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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뽕나무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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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develop as a natural source of anticancer materials of Cudrania tricuspidata, the cytotoxicity of

methanol extracts by harvesting parts and times against 8 cell lines including 293 (normal kidney cells) and A-431 (epider-

moid carcinoma cells) were investigated using MTT assay. All harvesting parts had hardly cytotoxicity against 293. And

methanol extracts of stem bark and root bark showed very high cytotoxicities against 7 cancer cell lines. The cytotoxicity

was the highest against HeLa (cervix adenocarcinoma cells) and followed by MCF-7 (breast adenocarcinoma cells), AGS

(stomach adenocarcinoma cells), HT-29 (colon adenocarcinoma cells), HepG2 (hepatoblastoma cells), A549 (lung carcinoma

cells) and A-431. By the way, leaf extract had a cytotoxicity against only AGS and ripe fruit extract had no cytotoxicity.

Among harvesting times, the cytotoxicity of root bark were high from April to September but that of stem bark showed a lit-

tle difference. These results showed that anticancer activities of Cudrania tricuspidata extracts were eventful changes by har-

vesting parts an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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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꾸지뽕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서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식용 (잎, 열매), 약용 (줄기), 토목공사재, 신탄재, 누

에의 사료 (잎), 조경용, 섬유용 (잎)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진

다. 꾸지뽕나무의 연구는 주로 항암 (Lee et al., 1994a)과 항

산화 (Choi et al., 2009a; Chon et al., 2005; Lee et al.,

1994b)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항균 (Choi et al., 2009b; Lee

et al., 2004), 항당뇨 (Park et al., 2001) 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실시되어 다양한 효능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암물질을 갖는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Ha et al., 2010; Seo et al., 2011)

특히 꾸지뽕나무의 항암 활성을 보이는 물질에 관한 연구는

Lee 등 (1994b)에 의해 시작되어 taxifolin, orobol, eridictyol,

dihydrokaempferol, steppogenin 등과 같은 flavonoid계 화합

물이 분리되었고 이들의 세포독성을 비교한 결과 taxifolin을

제외한 4종의 화합물이 P388 cell (임파성백혈구계 세포)에 대

해 높은 항암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gericudranin

A~E 등도 분리되었는데 (Lee et al., 1994a; Yoo, 1995) 다양

한 부위에서 여러 성분들이 분리동정되었다. 근피의 메탄올 추

출물에서도 간 보호 효과가 높으면서 간암세포인 HepG2에

세포독성을 보이는 cudratricusxanthone A, cudraxanthone

L, cudratricusxanthone E, macluraxanthone B 등이 동정

되었다 (Tian et al., 2005). 또한 Zou 등 (2004)은 뿌리에서

isoprenylated xanthone 8종을 분리하여 cudratricusxanthone

A~H로 명명하고 이와 함께 10종의 화합물도 분리하였으며 3종

의 화합물에서 높은 항암활성을 검정한 바 있다. Lee 등 (2005)

도 수피에서 항암활성 높은 isoprenylated tetrahydroxyxanthone

3종을 분리하였다.

이렇게 꾸지뽕나무에서 많은 항암 활성에 관한 연구가 실시

되어 다양한 항암성분들이 분리되어졌고 세포독성을 보이는

성분 역시 부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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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수확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포독성을 비교한 연구는 전

무하기 때문에 실제 항암제로서 효능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꾸지뽕나무의 줄기와 뿌리는 민간에서 암 치료용으

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꾸지뽕나무의 식용 가능 부위로 열매와 잎만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줄기와 뿌리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용작물로서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꾸지

뽕나무를 지역특산 작물로 개발하고 활용부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수확부위 및 시기에 따른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암세포주에 대한 항암효과를 세포수준에서 상호 비교 검토하

여 약재와 가공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꾸지뽕나무의 수확부위별 항암효과를 알아보고자 진안 백운

시험포에서 2006년 5월 24일 시료를 채취하여 줄기 (수피 제

외), 수피, 뿌리 (근피 제외), 근피, 잎으로 이용부위를 나누고

열매는 10월 11일 채취하여 성숙정도에 따라 미성숙과, 적숙

과, 과숙과 등 3단계로 분류하였다. 45oC에서 24시간 건조 후

마쇄하여 500㎛ 이하로 선별한 시료 5 g을 메탄올 150㎖에

넣어 25℃에서 24시간, 200 rpm으로 3회 진탕추출한 후 회전

감압 농축기로 농축하고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여 추출물을 준

비하였으며 처리농도는 50~250㎍/㎖이었다.

수확시기별 세포독성을 살펴보고자 2월부터 10월까지 시료

를 채취하고 수확부위별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물을 준

비하였으며 처리농도는 250㎍/㎖이었다.

2. 세포독성 검정

시험에 사용된 8종의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 (KCLB,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다. 293 (정상 신장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 25 mM 4-

(2-hydroxyethyl)-1-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HEPES)

(Gibco, New York, USA) 배지에, A-431 (피부암세포)는

DMEM 배지, A549 (폐암세포), AGS (위암세포), MCF-7

(유방암세포), HeLa (자궁암세포)는 RPM1 1940 (Gibco,

New York, USA), HepG2 (간암세포)는 Minimum Essential

Medium (Gibco, New York, USA) + 25 mM HEPES 배지,

HT-29 (대장암세포)는 RPMI 1640 + 25 mM HEPES 배지에

각각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를 trypsin + EDTA (Gibco,

New York, USA)로 탈립시킨 후 세포 종류에 따라 ㎖당

1~3×104로 조정하여 microplate well당 200㎕씩 분주하고 24

시간 동안 37℃의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시료 5㎎

을 2%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가 첨가된 1㎖ PBS 용액에 녹인 후

0.2㎛ membrane filter로 제균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배지 190㎕를 첨가한 후 10~50㎍/㎖로 희석된 시

료 10㎕를 주입하여 최종 농도를 50~250㎍/㎖로 처리하였

는데 이 때 대조구로는 2% DMSO + PBS 용액을 사용하였다.

3일 동안 37℃의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생존된 세포를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용액으로

염색하고 DMSO로 녹여 ELISA reader (Spectra Max 190,

Molecular Devices, Downingtown, USA)를 사용 570㎚에서

흡광도를 검정하였으며 대조군 흡광도에 대한 시료처리군 흡

광도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세포생존율을 구하였는데

이 때 3반복으로 조사하였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를 위해 SAS 프로그램 (SAS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one 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차

를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확부위 및 농도별 세포독성

꾸지뽕나무의 수확부위에 따른 메탄올 추출물의 정상 신장

세포주인 293에 대한 세포독성을 검정한 결과 줄기 (수피 제

외), 수피, 뿌리 (근피 제외), 근피, 잎, 미숙과, 적숙과, 과숙과

등 모든 부위에서 99.3%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세포독성

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수피와 뿌리 (근피 제외), 근

피 추출물을 50~250㎍/㎖의 농도 처리를 했을 때 농도 증가

에 따라 293 세포생존율이 14.0% 이상 향상되었다 (Fig. 1).

A-431 등 암세포주 7종에 대한 세포독성은 수확부위에 따

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메탄올 추출물을 250㎍/㎖ 농

도로 처리시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낸 부위는 줄기 (수피 제외),

수피, 뿌리 (근피 제외), 근피이었는데 줄기 (수피 제외)에 비

해 수피에서, 뿌리 (근피 제외)에 비해 근피에서 높은 세포독

성을 보였다. 수피와 근피는 7종의 세포주에 대해 90.9% 이하

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는데 특히 HeLa (자궁암세포)과 MCF-7

(유방암세포)에 대해 50% 미만의 생존율을 보여 높은 세포독

성을 보였다. 나머지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AGS (위암세

포), HT-29 (대장암세포), HepG2 (간암세포), A549 (폐암세포),

A-431 (피부암세포) 순으로 낮아졌다.

수피에서 항암활성을 보이는 물질은 orobol, eridictyol,

dihydrokaempferol, steppogenin 등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계 화

합물로 P388 cell에 대해 높은 항암 활성이 보고된 바 있

다 (Lee et al., 1994b). 또한 수피에서 분리된 항암 물질

인 gericudranin A, B, C는 dihydroflavonol인 6,8-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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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benzyltaxifolin, 8-p-hydroxybenzyltaxifolin and 6-

p-hydroxybenzyltaxifolin로 동정되었으며 인간의 CRL1579

(피부암세포), LOX-IMVI (피부암세포), MOLT-4F (백혈구계

세포), KM12 (결장암세포) and UO-31 (신장암세포) 등에 세

포독성을 지니며 이 때 ED50 값은 2.7~31.3㎍/㎖로 높은 활

성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항암 성분들 중 C-benzylated

flavonoid 구조를 지닌 gericudranin A가 특히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Lee et al., 1996)

gericudranin A의 구조를 변형시켜 더 높은 세포독성을 보이는

3-deoxygeriducranin A가 합성되기도 하였다 (Choi et al.,

1997). 또한 Park 등 (1999)도 새로운 항암성 물질 개발을 위

해 gericudranin E가 gericudranin A보다 더 높은 항암 활성

을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Yoo, 1995) 다양한 gericudranin E

유도체인 GER-I과 GER-II를 합성하고 MTT assay를 통해

항암 활성을 검정하였으나 효과적인 유도체를 개발하지 못했다.

Zou 등 (2004)은 뿌리에서 분리한 다양한 xanthone

Fig. 1. Cytotoxicity of Cudrania tricuspidata methanol extracts according to harvesting parts and sample concentration.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of one-way ANOVA an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최소라·유동현·장 익·안민실·송은주·서상영·최민경·김영선·김명곤·최동근

156

과 flavonoid 물질이 인간의 소화기관 암세포주인 HCT-116 등

4종에 대한 세포독성을 구하고자 IC50 값을 구한 결과 xanthone

인 cudratricusxanthones B, D, E, G와 cudraxanthones M,

toxyloxanthone C, xanthone V1a와 flavonoid인 cycloartocarpesin,

cudraflavone B 등이 암세포 사멸 효과가 높았다. 이들은 이

러한 결과로 xanthone과 flavonoid 화학식의 구조에 따른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근피

의 chloroform 추출물에서는 A549와 SKOV3 (자궁암세포)에

세포독성을 갖는 tetrahydroxyxanthone, macluraxanthone,

cudraxanthone L 등이 분리된 바 있다 (Lee et al., 2005).

또한 메탄올 추출물에서도 HepG2 생장억제에 효과적인

cudratricusxanthone A, cudraxanthone L, cudratricusxanthone

E, macluraxanthone B 등이 동정되었다 (Tian et al., 2005).

이렇게 수피와 근피에서 다양한 항암 물질들이 동정되어 수

확부위에 따라 다른 항암 물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

한 성분은 대부분 xanthone과 flavonoid류로 단일 물질이 아

닌 여러 물질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잎 추출물은 293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

라 HepG2의 생육도 다소 촉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머

지 암세포주에 대해서는 68.4~92.6%의 세포생존율을 보

였는데 특히 AGS에 대해 낮은 세포생존율을 나타냈다. 잎의

경우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 역시 항

산화성에 국한되어 있다 (Choi et al., 2009a; Cho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높지 않은 세포독성을 보였다.

열매의 성숙정도에 따라 세포독성을 조사한 결과 293 정상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숙과에서 A549,

AGS, HepG2에 대한 세포생존율이 79.5~89.9%를 보여 높지

않은 암세포 생장 저해 활성을 보였다. 또한 적숙과와 과숙과

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열매의 항암활

성 효과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리활성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료 처리농도에 따른 세포생존율의 변화는 다양하였다. 거

의 모든 수확 부위에서 50㎍/㎖에서 250㎍/㎖로 농도가 증

가할 경우 대체로 293 세포의 생장은 촉진하였고 기타 7종의

암세포의 생장은 억제하였다. 시료 농도의 변화에 많은 세포생

존율의 변화를 보인 암세포는 AGS, HeLa, HT-29, MCF-7

이었는데 특히 50㎍/㎖의 저농도부터 세포독성을 보이는 수

확부위는 수피와 근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위는 저농도 처리

에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2. 수확시기별 세포독성

줄기 (수피 제외), 수피, 뿌리 (근피 제외), 근피, 잎의 수확

시기별 세포독성을 조사한 결과 (Fig. 2) 정상 세포와 암세포

에 대한 세포생존율은 시료의 수확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였다. 동일한 세포주일 경우에도 수확시기에 따른 세포생존율

의 차이가 많아 줄기 (수피 제외)는 54.6%, 수피는 31.5%,

뿌리 (근피 제외)는 58.3%, 근피는 64.4%, 잎은 29.8%로 나

타났다. 또한 근피를 제외한 나머지 수확부위에서 정상세포인

293에 대해 일부 수확기에 약간의 세포독성을 보였는데 줄기

(수피 제외)는 7월과 9월, 수피는 6~9월, 뿌리 (근피 제외)는

5월과 9월, 잎은 7월의 시료에서 293 세포에 대해 90% 이하

의 세포생존율을 보이긴 하였으나 심하지 않은 경향이었다. 근

피는 다른 부위와 달리 293 세포의 생장을 촉진시켜 모든 수

확기에 113.8%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는데 특히 휴면기인

2월에 수확할 경우 178.2%의 높은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줄기 (수피 제외) 부위는 7~9월에 시료를 채취했을 때 A-

431를 제외한 나머지 암세포주에 대해 83.6% 이하의 세포생

존율을 보여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으며 수피는 수확시기에 따

른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 차이가 13.8~31.5%로 크지 않았다.

뿌리 (근피 제외)는 수확시기에 따라 세포생장에 미치는 영향

이 높아 2월과 4월에 수확할 경우 A549, AGS, HepG2,

HT-29 등의 세포생존율이 108.9% 이상으로 암세포 생장을 오

히려 촉진하였으나 생장이 활발히 이뤄지는 5월과 9월에

AGS, HeLa, MCF-7에 대한 세포생존율은 84.1% 이하로 상

당히 세포독성이 높았다. 근피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뿌

리 (근피 제외)와 달리 4월에 수확한 시료에서도 AGS, HeLa,

MCF-7에 대해 63.6% 이하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높은 세포독

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용부위와 시기에 따른 꾸

지뽕나무의 생리활성 차이는 상당히 많았는데 항산화성과 항

균성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된 바 있다 (Choi et al.,

2009a, b). 따라서 생리활성이나 유효성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는 수확부위와 시기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잎의 경우 5, 6월에 수확했을 때 AGS와 MCF-7 세포에서

82.2% 이하의 낮은 세포생존율을 보여 효과적이었으나 전반

적으로 수확시기에 따른 세포독성의 차이는 적었다. 꾸지뽕나

무 잎의 항산화성과 항균성은 대체로 5~7월에 높아지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어 (Choi et al., 2009a, b) 본 실험의 항암 효

과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로써 식물 체내 생리활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수확시기에 따라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 민간에서 항암제로 사용하는 꾸지뽕나무의 이

용부위와 수확시기를 달리했을 때 정상세포 293에 대한 세포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피와 근피에서 암세포주 7

종에 대해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는데 항암 효과는 HeLa,

MCF-7, AGS, HT-29, HepG2, A549, A-431 세포주 순으로

낮아졌다. 잎에서는 AGS에 대한 세포독성이 나타났으며 열매

에서는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항암 효과가

높았던 근피는 휴면기보다 생장기인 4~9월에 수확했을 때 세

포독성이 높았으나 수피는 수확시기에 따른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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