 인체 상피세포주 HaCaT 세포의 증식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KS-3)과 물

추출물(KS-5)이 대조군 대비 120.2%와 110.0%의 증식

유도 능을 나타낸 반면, chloroform 추출물(KS-2), 부탄올 추

출물(KS-4) 및 메탄올 추출물(KS-6)은 각각 7.2%, 28.7%,

및 20.8%의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3. 소목 추출물 중 인체 암세포주 SiHa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는 물 추출물 (KS-5)이 110.2%의 세포증식을 유도하

였으나 나머지 분획은 모두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대조군

대비 세포독성은 메탄올 추출물 (KS-6) 22.5%, 부탄올 추

출물(KS-4) 27.4%,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KS-3) 30.4%

및 클로로포름 추출물(KS-2) 70.5%의 세포증식 억제를 나

타내었다.

4. 소목 추출물중 인체 암세포주 HeLa 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는 물 추출물(KS-5)이 110.7%의 세포증식을 유도하였

으나, 클로로포름 추출물(KS-2) 12.2%, 부탄올 추출물

(KS-4) 46.5%의 세포독성을 보였고, 헥산추출물(KS-1)은

대조군과 유사한 증식을 나타내었다.

5. 소목 추출물 중 인체 암 세포주 C33A 세포 증식에 미치

Fig. 5. Inhibition effect of C. sappan extracts against SiHa cell.

Fig 6. Inhibition effect of C. sappan extracts against HeLa cell.

Fig 7. Inhibition effect of C. sappan extracts against C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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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는 물 추출물(KS-5)이 115.5%의 세포증식을 유도

하였고, chloroform 추출물 (KS-2)은 17.4%, 부탄올 추출

물 (KS-4) 17.8%, 메탄올 추출물 (KS-6) 25.7%의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다. 반면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 (KS-3)은

98.2%의 세포증식을 보여 대조군과 유사한 생장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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