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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악성종양은병리학적으로는암이라규정하고있으며, 체내

각부위로의확산과빠른침윤성성장및전이와같은특이성

을지니고있어생명의위험을초래할뿐만아니라현재인류

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성 있는 전신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암은 정상세포가 외부의 발암물질원에 의해 다단계로

진행되며 크게 개시(initiation), 촉진(promotion), 그리고 진

행(progression)의 세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개시단계에

서 발암물질이 세포의 정보전달물질인 DNA에 구조적 손상

을주어돌연변이를유발하는과정으로비가역적으로진행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손상된 DNA가 수복되지 않으

면돌연변이(mutation)를일으킨DNA의세포분화과정에서

복제되어 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된다.  촉진단계는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킨 정상세포의 유전자적 손상이 점차적으로

확 되고세포증식이증가되어전암세포로전환된후양성암

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후 양성암이 더욱 분화하여 악성

으로 변형되는 최종단계를 진행단계라 한다. 이러한 다단계

과정으로 일어나는 암 발생과정은 여러 가지 천연 또는 화학

적화합물에의해억제되거나지연될수있다. 암예방은이러

한다단계적발암과정을저해하거나억제시키는효과를말하

는것으로발암물질로부터노출을막거나개시단계를억제함

으로써 사람의 암을 감소시키는 데 이용되는 예방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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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Xanthium sibiricum Patr. on carcinogenesis. Method: Water
extract from Xanthium sibiricum Patr. (XPW) was prepared and investigated for the potential antitumor activity and inhi-
bition of benzo[a]pyrene-DNA adduct formation and free radical formation.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water pos-
sess considerable toxicity toward tumor cell lines. Concentration of XPW at 1.0 mg/mL and 2.5 mg/mL resulted in more
than 30% inhibition of growth in HeLa cells. Toxicity of XPW to A549 revealed that 54% inhibition of growth at concen-
tration of 2.5 mg/mL. At concentrations of 0.5 mg/mL, 1.0 mg/mL and 2.5 mg/mL of XPW, the binding of [3H]B[a]P metabo-
lites to DNA of human Chang cell was inhibited by 19%, 33%, and 41%, respectively. There 18% and 32% inhibition in
the free radical formation with XPW at the concentration of 1.0 mg/mL and 2.5 mg/mL, respectively. Conclusion: Water
extract from Xanthium sibiricum Patr. (XPW) has antitumor and cancer chemopreven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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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악성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치료법

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한계성 및 독성문제, 부작용등의 문제

점을가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

안으로새로운천연물에서안전성이있는약물개발이절실히

요구되고 있다(Song  et al., 1999).  암에 관련된 제재 개발

연구는발병된암을치료할수있는항암제개발과암의진행

과정을 저지할 수 있거나 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 개

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항암제의 독성

에의한부작용으로암이발병하기전에막을수있는암발생

억제물질(chemopreventive agents)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Sheela et al., 1994). 

창이자(Xanthium sibiricum Patr.)는국화과에속하는도

꼬마리(Xanthium strumarium L.) 열매로서 악혈, 장기육,

풍양, 폐위, 두창, 옹종, 여양, 음퇴, 요혈종통, 간열, 나역, 골

절, 악창등의효능이있다고알려져있다(이시진, 1992). 이에

본논문에서는창이자열수추출물을준비하여사람의암세포

에의 독성효과, 발암물질과 DNA 결합 억제 및 자유기 소거

효과를 측정하여 창이자의 암 발생 억제 효과에 해 증명하

고자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이자의 사람 세포주에서의 암세포 독

성효과, Carcinogen-DNA 결합억제효과및자유기소거효

과를통하여발암억제효과를규명하는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창이자 열수추출물을 이용하여 사람 세포주에

서의발암억제효과를규명하기위한순수실험연구이다.

2. 실험재료

1) 시약

Minimum Essential Medium Eagle’s (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RPMI 1640, antibi-

otics, trypan blue, dimethylsulfoxide (DMSO),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

mide (MTT), 99% ethyl alcohol anhydrous, Hanks’bal-

anced salt solution (HBSS), phorbol-12-myristate-13-

acetate (TPA), cytochrome C, proteinase K, potassium

acetate, Tris-EDTA buffer, RNase A, RNase T1, Tris-

HCl, bovine serum albumin (BSA)는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고, fetal bovine serum (FBS)은

Join Bio-Innovation (JBI)사(Daegu, Korea) 제품을 사용

하 다. 기타시약은세포배양용및1급시약을사용하 다.

2) 시료 제조

창이자 60 g을 조말하여 3차 증류수 400 mL을 가한 뒤

rotary evaporator (BUCHI RE121, Switzerland)에서 3시

간 진탕하여 추출하고 여과한 후 4℃, 3,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 200 mL을 감압농축하여 pH

7.4로 적정한 후 저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membrane fil-

ter (0.22 μm, Whatman. Germany)로여과하고, 여과된생

약 열수추출액을 freezer dryer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시킨

후 건조중량(2.9 g)을 측정하 다. 그리고 실험 조건에 사용

되는배지및증류수에희석시켜실험에사용하 다.

3. 실험 방법

1) 세포배양

계 보존중인사람의자궁경부암HeLa 세포는10% FBS

이 첨가된 MEM 배지로, 사람의 폐암세포주 A549와 사람의

정상 간세포 Chang cell은 10% FBS가 첨가된 DMEM 배양

액으로, 사람 백혈병세포 HL-60은 10% FBS이 포함된

RPMI 1640 배양액에서각각배양하 다. 배양액은3 또는4

일 간격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들 세포는 액체질소의 기체상

태(-150℃)에보존해두었다가같은passage 번호를가진세

포를 녹여서 실험에 사용하 으며, 세포의 생존은 trypan

blue dye exclusion 방법으로확인하 다. 

2) 암세포 독성효과(MTT assay)

실험에 사용한 적정 세포수는 세포부유액을 세포 도 1/2

로 희석하면서 접종한 후 96-well plate를 37℃, 5% CO2 하

에서 3일간 배양한 후 MTT 처리 후의 흡광도를 측정하 다.

세포농도에따른지수곡선에서흡광도가0.6-0.7인부분의

세포농도가 적정세포의 수로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적정수

의세포(HeLa 1×104, A549 1×104)를200 mL의배지에부유

시켜96-well plate에접종시키고CO2 incubator에서24 시

간 배양 후 농도별 시료가 포함된 새 배지를 200 mL씩 각

well에 가하 다. 세포를 시료가 첨가된 배양액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PBS에 녹인 20 mL MTT 용액(5 mg/mL PBS)을

128 소명숙



well에 넣고 4시간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게 한다. 450×g

에서5분간원심분리한후배양액을버리고DMSO와ethanol

을 1:1 섞어 만든 용액 150 mL씩 각각의 well에 넣어 20분간

fomazan 결정을용해하여ELISA microplate reader (Mole-

cular Devices, CA, USA) 560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 다.

3) Carcinogen-DNA binding 억제 효과 측정

DMEM 배지에Chang cell을부유시켜6-well plate에접

종시키고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18시간 경

과 후, 배지를 교환하여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10 mM

[3H]B[a]P (Amersham Life Science, Buckinghamshire,

England)을처리하여24시간동안배양하 다. DNA 추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Sharma et al., 1994). [3H]B[a]P에

처리된 세포는 PBS로 세척하고, proteinase K (100 mg/mL)

가 함유된 0.2 M Tris-0.1 M EDTA (pH 8.5) buffer 0.5

mL을 각 well에 처리하 다. 효소의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10분동안배양한뒤, well로부터세포를떼어내어회수

하 다. 회수된 세포를 10% SDS 용액을 첨가하여 55℃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여 단백질을 제거하 으며, 5 M potassi-

um acetate 용액을 첨가하여 30분 동안 4℃에서 세포를 방

치한뒤, 13,000×g에서15분간원심분리하 다. 상층액만을

취한 뒤, 상층액 2배의 양의 cold ethanol을 첨가하 고,

DNA를 침전시키기 위하여 -20℃에 12시간 이상 방치하

다. 13,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제거

하여 DNA를 회수하 다. DNA pellet은 70% ethanol에 세

척한 뒤 500 mL of 10 mM Tris-1 mM EDTA (pH 8.0)

buffer로 현탁하 으며, RNA를 제거하기 위하여 RNase A

와 RNase T1을 각각 5 mL씩 첨가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 다. DNA 함유량은 260 nm (1 A260 nm unit=50

mg)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결정하 고, 흡광도를 측정한 뒤

잔량의 DNA는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Beckman LS

6500, Fullerton, USA)를이용한radioactivity 측정에사용

하 다. 시료에 의한 carcinogen-DNA binding 억제 효과

는다음공식으로계산하 다.

Inhibition(%) = [1 -cpm per mg DNA (sample-treated

cells)]×100cpm per mg DNA (control cells)

4) 자유기 소거효과 측정

자유기(free radical) 소거효과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Davis et al., 1980). 1×106개의 HL-60 세포를 HBSS에 부

유시켜96-well plate에접종시키고자유기를형성시키기위

하여8 mM phorbol-12-myristate-13-acetate (TPA)를처

리하여 1 시간 동안 CO2 배양기(37℃, 5% CO2)에 배양 하

다. 배양 후 시료를 각각 처리한 뒤, 160 mM cytochrome C

을 각 well에 첨가하여 배양기에 20분 동안 배양하 다.

Cytochrome C의 환원은 550 nm에서 측정하 다. 최 자

유기(maximum free radical) 형성을 보기 위해서 TPA에

cytochrome C를 처리하 고, 창이자 열수추출액에 의한 자

유기소거효과는다음과같은공식으로계산되었다. 

% of inhibition=[1-(tested sample/control)]×100

4. 자료 분석 방법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에 한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수행하여 결과치는 p 값

이.05 미만을통계학적으로의미있는것으로간주하 다.

연구 결과

1. 암세포 독성효과

창이자 열수추출물을 암세포(HeLa, A549)에 처리하여 살

펴보았다. 사람의 HeLa 세포주와 A549 세포주에 한 창이

자 열수추출물의 세포 독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HeLa 세포

에서시료0.5 mg/mL, 1.0 mg/mL과2.5 mg/mL를처리한

후72시간배양에서29%, 34%와47%의세포성장억제효과

가 나타났다(Fig. 1). A549 세포에서는 0.5 mg/mL, 1.0

mg/mL과 2.5 mg/mL를 처리했을 때 37%, 49%와 54%의

억제효과가 나타났으며(Fig. 2), A549 세포에서 HeLa 세포

보다 더 높은 성장 억제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창이자 열

수추출물은 농도가 높을수록 암세포 독성효과가 증가하 으

며, HeLa세포와 A549 세포를 비교하면 A549 세포에서 더

높은세포성장억제효과가있었다.

2. Carcinogen-DNA 결합 억제 효과

창이자열수추출물에의한carcinogen-DNA 결합억제효

과를측정한결과, 1.0 mg/mL 농도에서는33% (p<0.05), 그

리고 2.5 mg/mL 농도에서는 41% (p<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결과를나타내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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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기 소거효과

창이자 열수추출물이 TPA에 의해서 유도된 자유기(free

radical)를 소거시키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창이자 열수추출

물은 2.5 mg/mL 농도에서 32%의 소거효과가 있었다(Fig.

4). 그러므로 창이자 열수추출물은 발암물질에 의해 형성된

자유기를효과적으로억제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논 의

현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전신성 질환으로

인식하고있는악성종양을치료하기위해새로운천연물에서

안전성이 있는 약물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Song  et

al., 1999).  암에 관련된 제재 개발연구는 발병된 암을 치료

할수있는항암제개발과암의진행과정을저지할수있거나

암발병을예방할수있는물질개발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

다. 특히근래에는항암제의독성에의한부작용으로암이발

병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암발생 억제물질(chemopreven-

tive agents)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Sheela et al., 1994)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악혈, 장기육, 풍

양, 폐위, 두창, 옹종, 여양, 음퇴, 요혈종통, 간열, 나역, 골절,

악창 등의 효능이 있다(이시진, 1992)고 알려져 있는 국화과

에 속하는 도꼬마리(Xanthium strumarium L.) 열매인 창

이자(Xanthium sibiricum Patr.) 열수추출물을준비하여사

람의 암세포에의 독성효과, 발암물질과 DNA 결합 억제 및

자유기 소거효과를 측정하여 창이자의 암 발생 억제 효과에

해증명하고자하 다. 

창이자 열수추출물을 암세포(HeLa, A549)에 처리하여 살

펴본결과열수추출물의농도가높을수록암세포독성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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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vitro toxicity assay of XPW to HeLa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72 hrs with XPW at the concentrations indicated. Val-
ues represent mean±SD (n=3). *p<.01,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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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 vitro toxicity assay of XPW to A549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72 hr with XPW at the concentrations indicated. Val-
ues represent mean±SD (n=3). *p<.05, �p<.01, �p<.005 com-
pared with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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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ion of the binding of B[a]P metabolites to DNA of Chang
cells. B[a]P-DNA binding was determined in the presence of XPW.
Values represent mean±SD (n=3). *p<.05, �p<.01 compared with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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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XPW on free radical formation in TPA-induced HL-60
cells. Experimental details are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D (n=3). *p<.01 compared with the con-
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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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으며, A549 세포에서 HeLa 세포보다 더 높은 성장

억제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창이자 열수추출물은 농도가

높을수록 암세포 독성효과가 증가하 으며, HeLa 세포와

A549 세포를비교하면A549 세포에서더높은세포성장억

제효과가있었다. 

또한 부분의외부발암물질은cytochrome p-450-depe-

ndent monooxygenase system에의해 사되어전자친화적

물질(electrophilic product), epoxides 또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된다. 이러한발암물질의친전자적성질로인하여세포

의 정보 전달물질인 DNA에 구조적 손상을 주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과정은 비가역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손상된 DNA가 수복되지 않으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DNA의세포분화 과정에서 복제되어 세포가 암세포로 전환하

게되는것이다.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은

B[a]P와같이잘알려진발암물질을포함한화학물질로직업적

으로나, 흡연, 숯불에그을린음식등에의해사람들은이러한

화학물질에노출된다(Perera et al., 1982). 많은포유동물세포

는 carcinogen-metabolizing enzymes에 의해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을 polycyclic phenols, dihydrols,

epoxides, quinones, 그리고water-soluble conjugates로

사시킨다. 이러한 반응성이 높은 중간 사물은 DNA, RNA와

결합하고이결합의강도는hydrocarbons의발암의유효성과

관계가 있다(Arnould et al., 1997; Lim et al., 1994 Santella

et al., 1990; Sims & Grover, 1974;). B[a]P-DNA adducts

는폐암환자의폐조직에서발견되었으며음식물에포함된여

러식물phenols 성분이발암과정을억제하는것으로알려져

있고 표적인 carcinogen-DNA 결합 억제물질로 ellagic

acid가 있으며, 암예방 물질은 무독화효소 유도 혹은 활성효

소 억제에 의해 carcinogen-DNA 결합을 억제하게 된다

(Teel et al., 1986). 본연구결과에의하면창이자열수추출물

은carcinogen-DNA 결합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유의성

있는결과를얻었을수있었다. 

마지막으로세포의 사부산물로생성된자유기(free rad-

ical)는 지질과산화를 유발하여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며, 자

유기를 생성하는 효소계는 xanthine oxidase 및 aldehyde

oxidase 들이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병적 상태가 진행되나 과잉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가수

분해를 받을 경우에는 oxidase형으로 형전환이 일어나는 것

으로알려져있다(Tubaro et al., 1980). 내부및외부의요인

에 의해 과도한 자유기 체인의 작용과 그 사과정에서 생성

되는 세포 내의 활성 산소종은 DNA 손상, 노화와 관련된 세

포의 퇴화 및 암의 발생을 일으키게 된다(Cerutti, 1985). 자

유기와 관련한 활성 산소들은 산소의 사 동안 생화학적 반

응에 의해 생성되며, tumor promotion에 중요한 작용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nnedy et al., 1984). 나아가

tumor promotion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protease

inhibitors가자유기형성을억제할수있고, vitamin A 유도

체가 tumor promotion을 억제하고 여러 retinoid 화합물은

phagocyte O2- 생성의 억제제이다(Troll et al., 1970). 그러

므로 자유기 scavengers의 섭취에 의해 자유기에 의한 손상

에서정상조직을보호할수있을것이다. TPA에의해유도된

자유기가 창이자 열수추출물을 처리하 을 때, 소거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생약 창이자는 외부 물질 또는 사물에

의해일어날수있는돌연변이와암발생을억제할것으로사

료되나, 이 결과를 토 로 창이자추출물의 항암제로서의 개

발을 위해 더 심도있는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창이자 열수추출물의암세포에의독성, carcinogen-DNA

결합억제및자유기소거효과를측정하 다. 그결과창이자

열수추출물은 사람의 자궁경부암 HeLa 세포와 사람의 폐암

세포주 A549 세포에 농도의존적 독성효과를 나타내었다.

B[a]P 사물과 DNA의 adduct 형성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

과 창이자 열수추출물은 발암물질과 DNA의 결합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 다. 또한 추출물은 TPA에 의해서 유도된 자유

기(free radical)를소거시키는효과가있었다. 그러므로생약

창이자는외부물질또는 사물에의해일어날수있는돌연

변이와암발생을억제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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