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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세포가 이식된 동물모델에서 사리장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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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anti-cancer effect of Sarijang, which is a mixture of extracts
from purple bamboo salt, Rhynchosia nulubilis, garlic, and Ulmi cortex. Nude mice were injected with a human-derived
colorectal cancer cell (HCT116 cell line) and subsequently administered Sarijang for 4 weeks, following which the body
weight, organ weight, and tumor size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anti-cancer mechanism of Sarijang, the levels of p-
16 an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cell cycle regulators in colorectal cancer,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toxicity of Sarijang on liver and kidney, aspartate transaminase, alanine transaminase, blood urea nitrogen, and
creatinine were analyzed. Sarijang not only reduced the tumor size by enhancing p16 and suppressing ERK, but also
showed no side-effect in the liver and kidneys. Taken together, Sarijang has the potential to inhibit tumor growth without
side effects, and may be used as a useful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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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현재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의 1

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향후 환경오염, 수명연장, 음식문화의 변

화 등으로 암환자의 발생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Jung

등, 2015). 정상적인 세포는 적절한 분열과 사멸을 통하여 세포

수의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암세포는 세포주기 조절의 교란에 의

해 불멸세포화(immortalization)되어 끊임없이 증식되며 다른 조직

으로의 침습(invasiveness)과 전이(metastasis)를 통하여 장기의 기

능을 손상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de Leon 등, 1994;

Klaus 등, 1998). 암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처치, 방사선 요

법, 화학용법 및 면역요법 등이 있으나, 치료 후의 부작용, 재발

과 합병증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

키면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 소재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사리장은 자죽염(purple bamboo salt)과 서목태(Rhynchosia nulu-

bilis), 마늘(garlic)과 유근피(Ulmi cortex)를 혼합 추출한 것으로 그

원료들과 사리장 자체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죽염

은 한국에서 유래된 기능성 소재로써 약 1,000년 전부터 의료용

소금으로 제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o 등, 2013).

본 시험에 사용된 죽염은 대나무에 천일염을 채운 후 1,000-

1,500oC에서 9번 구워 보라색을 띄도록 만든 자죽염으로 일반 죽

염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u 등,

2000; Shin 등 2004; Kim 등, 2010). 현재 죽염은 한국뿐만 아니

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잘 알려진 전통의학 소재로써(Kim 등,

2010; Shin 등, 2003) 70 종 이상의 필수 무기질과 미량영양소

(micronutrients)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암, 항바이러스 제제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Asada 등, 2002; Zhao 등, 2013). 현재

죽염은 항염증, 항산화제로써 치과질환과 구강 위생을 위한 치약

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Li 등, 2004). 검은콩 중

하나인 서목태는 아글리콘, 제니스테인 그리고 다이드진 등의 아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염증과 면역력 증진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hirumbolo, 2010; Ishimi,

2010; Nielsen과 Williamson, 2007)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뿌리의 껍질을 말린 유근피는 세포보호, 항염, 천

식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10; Lee 등, 2007; Lee 등, 2010). 마늘은 항염, 면역력 증

진, 항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Gorinstein

등, 2007; Resch과 Ernst, 1995). 또한 사리장은 그 자체로 항염증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Park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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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산사리장의 항암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

자 인간 유래의 폐암 세포주를 마우스에 이식하여 고형암 모델

을 만들고, 사리장을 4주간 투여하면서 사리장의 항암 효과와 안

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리장의 아이소플라본 함량 분석

사리장의 주요 유효 성분으로 예상되는 아이소플라본의 함량

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타글루코사이드(다이드진, 제니스틴과 글

리시틴)과 아글리콘(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과 글리시테인)을 분

석하였다. 사리장 5 mL당 에탄올 50 mL을 넣어 2시간동안 250

rpm에서 진탕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분리된 상층액을 농축시킨 후 증류수 2 mL로 녹이고

0.45 µm 필터로 여과한 후 초성능액체크로마토그라피(Acquity

UPLC H-Class system, Waters Corp., Milford, MA, USA)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동물

총 40마리의 수컷 BALB/C nude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실험동

물은 사육상자 당 2마리씩 온도 20-24oC, 습도 40-70%, 명/암주

기 12시간으로 조절되는 호서대학교 안전성평가센터 소동물 사

육실에서 사육하였다. 방사선 멸균된 사료와 정제수를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절차는 호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HUACUC 17-42).

세포 및 배양조건

사람유래의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은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

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는 엘-글루타민(300 mg/L), 25 mM HEPES

와 25 mM 탄산수소소듐, 10% 열 변성 소태아 혈청(heat inacti-

vated fetal bovine serum, FBS)이 포함된 RPMI1640를 사용하여

배양하였으며 습도 10%, 이산화탄소 농도 5%로 조절되는 37oC

에서 배양하였다. 세부 배양방법은 한국세포주은행의 배양 방법

을 사용하였다.

Xenograft모델 수립 및 군 구성

HCT116 세포는 마우스 당 2×106 cells/100 µL로 피하투여 하

였다. 8일 후 피하에 정착된 고형암을 계대군으로 계대하여 다시

성장시켰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반복하여 이식용 고형암을

획득하였다. 200-300 mm3의 이식용 고형암을 적출한 후 3×3×3

mm 크기로 잘라 종양 절편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식침(troca)

을 사용하여 실험군의 피하에 이식하였다. 이식한 종양의 크기가

평균 100 mm3 (80-120 mm3)일 때 종양의 크기를 기준으로 군 분

리를 실시하였다. 총 실험군은 5개 군으로 대조군, 시스플라틴

(cisplatin) 투여군(2 mg/kg bw), 사리장 저농도 투여군(250 mg/kg

bw), 사리장 중농도 투여군(500 mg/kg bw), 사리장 고농도 투여

군(1,000 mg/kg bw)으로 하였다. 투여는 6회/주로 하였으며 4주간

강제 경구투여 하였다.

체중, 음수 및 사료 섭취량 및 종양크기 측정

투여기간 동안 체중과 음수 및 사료 섭취량은 주 1회, 종양 크

기는 주 2회 측정하였다. 체중은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으며, 물

과 사료 섭취량은 사육 케이지 당 1일간 사료 섭취량을 측정한

후 동물수로 나누어 동물당 1일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종양 크기

의 경우 투여기간 동안은 Vernier Calipers (Mitutoyo, Kawasaki,

Japan)를 사용하여 종양의 단축(width)과 장축(length)을 측정한 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종양의 부피를 계산하였으며, 부검 시에는

적출된 종양의 무게를 측정하여 군간 비교를 하였다.

Tumor volume (mm3)=width2×length/2

장기 무게 및 혈청생화학적 검사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여 마취시킨 후 개복하여 복부대정

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종양, 간과 신장은 적출하여 무게

를 측정하였다. 혈액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

을 얻은 후 혈액생화학자동분석기(Hitachi 7020,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간 독성지표로 aspartate transaminase (AST)와 (ala-

nine transaminase (ALT)를, 신장독성 지표로는 혈액요소질소

(blood urea nitrogen, BUN)와 크레아티닌(creatinine)을 측정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적출된 종양, 간과 신장은 10% 중성완충포르말린(neutral buff-

ered formalin)에 고정한 후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4 µm

두께로 박절하여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슬라이드

는 각각 헤마톡실린(hematoxylin)과 에오신(eosin) 염색과 면역염

색을 실시하였다. 면역염색은 p-ERK1/2와 p16에 대하여 실시하

였다. 1차 항체는 p-ERK는 phosphop44/42 MAP 인산화효소

(Thr202/Tyr204) 항체(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p16은 anti-CDKN2A/p16INK4a (Abcam, Cambridge,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면역염색은 DAB detection IHC kit

(Abcam)를 사용하였다. 염색결과는 염색 강도에 따라 4단계(0;

none, 1; minimal, 2; mild, 3; moderate, 4; severe)로 구분하여 시

험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

결과값은 평균 및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험군 사

이의 차이 유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

석한 뒤 던컨시험(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여 유의

성을 검정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이소플라본 함량

사리장의 아이소플라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4.48 µg/mL

의 아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다이드진, 제니스틴, 글리

시틴, 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 글리시테인의 함량은 각각 1.69,

0.89, 0.56, 0.71, 0.35, 0.28 µg/mL이었다(Fig. 1). 이러한 아이소플

라본 함량은 사리장에 포함된 서목태와 마늘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아이소플라본의 항암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Rietjens 등, 2013). 특히 제니스틴, 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

등은 세포, 동물과 임상시험을 통하여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 있

다(Hsieh 등, 1998; Taylor 등, 2009)

체중, 음수 및 섭취량

체중과 물/사료 섭취량은 전신 독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유

용한 지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리장의 경구 투여에 의한 안정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중, 음수 및 사료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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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측정 결과, 대조군과 사리장 투여군 사이에서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스플라틴 투여군에서

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체중 감소가 확인

되었다(Fig. 2A). 사료섭취량과 음수 섭취량 측정 결과에서는 시

험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2B & 2C). 사리장에는 많은 죽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염

(salt)에 의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도한 염

의 섭취는 탈수를 유발하여 음수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의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사리장 1,000 mg/kg

bw 투여군에서도 의미 있는 음수 섭취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죽염의 최대 내성용량이 1,000 mg/kg bw 이

상이며, 본 시험에 사용된 사리장의 제조에 죽염이 하나의 재료

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Kim 등,

2002). 시스플라틴은 대표적인 항암제 중 하나로써 널리 사용되

고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lorea과 Büsselberg,

2011). 본 시험의 체중 측정결과 시스플라틴 투여군에서는 체중

감소가 관찰된 반면 사리장 투여군에서는 특별한 반응은 관찰되

지 않았다.

사리장의 종양 성장률 억제 효과

사리장의 종양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양의 크기와 부

피를 측정하였다. 사리장을 4주간 투여한 후 종양의 무게를 측정

한 결과 시스플라틴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무게 감소가 확인되었다. 사리장 투여군 중에서는 1,000

mg/kg bw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가 확인되었

다(Fig. 3A). 4주간의 사리장 투여기간에 종양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시스플라틴 투여군에서는 투여 18일부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부피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사리장 투여군에서는 500

과 1,000 mg/kg bw 투여군에서는 투여 21일부터 통계적으로 유

의적인 부피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250 mg/kg bw 투여군에서는

투여 24일부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부피 감소가 확인되어

용량의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 & 3C). 종양의

부피 성장은 전이와 정상적인 장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

소로서 이를 억제하는 것은 암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공한 뿐만

아니라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Nierodzik

과 Karpatkin, 2006). 본 연구에서 사리장은 종양의 성장을 효과

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리장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능

사리장의 종양에서의 세포주기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주기 촉진인자로 p-ERK1/2를, 억제인자로 p16에 대한 면역

염색을 실시하였다. 종양이 이식된 마우스에 사리장을 4주간 투

여한 후 p-ERK1/2 염색을 실시한 결과 시스플라틴 투여군은 대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발현량 감소가 확인되

었으며, 사리장 투여군 중에서는 500과 1,000 mg/kg bw 투여군에

Fig. 1. Concentration of isoflavone in Sarijang (SRJ). n=3, Data
expressed as mean±SD.

Fig. 2. Body weight, food consumption, and water consumption change in colon cancer xenograft model by treatment of Sarijang (SRJ).

Control; vehicle, Cisplatin; cisplatin 2 mg/kg bw, SRJ-L; Sarijang 250 mg/kg bw, SRJ-M: Sarijang 500 mg/kg bw, SRJ-H; Sarijang 1,000 mg/kg
bw. Data expressed as mean±SE.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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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발현량 감소가 확인되었다(Fig. 4A-

E & 4K). p16에 대한 면역염색 결과에서는 시스플라틴 투여군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발현량 증가가 확

인되었으며, 사리장 투여군 중에서는 500과 1,000 mg/kg bw 투여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발현량 증가가 확인되었다(Fig.

4F-J & 4L). 암은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통하여 이질적

인 세포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장기의 기

능을 제한 시킴으로써 사망까지도 유발하게 하는 질병이다. 따라

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포는 일정한 세포주기를 거치며 분열하는데 각 세포 주기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작용하고 있다. 세포주기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조절자로 음성조절자인 시클린의존인산화효소(cyclin-dependent

kinases, Cdks) 억제제(CKIs)가 많이 알려져 있다(Elledge 등, 1992;

Koff 등, 1992; Morgan 등, 1997). CKIs는 양성조절자인 Cdks를

억제함으로써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알려져 있다. p16은

대표적인 CKIs로써 종양 세포의 분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

은 지표가 된다(Morgan, 1997). 미토겐활성화단백질인산화효소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s)는 다양한 원인으로 활

성화되어 세포 성장, 분화, 증식 등을 조절하는 단백질인산화효

소로써 ERK, JNK와 p38 MAPK로 구성되는데, 이 중 ERK는 성

장인자, 사이토카인 등에 의하여 유발되어 세포주기 촉진에 관여

한다(Vermeulen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세포

주기 억제 분자인 p16과 대표적인 세포주기 촉진 인자인 p-ERK

의 발현량을 확인하여 사리장이 p16의 발현량은 증가시키면서 p-

ERK의 발현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리장의 안전성 확인

사리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검 시 간과 신장에 대

한 장기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혈액에서 대표적인 간 기능 지

표인 AST와 ALT를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신장 기능 지표인 혈

중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을 분석하였다. 간 기능과 관련한 검사

결과, 부검 시 간 무게 측정 결과에서는 시스플라틴 투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시스플라틴 투

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AST와 ALT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가 확인되어 시스플라틴에 의한 간 손상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리장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는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ST

분석 결과, 사리장 1,000 mg/kg bw 투여군은 시스플라틴 투여군

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ALT분석 결과에서는 사리장 250, 500과 1,000 mg/kg bw 투

여군 모두에서 시스플라틴 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

는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5A-C). 신장기능과 관련한 검

사 결과, 부검 시 신장 무게는 시스플라틴 투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

이는 없었다.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에서는 시스플라틴 투여군

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혈중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가 확인되어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리장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는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며, 사리장 250, 500과 1,000 mg/kg bw 투여군 모두에서 시

스플라틴 투여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혈중요소

Fig. 3. Change of tumor size by treatment of Sarijang (SRJ) in colon cancer xenograft model. Control; vehicle, Cisplatin; cisplatin 2 mg/kg
bw, SRJ-L; Sarijang 250 mg/kg bw, SRJ-M: Sarijang 500 mg/kg bw, SRJ-H; Sarijang 1,000 mg/kg bw. Data expressed as mean±SE.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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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와 크레아티닌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5D-F). 시스

플라틴은 백금 원자에 2개의 염소와 암모니아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써 항암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Pil과 Lippard,

1992). 시스플라틴은 암세포의 DNA 배열의 변화를 유발시킴으로

써 세포 분열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암의 크기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ang과 Zamble, 1994). 그러나 시

스플라틴은 신장 등에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등 명확한 단

점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 이기도 하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시스

플라틴은 뛰어나 항암효과를 나타냈지만 신장과 간과 관련한 혈

액생화학적 수치의 증가를 일으켰으며 체중을 뚜렷하게 감소시

켰다. 또한 대표적인 신장 기능 지표인 혈중요소질소와 크레아티

닌을 증가시켰고 간 기능 지표인 AST와 ALT를 증가시킴으로써

신장뿐만 아니라 간 독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사리장 투여군에서는 특별한 독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사람유래 대장암세포가 이식된 동물모델을 사용하

Fig. 5. Change of organ weight (liver and kidney) and biochemical parameter (AST, ALT, BUN, and creatinine) by treatment of
Sarijang (SRJ). The liver related parameters (A-C) and the kidney related parameters (D-F) were analyzed in test group. Control; vehicle,
Cisplatin; cisplatin 2 mg/kg bw, SRJ-L; Sarijang 250 mg/kg bw, SRJ-M: Sarijang 500 mg/kg bw, SRJ-H; Sarijang 1,000 mg/kg bw. Data
expressed as mean±SE. #p<0.05 vs control, *p<0.05 vs Cisplatin.

Fig. 4. Change of p-ERK1/2 and p16 expression by treatment of Sarijang (SRJ). The expression level of p-ERK (A-E, K) and p16 (F-J, L)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0; non. 1; minimal, 2; mild, 3; moderate, 4; severe). Control; vehicle, Cisplatin; cisplatin 2 mg/kg bw, SRJ-L;
Sarijang 250 mg/kg bw, SRJ-M: Sarijang 500 mg/kg bw, SRJ-H; Sarijang 1,000 mg/kg bw. Data expressed as mean±SE.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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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리장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이하여 수행하였다. 사리장은

죽염과 서목태, 마늘과 유근피를 혼합 추출한 물질로써 아이소플

라본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염, 항산화 등의 효능이 보고된 물질

이다. 이러한 사리장을 종양이 이식된 동물모델에 4주간 투여하

면서 종양 크기의 변화, 종양 성장인자의 변화와 사리장의 안전

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리장은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켰으

며, 종양 성장과 관련된 ERK와 p16의 발현량을 조절함으로써 종

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사리장을 투여한

시험군에서는 체중, 장기무게, 혈청생화학적검사와 조직학적 검

사에서 독성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리장이 장기복용이 가능한 항암 보조식품의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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