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Mushrooms 한 국 버 섯 학 회 지

244

Research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These authors contributed to this work equally.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244-248
http://dx.doi.org/10.14480/JM.2017.15.4.244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Corresponding author
E-mail : eunkyungkim@kku.ac.kr
Tel : +82-43-840-3581, Fax : +82-43-840-3585

Received December 18, 2017
Revised December 19, 2017
Accepted December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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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angiogenesis in 
prostate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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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nhibitory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PSA and angiogenesis-related factor expression
levels were investigated i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LNCaP. P. tenuipes extract significantly inhibited PSA expression in a dose-
dependent manner. We also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 of P. tenuipes extract on the expression of angiogenesis-related
genes including VEGF, MMP-2, MMP-9, TIMP-1, and TIMP-2. P. tenuipes extract significantly down-regulated the expression of
MMP-2 and MMP-9 in a dose-dependent manner. On the contrary, P. tenuipes increased the expression of TIMP-1 and TIMP-2.
Our findings indicate that P. tenuipes exhibits an inhibitory effect on angiogenesis i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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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의학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국립

암센터에서 발표된 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남

성 암 발생자수는 112,882명이다. 그 중 전립선암 발생자

수는 9,785명이며 남성 암 발생의 8.7%, 5위를 차지하였

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2012년 전립선암이 남성 암발생

률 1위로 나타났으며, 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며

기대수명이 늘어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립선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암등록통계, 2016).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에 의존적이며, 특히 dihydrotes-

tosterone (DHT)가 전립선암 유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T는 전립선 내에서 5AR2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DHT로 전환되어지며 테스토스테

론보다 5배 정도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Steers, 2001).

DHT는 남성호르르몬 수용체 (androgen receptor, AR)와

결합하여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PSA는 전립선암의 표지자로 사용되

며 PSA의 높은 발현은 종양의 발현을 의미한다 (Peracaula

et al., 2003). 따라서 전립선암 세포주인 LNCaP cell line

내 PSA의 발현정도를 통해 전립선암치료제를 선별하는

등 PSA는 유용한 전립선암 표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암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법 및 약물

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

장 큰 원인으로 암세포의 침윤 및 전이 때문이라고 알려

져 있다. 세포 주변 환경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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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면 암세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혈관신생과정

을 진행시켜 혈관을 타고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침윤

및 전이하게 된다 (Khan and Mukhtar, 2010). 또한 혈관

신생 (angiogenesis)은 종양 내에 혈관을 유도하여 신생하

는 인자로 종양에 종양증식 또는 전이소 형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조절하는 인자 중에서 혈관내피성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혈관 형성

을 자극하고 혈관 투과성을 유도하며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Ferrara et al., 1997). 또한

VEGF는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의 발현을 유

도하는데, 이 효소중 MMP-2와 MMP-9은 기저막의 주요

성분인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암세포의 전이뿐만 아니라 혈관신생과정에도 관여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Roy R. et al., 2009). 한편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 (TIMP)는 MMPs의

활성을 억제해서 종양세포의 혈관신생, 종양의 형성 및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Gomez et al., 1997).

 동충하초는 곤충의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침입하는 곤충

기생성균으로 자낭균문(Ascomycota), 핵균강(Pyrenomycetes),

맥각균목(Clavicipitales), 맥각균과(Clavicipitaceae)에 속

하는 Cordyceps 속과 불완전균류의 Paecilomyces 속,

Torrubiella 속 및 Pudonetria 속 등이 있다 (Alexopoulos

et al., 1996). 동충하초는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이 분포하

며, 국내에는 약 70여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Sung et al., 1998). 그 중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tenuipes)는 국내 연구진에의해 누에를 기주로 하여 자실

체의 인공배양에 성공하여 널리 보급되고 있는 버섯이다

(Cho et al., 1999). 항암, 면역증강, 저혈당 활성 등의 여

러 생리 활성이 알려져 있다 (Shim et al., 2000). 하지만

눈꽃동충하초와 전립선암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고, 더

욱이 혈관신생인자 억제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화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전립선암 치료약

은 부작용이 많아 환자에게 두번째 고통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유래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Kim and Kim,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을 획득하고 전립선암세포

(LNCaP)에서 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의 항전립선암 효능을

PSA 발현과 혈관신생인자 발현의 억제률을 통해 확인하

였다.

재료 및 방법

버섯시료 추출 방법
눈꽃동충하초 (Paecilomyces tenuipes)는 농촌진흥청 원

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100 g의 건조된 시

료에 물 1 L를 가해 100
o
C에서 1시간 추출하였다. 이후

10 μm filter paper에 여과시킨 여과액을 감압농축 한 후

deep freezer에 하루 냉각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건조

한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을 DMSO (dimethyl sulfoxide)

용매에 용해시켜 세포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전립선암세포인 LNCaP 세포주 (KCLB No. 21740)는

한국세포은행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CO2 세포배양

기 (37
o
C, 5% CO2)에서 10 % 소태아혈청(Gibco, USA),

1% 페니실린(Gibco, USA)이 포함된 RPMI (Gibco,

USA)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분석방법

RNA isolation
전립선암세포인 LNCaP세포는 6-well plate에 세포

(2×10
6
)를 각 well에 분주한 뒤, 24시간 후 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을 농도별 (62.5, 125, 250, 500 mg/ml)로 처리하

였다. 30분 후 dihydrotestosterone(DHT) 10 nM을 처리

한 뒤 24시간 배양시키고,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배지

를 제거한 뒤 TRIzol reagent를 1 ml 씩 분주한 뒤 준비

된 e-tube에 담았다. 4
o
C로 유지된 상태에서 각 튜브에

chlorform을 첨가하여 voltex를 20-30초 한 후 4
o
C에서

15,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이때 용액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위의 RNA가 있는 상층액을

다른 e-tube에 옮겨 담아 RNA 상층액과 동일한 양의

isopropyl alcohol을 넣고 10분간 상온에 놓은 뒤 4
o
C에서

15,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을 버

리고 75% EtOH(in DEPC water)로 washing한 후 4
o
C에

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은

버리고, 2시간 건조시킨 뒤 pellet을 DEPC water를 이용

하여 녹였다. 이렇게 추출된 RNA는 –80
o
C에 보관하였다.

전체 RNA농도 측정은 RNAse가 처리된 0.1% DEPC

water로 용해시켜 UV spectro-photometer로 260 nm/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역전사 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전립선암세포에서 semiquantitative RT-PCR법을 이용

하여 mRNA에 대한 PCR 산물을 정량하였다. 역전사반응

은 추출된 전체 RNA (1 μg)와 Oligonucleotide dT

primer (100pmol)을 Accupower
® 

RT PreMix (Bioneer

Co, Korea) tube에 혼합한 후, 반응 전체 용량을 20 μl로

하여 70°C에서 5분 동안 전처리하였다. cDNA합성은

42°C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고, 역전사 효소를 불활성

화하기 위해 80°C에서 15분동안 열처리하였다.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Accupower
® 

PCR

PreMix (Bioneer Co., Korea) tube에 역전사된 cDNA 1

μg과 각각 Forward와 Reverse Primer 10 pmol을 사용하

여 94
o
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60

o
C에서 30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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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aling, 72
o
C에서 45초간 extension의 과정을 30회 반복

하였다. 사용된 Human의 prime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PSA는 5′-GCT GAC CTG AAA TAC CTG-3′(sense),

5′-AGC CCC AAG CTT ACC ACC-3′(antisense),

GAPDH는 5'-CCA TGG GGA AGG TGA AGG TG-

3′(sense), 5-AAA TGA GCC CCA GCC TTC TC-

3′(antisense), VEGF는 5′-GGG GCA GAA TCA TCA

CGA AG-3′(sense), 5′-TTT CTC CGC TCT GAG CAA

GG-3′(antisense), MMP-2는 5′-CAG GCT CTT CTC

CTT TCA CAA C-3′(sense), 5′-AAG CCA CGG CTT

GGT TTT CTT C-3′(antisense), TIMP-1은 5′-CAA GAT

GAC CAA GAT GTA TAA AGG-3′(sense), 5′-AAC

AGT GTA GGT CTT GGT GAA G-3′(antisense),

TIMP-2는 5′-CAG CTT TGC TTT ATC CGG GC-3′와

5′-ATG CTT AGC TGG CGT CAC AT-3′이다.

PCR정량 분석
증폭된 PCR products는 1%의 agarose gel에서 전기영

동하여 band의 정량을 ImageJ 1.44d (Image J is a public

domain Java image processing program inspired by NIH

Image)를 사용하여 band를 정량화 하였다.

통계처리

자료처리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USA)을

이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대조

군과 실험군간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

물의 PSA 발현 및 혈관신생인자 억제률을 통해 전립선암

에 대한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립선암세포(LNCaP)에서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
의 PSA mRNA 발현 억제효과
전립선암에서 DHT (10 nM)로 자극한 LNCaP 세포에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 (62.5, 125, 250, 500 μg/ml)을

각각 처리한 후 24시간 뒤에 PSA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눈꽃동충하초를 처리한 군에서 PSA

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특히 Image J를 이용하여 band를 정량화한 결과

눈꽃동충하초 250 μg/ml 처리한 군에서 PS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약 70%, 500 μg/ml 처리한 군에서 약

92% 유의적 감소하였다 (Fig. 2). 

참송이버섯, 편각영지버섯 및 현미동충하초 열수추출물

을 이용하여 LNCaP 세포에서 PSA 발현 억제효과를 본

이전 연구에서도 버섯의 PSA 발현 억제효과를 볼 수 있

었다 (Kim et al., 2015). 이와 비교하였을 때 눈꽃동충하

초 열수추출물은 LNCaP 세포의 PSA 발현을 크게 억제

하여 향후 눈꽃동충하초을 활용한 항전립선암 연구에 대

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립선암세포(LNCaP)에서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
의 혈관신생인자 발현 억제효과
배양한 LNCaP 세포에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 (62.5,

125, 250, 500 μg/ml)을 처리하고 DHT (10 nM)를 처리

한 후 24시간 뒤에 RT–PCR법으로 VEGF, MMP-2,

MMP-9, TIMP-1, TIMP-2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하

여 VEGF의 발현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MMP-2의

발현은 500 μg/mg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Fig. 1.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s on the PSA expression in LNCaP.

Fig. 2.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the PSA
expression in LNCaP.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DHT
alone group shown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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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9의 발현은 250 μg/mg 처리군에서 부터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또한 MMPs의 조절인자이자 억제인자인

TIMP-1과 TIMP-2의 발현도 농도의존으로 유의적으로 증

가함을 볼 수 있었다 (Fig. 4).

TIMP-1의 단백질 발현의 증가는 MMP-9의 활성 및 단

백질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Arou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은 TIMP-1의 발

현을 농도의존적으로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LNCaP 세포에서 MMP-2와 MMP-9의 발현이 감소하였

으며 이는 혈관 기저막의 분해를 억제하여 최종적으로 눈

꽃동충하초 추출물이 전립선암의 혈관신생을 억제한 것이

라 보여진다. 한편 혈관신생 억제 기작이 TIMPs의

MMPs 저해에 의한 효과 이외에도 TIMP-2의 integrin

α3β1수용체에 대한 또 다른 경로의 작용이라는 결과가 보

Fig. 3.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the
angiogenesis factor expression in LNCaP. 

Fig. 4.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the angiogenesis factor expression in LNCaP.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DHT alone group shown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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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바 있다 (Sternlicht et al., 2001). 따라서 향후

LNCaP 세포의 혈관신생억제가 VEGF의 발현 MMPs 및

TIMPs의 상호작용 이외에 다른 경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는지 추후 연구할 계획이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눈꽃동충하초를 열수추출하여 항전립선

암 효능을 조사하였다.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은 PSA

발현을 저해하는 효능이 탁월하였으며, 또한 전립선암세

포의 혈관신생인자 중 TIMP-1과 TIMP-2의 발현을 증가

시킴과 동시에 MMP-2와 MMP-9의 발현을 감소시켜 혈

관신생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는 이후 눈꽃동충하초를 이용한 항전립선암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가 될 것이며, 혈관신생억제와 관련된 이외의

경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2017R1D1A1B03036247)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Project No. 116083-3)의 지

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Alexopoulos C. J., Mims C. N., Blackwell M. 1996. Introductory
Mycology. New York, NY: John Willey & Sons Inc.

Aroui S, Najlaoui F, Chtourou Y, Meunier AC, Laajimi A, Kenani
A, Fetoui H. 2015. Naringin inhibits the invasion and
migration of human glioblastoma cell via downregulation of
MMP-2 and MMP-9 expression and inactivation of p38
signaling pathway. Tumour Biol 37:3831-3839.

Cancer Incidence in Korea 2016. National Cancer Control
Institute. National Cancer Center of Korea

Cho SY. 1999.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of silkwormdongchunghacho
(Paecilomyces japonica). Paper presented at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rdyceps. The Korean Society Sericultural
Science and the Korean Society of Life Science, Seoul, Korea.
pp.73-82.

Ferrara N, Davis-Smyth T. 1997. The biology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Endocrine Rev 18:4–25.

Gomez DE, Alonso DF, Yoshiji H, Thorgeirsson UP. 1997.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s: structure, regulation and
biological functions. Eur J Cell Biol. 74:111–122. 

Khan, N. and Mukhtar, H. 2010. Cancer and metastasis:
prevention and treatment by green tea. Cancer Metast Rev.
29:435–445.

Kim EJ, Kim JH. 2015. Fibrinolytic, thrombin inhibitory, anti-
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Pleurotus
ferulea. J Mushrooms 13:30-36.

Kim EK, Tang YJ, Choi HR, Choi EJ. 2015. The effect of the
mushrooms extract on the PSA expression in prostate cancer
cells. J Mushrooms. 3:181–184. 

Peracaula R, Tabares G, Royle L, Harvey DJ, Dwek RA, Rudd
PM, de Lorens R. 2003. Altered glycosylation pattern allows
the distinction between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from
normal and tumor origins. Glycobiol. 13:457–470.

Roy, R., J. Yang, and M. A. Moses. 2009. Matrix metalloproteinasesas
novel biomarkers and potential therapeutic targets in human
cancer. J Clin Oncol. 27:5287-5297

Shim JY, Lee YS, Lim SS, Shim KH, Hyun JE, Kim SY, Lee EB.
2000. Pharmacological activities of Paecilomyces japonica, A
new type Cordyceps sp. Kor J Pharmacogn. 3:163-168.

Steers WD. 2001. 5alpha-reductase activity in the prostate.
Urology 58: 17-24.

Sternlicht, M. D. and Z. Werb. 2001. How matrix
metalloproteinases regulate cell behavior. Annu Rev Cell Devel
Biol. 17:463-516.

Sung JM, Yoo YB and Cha DY. 1998. Mushroom Science. Kyo-
Hak Publishing Company. Seoul, Korea. pp.95-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