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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obesity and overweight are associated with metabolic diseases

and cancer incidence. In fact, obesity increased risks of cancers i.e. breast, liver, pancreatic and prostate. Celastrol is

a pentacyclic triterpenoid isolated from Thunder god vine, was used as a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for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orders such as arthritis, lupus erythematosus and Alzheimer's disease. Also, celastrol has various bio-

logical properties of chemo-preventive, neuro-protective, and anti-oxidant effects. Recent studies demonstrated that

celastrol has anti-proliferation effects in different type of obesity-related cancers and suppresses tumor progression

and metastasis. Anticancer effects of celastrol include regulation of NF-κB, heat shock protein, JNK, VEGF, CXCR4,

Akt/mTOR, MMP-9 and so on. For these reasons, celastrol has shown to be a promising anti-tumor agent. In this

review, we will address the anticancer activities and multiple mechanisms of celastrol in obesity-related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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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다한 지방 섭취로 인하여 비

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1) 이러한 비만 인구

의 증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등 다양한 대

사성 질환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과 연계된 암의

발생률이 약 4-10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2) 특히 비만

은 여자에게는 신장암, 유방암 및 자궁내막암 발생을 증

가시키며, 남자에게는 간암, 식도암 및 췌장암을 증가시킨

다.3-7) 암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진전되어 여러 가지 항암제가 개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새로운 항암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문

제점이 있으며, 암 유발에 대한 기전은 밝히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체에 이미 사용하여본 경험이 있

는 생약제를 대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항암성 활성을 구

명하는 것이 매우 의의가 있다. Celastrol은 한방에서는 뇌

공등(雷公藤)이라고 하며, 노박덩굴과에 속하는 미역줄나

무(Tripterygium wilfordii)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다.8)

Celastrol은 300년 전부터 관절염, 염증반응 및 자가면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쓰여져 오고 있으며,9) 화학예방,

신경보호작용 및 항산화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10) 이 외에도 동물 실험을 통하여 관절염, 홍

반성 낭창, 알츠하이머 및 천식과 같은 질병 치료 효능이

밝혀 졌다.11-13) Celastrol은 triterpene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로 인하여 췌장암,14) 전립선암,15) 유방암16) 및 신경

교종17)을 포함한 다양한 암세포의 세포성장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암의 개시, 발전 및 전이를 억제시킨다.15) 최근

논문에 따르면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leptin)을 크게 활

성 시키는 역할을 하고, 비만 쥐에 투여시 독성없이 체중

이 45%나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18) 이 결과는 celastrol이

항비만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만으로 연계되는 암

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

서는 celastrol이 가진 다양한 효능 중에 항암 작용에 대하

여 논의 하고자 하며 특히 비만과 연계된 유방암, 간암,

췌장암 및 전립선 암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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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breast cancer)

유방암은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는 악성 종양이며, 전 세

계 여성의 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한다.19) 2012년 한 해

에만 해도 미국에서 약 230,000명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

을 받았으며 그 중 39,500명이 목숨을 잃었다.20) 더구나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미국과 달리 폐경 이후인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임이 가

능한 연령인 30-50세 사이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

그 발병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심각한 상태이다.21)

유방암의 종류는 크게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TNBC)

로 나눌 수 있다. TNBC는 에스트로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ogesterone receptor), 및

인간 상피 증식 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발현량이 각각 결핍된 유방암의 형태를

말한다.12) 최근 논문에서 세 종류의 유방암 세포주들을

MTT assay를 통하여 단기간(short-term) 세포성장률(cell

proliferation)을 측정하였을 때, celastrol이 투여량과 시간

에 비례하여 암 세포의 성장을 저해함을 증명하였다.12,22,23)

또한, colony formation assay로 장기간(long-term) 세포성

장률을 측정하였을 때도 투여량에 비례하여 colony 형성

이 저해됨을 증명하였다.12) 하지만, 비 악성 유방 상피 세

포(non-malignant breast epithelial cell)에서는 유방암 세포

들과는 다르게 celastrol에 대한 저항성이 미비하게 나타남

이 관찰되었다. 세포의 성장은 세포 주기(cell cycle)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12) 특히 세포의 성장은 세포 주기에 따

라 이루어지며 주기의 진행은 외부적 또는 내부적 신호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유방암 세포에서 celastrol 처

리시 G0/G1 기에 위치한 세포들이 축적 되는 양상이 증명

되었다.12,24) 이는 celastrol이 G1 기의 세포 주기 차단(cell

cycle arrest)을 유발시키며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elastrol은 유방암 세포의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한

다. 먼저, 형태학적으로 염색체 응축(chromatin condensation),

세포막 수포(membrane bledding)와 구형 사멸체(granular

apoptotic body)들이 관찰되었고,12,25) 초기 세포사멸의 전

형적인 특징인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이 밖으

로 노출 됨이 증명되었다. 또한 세포 내에 있는 활성산소

(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축적은 신호전달체계에

영향을 주는데, celastrol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mito-

chondria) 모두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세포사멸을 유도

한다.12)

Celastrol은 caspase 의존적, 비의존적 신호전달 경로로 유

방암 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한다.25) 먼저 caspase 의존적

신호전달은 celastrol 처리시, caspase 8과 9의 분해(cleavage)

를 촉진하고, downstream 인자인 caspase 7의 activity가 복

용량에 비례하여 확연하게 증가한다. 연쇄 반응(cascade) 으

로, 세포사멸 마커인 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를 분해하여 DNA 절편화(DNA fragmentation) 를 유도한

다.26) 반면 Caspase inhibitor 처리시, celastrol만 처리한 세

포보다 G1기에 머무는 세포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celastrol

의 유방암 세포사멸 능력도 억제 되었다. 또한 celastrol은

Bid의 분해, 세포사멸(pro-apoptotic) 및 단백질 Bax의 발현

량은 증가시키고, 항 세포사멸(anti-apoptotic) 단백질 Bcl-2

를 감소 시켜 미토콘드리아 세포사멸 신호전달(mitochondrial

apoptotoic pathway)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Caspase 의존

적 인자인 cytochrome C와 caspase 비 의존적 인자인 AIF

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방출되어 세포사멸을 일으

킨다.25)

MMPs (matrix metalloproteinases)는 암의 전이(metastasis)

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7) 그 중 MMP-9의

과발현은 유방암의 진행(progression) 및 침략(invasion)과 관

련이 깊고 PMA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에 의해

촉진 된다.28) Celastrol은 IκBα의 분해(degradation)를 촉진

시키고 NF-κB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PMA가 유도하는

MMP-9의 과발현과 활성을 막아 유방암세포의 침략과 이

주(migration)를 저해한다.16,29)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호르몬 촉진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30)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는 다른 표적

기관의 다양한 유전자를 조절하는 전사 인자 이며,31) 유방

암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2) 유방암 환자의

70%이상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이다.33) celastrol은 핵

과 세포질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발현량을 억제

시킨다. 또한 pS2, c-Myb, cyclin D1, PR과 같은 에스트

로겐 수용체를 타켓하는 유전자를 억제함으로서 에스트로

겐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한다.

간암(liver cancer)

간암은 전세계적으로 6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 중에

하나로, 사망률은 3위에 이른다.34) 간암 환자의 80%이상은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절제 수술을 하

더라도 2년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50%이상이나 된다.35) 간

암의 발병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략 600,000

명에서 700,000명의 사람들이 간암 판정을 받는다.36,37) 우

리나라의 경우 남성 암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 암 사망 원인 4위를 차지 한다. 

Celastrol은 시간과 투여량에 비례하여 간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포 부피 감소, 핵 응축, 절편화와 같

은 전형적인 세포사멸의 형태학적인 변화도 일으킨다.38)

Celastrol은 cyclin D와 cyclin E의 발현을 감소 시켜 G1

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길목을 차단시키고, Cyclin/Cdk2

(cyclin-dependent kinase 2) 복합체의 활성을 막는 p21과

p27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암세포의 성장을 막는다.39) 

Celastrol이 일으키는 세포사멸은 내재적(intrinsic) 경로

를 통해 일어난다. Celastrol은 항세포 사멸인자인 Bcl-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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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시켜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membrane potential)를 상

쇄시키고, 전세포사멸인자인 Bax를 촉진하여 세포질로 싸

이토크롬 c (cytochrome c) 방출을 유도시킨다. 방출된 싸이

토크롬 c에 의해 caspase-9이 활성되고 Bid의 분해를 촉진

시킨다. 분해된 Bid는 caspase-3의 발현량을 증가 시켜 PARP

의 분해를 유도하면서 간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일으킨다.40)

STAT3는 세포 성장과 생존, 분화를 조절하는 전사 인자

로 암세포의 생존과 면역억제를 증가시킨다.41,42) Celastrol

은 STAT3의 핵 이동(nuclear translocation)과 인산화를 막

고, 상위 카이네이즈(upstream kinase)인 c-Src, JAK1 및

JAK2의 활성을 억제 함으로서 구성적(constitutive) 및 유

도성(inducible) 성질을 가지고 있는 STAT3 활성을 모두

조절한다. 또한 STAT3가 조절하는 혈관 형성 유전자인

VEGF를 비롯하여 survivin, Bcl-xL, Mcl-1와 같은 항세포

사멸 인자도 celastrol에 의하여 저해된다. Xenograft model

을 통하여 본 in vivo 실험에서도 간암세포의 성장과 STAT3

의 활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43)

JNK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T cell의 분화를 촉진시키

고 세포사멸을 유도하지만, Akt 신호전달은 다양한 스트

레스들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하

기 위한 생존 신호를 제공하는 반대 작용을 한다.44,45)

Celstrol은 JNK를 활성시키고, Akt의 인산화를 막아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Akt의 상위 카이네이즈

PDK1, 하위 카이네이즈인 PI3K 및 기질이 되는 GSK3b

의 활성 모두를 억제하여 Akt 신호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절한다.39) 또한, celastrol은 간암 세포에서 mTOR/

p70S6K/eIF4E/ERK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여 다른 기

관으로의 침략(invasiveness) 및 전이(metastasis)를 억제시

켜 간암의 발달과 성장을 저해한다.46)

췌장암(pancreatic cancer)

췌장암은 서양에서 5번째로 치사율이 높은 암으로 2012

년 184개국에서 약 338,000명이 진단을 받았으며 약

331,000명이 사망하였다.47) 췌장암은 여러 장기 주위에 둘

러싸여 있어 절제술이 어려우며, 진단 받았을 경우 5년 생

존율이 5% 이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암이다.48) 치료

방법으로는 절제술보다는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있지만 장기 생존율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49)

열 충격 반응(heat shock response)은 다양한 세포 내 스

트레스에 대응하여 유도된 보존 분자신호전달경로 중에

하나이며, 열 충격 반응의 조절은 신경 퇴행성 질환 및 암

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의미를 가진다.50,51) 특히 암세포

발생에 관련된 Her2/ErbB2, v-Src, Hif-1α, Raf-1, Akt 및

hTERT 등을 포함한 50 여 가지의 단백질들이 Hsp90의

client protein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Hsp90는 항암제

의 타겟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51) Celastrol은 Cdc37

의 N말단의 시스테인(cysteine) 잔기 들과 공유 결합을 하

여 HSP90/Cdc37 복합체의 형성을 막으며, 이로 인하여

Akt와 Cdk4와 같은 종속 단백질(client protein)의 발현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52)

CXCR4 (chemockine receptor 4)는 다양한 암에서 과발

현되고 암의 전이(metastasis)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되어지

고 있으며, CXCR4는 리간드인 CXCL12의 결합을 통해 다

른 조직 또는 기관으로의 침략(invasion)을 유발시킨다.53)

또한, CXCR4의 리간드 의존적 억제는 단백질 가수분해

(proteolysis) 의한 것이라고 보고 되고 있는데,54,55) celastrol

에 의한 CXCR4의 발현 억제는 리소좀 분해(lysosomal

degradation) 또는 단백질 분해(proteasomal degradation)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사 및 번역 수준 자체에서 억제되어

췌장암의 전이를 막는다.14)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전립선 암은 미국 남성 사망률 2위로, 2012년에만 28,170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56) 우리나라의 경우, 전립선 암

에 의한 사망률은 10년간 인구 10만명 당 0.8 명에서 3.1

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57) 의학의 발달로 전립

선암 조기 진단 시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15%의 환자는 고

위험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고, 30-60%는 10년 안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이가 되어 10-25% 정도는 전이로 인한 죽

음을 맞는다.58,59) 

Celastrol은 투여량에 비례하여 전립선 암의 세포 성장

을 억제 한다.60) Celastrol 처리시 전립선 암은 세포질 밀

도증가(cytoplasmic density), 염색체 응축(chromosome con-

dens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및 핵 응축(nuclear con-

densation)과 같은 전형적인 세포사멸의 형태학적 모습을

나타낸다.61) 또한, celastrol이 유도하는 세포 사멸은 세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G0/G1 checkpoint에 celatstrol

이 작용을 하면 세포 주기 차단(cell cycle arrest)을 일으

킨다.15) 

Celastrol이 전립선 암의 세포사멸 유도하는 경로(pathway)

에는 내인적 세포사멸(intrinsic apoptosis) 경로가 있다.

Celastrol은 미토콘드리아 막에 존재하는 Bcl-2 family에 속

하는 항 세포사멸인 단백질 Mcl-1의 분해(cleavage)를 촉

진 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포사멸 단백질 Noxa의 발현을

활성화시킨다. 이로 인하여 caspase-9 및 caspase-3의 효소

활성도 증가하게 되고, 핵 안에 있는 PARP를 분해 시켜

DNA 절편화(DNA fragmentation)가 일어나 세포사멸이 유

도된다.15) 

Celastrol의 다른 항암 기작은 NF-κB 매개 신호전달 경

로를 경유한다.62) Celastrol은 NF-κB의 구성 요소인 IκBα,

p50 및 p65의 발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포질 안에 있

는 IκBα의 분해를 억제하고 p50과 p65의 nuclear translo-

cation을 막아 NF-κB에 의해 유도되는 이주(migration)와



62 Sunmi Park and Hyun-Seuk Moon

침투(invasion)를 억제 시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포로

부터의 전이(metastasis)를 막는다.63) 

전립선 기능 유지 및 전립선암의 성장 및 진행은 안드

로겐 수용체 및 그 수용체 이하 신호 전달 체계에 의존한

다. Celastrol은 Hsp9의 비활성화 및 calpain의 활성화를 통

하여 안드로겐 수용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15)

안드로겐 수용체의 발현량을 줄이고 자가소화작용(auto-

phagy)을 유도한다.61) 또한, celastrol은 안드로겐 수용체

(androgen receptor)의 발현과 암의 진행을 촉진하는 IL-6

유전자 발현을 NF-κB 의존적 경로를 통해 억제시킨다.63) 

잘 알려진 항암 기작 외에도 celastrol은 전립선 암에서

높게 발현되어있는 hERG potassium channel protein을 효

과적으로 감소시킨다.64) 이는 celastrol이 다른 조직이나 세

포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hERG potassium channel

protein을 감소시킴으로서 암세포 분자 특이적으로 타게팅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5)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전립선

암에 Pegylated DSPC celastrol liposomes 투여 시 celatrol의

자체 효능뿐만 아니라, 생체이용률을 증가시키고 효과를

지속시켜 복용량을 줄 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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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elastrol은 미역줄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추출물로 오래

Table 1. Main signaling pathways, main sites of action and main effects of activation by celastrol in obesity-related cancers

Primary site of action Sort by target Signaling pathways Effect References

Breast cancer

Animal in vitro
PI3K/Akt (↓), AMPK (↑),

p53 (↑), MMP-9 (↓),

Induces cell death, inhibits metasta-

sis, reduces cell proliferation
[12], [23], [29]

Animal in vivo Unknown
Suppresses cell proliferation with-

out loss of bodyweight
[22]

Liver cancer
Animal in vitro

p21 (↑), p27 (↑), STAT3 (↓),

JAK (↓), JNK (↑)

Inhibits G
1
 to S cell cycle progres-

sion, suppresses nuclear translocation
[39], [43]

Animal in vivo STAT3 (↓) suppresses nuclear translocation [43]

Pancreatic cancer

Animal in vitro CXCR4 (↓), HSP90 (↓), Akt (↓) Represses metastasis [14], [52]

Animal in vivo HSP90 (↓), Akt (↓)
Inhibits tumor growth and disrupts 

HSP90-Cdc37 interaction
[52]

Prostate cancer

Animal in vitro NF-κB (↓), HSP9 (↓), hERG (↓)

Reduces cell growth, decreases 

hEPG potassium channel protein 

expression

[15], [63], [64]

Animal in vivo Bax (↑), p27 (↑)
ubiquitinates proteins and induces 

apoptosis
[8]

Fig. 1. Celastrol activates apoptotic pathway via both mitochon-

drial-dependent and -independent signaling. Celastrol inhibits

anti-apoptotic gene Bcl-2 family and up-regulates pro-apoptotic

gene Bax. Then, cytochrome c release from mitochondria, leading

to activation of caspase-9 and caspase-3. Meanwhile, celastrol

stimulates caspase-8. Activated caspase-8 not only directly cleaves

procaspase-3 to caspase-3, but also cleaves the BH3-only protein

Bid, resulting in truncated Bid (tBid), which up regulates caspase-

3 activity. Therefore, caspase-3 induces PARP cleavage, eventu-

ally leading to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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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관절염 및 자가면역 같은 염증반응 질병들을 치료

하기 위하여 쓰여져 왔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celastrol이 신경보호, 항산화 및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

될 수 있으며 특히,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밝혀 졌다

(Table 1).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생리학적,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관점에서 celastrol의 항암효과를 규명하고자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Fig. 1). 특히, celastrol은 NF-

κB 를 억제함으로서 암의 발달 및 전이를 저해함을 물론,

암의 치료에 동반되는 면역 반응을 조절 할 수 있다(Fig.

2). 또한 세포사멸과 관계된 유전자들을 활성화 시키고, 항

세포사멸 유전자들을 억제시킴으로서 세포 주기를 조절한

다. 유전자 조절 외에도 heat shock protein과 같은 단백질

의 변조와 자가소화작용(autophagy)를 유도한다. 이처럼

celastrol의 다양한 효과는 암의 성공적 치료에 한발 더 가

까워지게 만든다. 이외에도 celastrol의 항 비만 효과가 알

려지면서 향후 비만 및 비만과 연계된 암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 오남용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좋은 결과

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 된다. Celastrol의 다양한 기작이 밝

혀짐에도 불구 하고 직접적인 결합 부위에 대한 연구 결과

는 아직 없으며, 임상적용 하기에 앞서 다양한 동물모델

in vivo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치료 시도에 있어 안

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celastrol의 단기간 및 장기간

의 효과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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