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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plants of Vitex rotundifolia were extracted for 2 days with methylene chloride (CH2Cl2) fol-
lowed by extraction of the residue for an additional 2 days. The same procedure was also
applied using methanol (MeOH). The two crude extracts were combined and partitioned between
CH2Cl2 and H2O. The organic layer was further partitioned between n-hexane and 85% aq.
MeOH, and the aqueous layer was also further fractionated with n-BuOH and H2O, successively.
From the 85% aq. MeOH fraction, one compound was isolated through the repeated HPLC.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hysicochemical data including NMR and MS,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was determined as artemetin (1). The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the crude
extracts, fractions, and compound against HT1080, AGS, MCF-7 and HT-29 human cancer cells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by using MTT assay. In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85% aq.
MeOH fraction exhibited the strongest antiproliferative effects on human cancer cell lines in a
dose-dependent manner (p<0.05). In addition, exposure of compound 1 isolated from 85% aq.
MeOH fraction led to strong antiproliferative effect in HT1080 cancer cell lines. These results sug-
gest that the extracts and compound isolated from V. rotundifolia may be used as potential chemo-
preventive and chemotherapeut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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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의 발전과 다양한 의약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류

에게 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doxorubicin과 paclitaxel(taxol) 같은 항암제는 부작용이나

내성 등의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의약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합

성의약품을 주로 하는 서양의학에 반해 천연물의 약리효과를

근본으로 하는 동양의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Doll, 1992].

하지만 동양의학의 효능을 입증할만한 생리학적·천연물화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학적인 면에서 그 활용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양의 천연물질로부터 암이나 심

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천연물 유래의 신규

생리활성물질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Park과

Pezzuto, 2002; Shur, 2004; Stan 등, 2008].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는 한국, 일본 등의 곳곳에서 해

안가를 따라 분포하는 사구성 염생식물의 일종으로, 이러한 식

물은 해수와 민물이 섞이는 독특한 환경에 서식하며 이에 적합

한 적응기작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신물질 자원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Seo 등, 2004; Ng 등, 2004; Kong 등, 2008]. 순비

기나무는 입술 모양의 자줏빛 꽃과 전체에 회색빛을 띤 흰색의

잔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한방에서는 그 열매를 만형자(蔓

荊子)라고 하여 두통, 안질, 귓병 등의 질병의 치료에 사용한다

[Lee, 2002]. Jo 등의 연구[2007]에 따르면 순비기나무 추출물

이 HT-29 인체 결장암세포에 대하여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 의해 flavonoid류 및 terpe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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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이차대사산물이 분리된 바 있으며, 이들의 생리활성효과

또한 보고되었다[You 등, 1998; Shin 등, 2000; Ko 등, 2000;

Ono 등, 2002; Wang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순비기나무를 이용하여 인체 암세포의 종류에

따른 생리활성효과의 특이성을 파악하고, 생리활성에 의한 발

암물질의 생성방지 및 생체방어작용 그리고 더 나아가 항암 생

리활성물질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순비기나무의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을 제조하고 1종의

flavonoid 계열의 화합물을 분리하여 이들에 대한 섬유육종세포

(HT1080), 위암세포(AGS), 유방암세포(MCF-7), 결장암세포(HT-

29)에 대한 증식억제 효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순비기나무의 추출·분획 및 분리. 본 연구에 사용한 순비기

나무(Vitex rotundifolia)는 2003년 7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해안가에서 채집하여 음건한 후 −25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냉동 보관된 시료(3 kg)는 추출 직전 분쇄한 후, methylene

chloride 용매를 이용하여 24시간씩 2회 반복 추출하고, 남은 잔

사에 다시 methanol 용매를 가하고 동일과정으로 2회 반복 추

출하여 각각의 용매에 대해서 43.3 g과 102.0 g(총 145.3 g)의

추출물을 얻었다. 두 종류의 용매 추출물을 합한 후에 용매의

극성에 따라 n-hexane, 85% aq. MeOH, n-BuOH, H2O층으로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40oC 수욕 상에서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N series)로 농축하고 각각 33.6, 21.0, 39.0,

47.8 g 얻었다. 85% MeOH 분획물(21.0 g)은 역상크로마토그래

피(C18 reversed-phase vacuum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하

여 총 6개의 fraction을 얻었으며, 각각에 사용된 용매는 50,

60, 70, 80, 90% aq. MeOH, 및 100% MeOH 이다. Fraction

4는 78% aq. MeOH 및 50% aq. MeCN의 이동상으로 2회에

걸쳐 reversed-phase HPLC하여 화합물 1(25.0 mg)을 분리하였

다(Scheme 1). 각각의 추출·분획물 및 화합물은 dimethyl

sulfoxide(DMSO)에 희석하여 일정 농도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

하였다.

화합물 1 (artemetin): a pale yellow solid; EIMS m/z 388

[M]+; 1H NMR (300 MHz, CDCl3) δ: 12.6 (1H, s, 5-OH),

7.70 (1H, dd, J=8.6, 2.0 Hz, H-6'), 7.65 (1H, d, J=2.0 Hz,

H-5'), 6.97 (1H, d, J=8.6 Hz, H-2'), 6.49 (1H, s, H-8), 3.97

(3H, s, 7-OMe), 3.96 (3H, s, 4'-OMe), 3.95 (3H, s, 3'-

OMe), 3.91 (3H, s, 6-OMe), 3.86 (3H, s, 3-OMe); 13C

NMR (75 MHz, CDCl3) δ: 178.7 (C, C-4), 158.6 (C, C-7),

Scheme 1. Procedure of extraction, fractions and isolation of the compound from Vitex rotund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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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C, C-2), 152.6 (C, C-9), 152.2 (C-5), 151.3 (C, C-

4'), 148.7 (C, C-3'), 138.7 (C, C-3), 132.2 (C, C-6), 122.8

(C, C-1'), 122.1 (CH, C-6'), 111.2 (CH, C-5'), 110.8 (CH,

C-2'), 106.5 (C, C-10), 90.3 (CH, C-8), 60.9 (CH3, 6-OMe),

60.2 (CH3, 3-OMe), 56.4 (CH3, 7-OMe), 56.1 (CH3, 4'-

OMe), 56.0 (CH3, 3'-OMe).

사용시약. 세포 배양에 필요한 Dulbeco’s modified Eagle

medium(DMEM)은 Hyclone사(Logan, UT)에서 구입하였으며,

RPMI 1640 medium,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등은 GIBCO사

(Grand Island, NY) 제품을 사용하였다. 암세포의 증식억제 효

과를 실험하기 위한 시약으로 MTT[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는 Sigma사(St. Louis, MO)

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그 외의 연구에 사용된 용매는 Junsei사

(Tokyo, Japan)의 일급시약을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암세포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암세포주인 섬유육종세포

(HT1080), 위암세포(AGS), 유방암세포(MCF-7), 결장암세포(HT-

29)는 한국 세포주 은행(서울의대, 서울, 대한민국)으로부터 분

양 받아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HT1080과 MCF-7 세

포는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의 FBS가

함유된 DMEM medium을 사용하였으며, AGS와 HT-29 세포

의 경우,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의 FBS

가 함유된 RPMI 1640 medium을 사용하여 37oC, 5% CO2

incubator(Sanyo, Osaka, Japan)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각각의

암세포는 2-3일 간격으로 배지를 교환하고 6-7일마다 계대 배

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분석. 순비기나무 추출·분획물 및 화

합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분석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생존하는 암세포의 mitochondrial dehydogenase의

효소작용에 의하여 황색의 수용성 물질인 MTT가 환원되어 보

라색의 formazan crystal을 형성하고, formazan crystal의 형성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함으로써 암세포의 사멸 또는 증식억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Hansen 등, 1989]. 배양된 암세포는

well당 1×105 cells/mL가 되도록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

간 동안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DMSO에 녹

인 각 용매별 추출·분획물 및 화합물을 농도별로 제조하여 암

세포주에 처리하였다. 대조군에는 시료 대신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처리하였으며,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100 µL의

MTT 용액(1 mg/mL)을 첨가하여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4시간

동안 더 배양하였다[Park 등, 1990]. 생성된 formazan crystal은

100 µL의 DMSO에 녹여서 ELISA reader(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암

세포 증식억제율(%)을 구하였다.

증식억제율(%)=
 대조구의 흡광도−시료처리구의 흡광도 

×100
                    대조구의 흡광도

통계처리. 각각의 암세포에 대한 순비기나무의 증식억제 효

과 측정 결과는 SAS 9.1.3 통계프로그램(SAS Inc., Cary, NC)

에서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

여 p<0.05 수준에서 시료 평균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3회 이상 실시하여 얻어진 평균(Mean)±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순비기나무(V. rotundifolia) 추출물의 인체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HT1080, AGS, MCF-7 및 HT-29 세포에 순비기나무의

용매추출물을 10, 50 및 1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Fig.

1), 시료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억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ethanol과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을 HT1080 세포에 10 µg/mL의 농도

로 처리 했을 때에 각각 2.1%와 66.2%의 효과로 추출물의 극

Fig. 1. Inhibitory effects of crude extracts from Vitex rotundifolia on the growth of human cancer cell lines (A) HT1080, (B) AGS, (C) MCF-

7, and (D) HT-29. a-f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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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에 따라 HT1080 세포의 증식억제율에 차이를 보였다. 동

일 세포에 추출물의 농도를 50과 100 µg/mL으로 높여 처리하

였을 경우, methanol 추출물에서 각각 12.1%와 63.8%로 급격

히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은 동일한 농도 조건에서 각각 94.2%

와 94.1%로 methanol 추출물보다 훨씬 뛰어난 억제 효과를 나

타내어 추출 용매에 따른 생리활성물질이 추출되는 정도를 추

측케 하였다. 이러한 용매에 따른 물질의 이동 성향은 Jo 등

[2007]의 연구에서 기록한 methanol, ethanol, 및 acetone 추출

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와 비교하여 유사하였다. 한편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추출 용매가 이전의 연구에서 보다 뚜렷한 효과

를 나타냄으로써 물질의 경향을 파악하기에 더 유용하리라 여

겨진다.

HT1080 세포의 증식억제 효과를 관찰하였을 때와 같이 AGS

세포의 증식억제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50, 100 µg/mL의 농도로 각각의 추출물을 AGS 세포에 처

리한 결과, methanol 추출물에서는 각각 19.4, 32.7, 87.6%로

HT1080 세포에 대한 methanol 추출물의 증식억제 효과보다 뛰

어났으며,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은 각각 70.8, 90.5, 90.9%

로 HT1080 세포의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methanol 추출물보다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특히, HT1080과

AGS 세포에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을 10 µg/mL의 낮은 농

도로 처리하여도 암세포 증식을 60~70% 이상 억제 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주목할 만 하였다.

동일 조건하에서 MCF-7과 HT-29 세포에 두 가지 추출물 시

료를 처리한 결과, 100 µg/mL의 methanol 추출물 농도에서 대

조군에 비해 각각 33.5, 36.9% 억제 활성을 나타냈으나,

HT1080과 AGS 세포에 대한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MCF-

7과 HT-29 세포에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을 동일 농도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각각 84.0, 81.3%로 HT1080과 AGS 세포의

결과보다는 약하지만 추출 용매의 극성에 따른 효과는 뚜렷이

관찰되었다. 순비기나무 추출물의 HT-29 세포주에 대한 세포

생존율, 세포 독성 및 형태학적 특성은 Jo 등[2007]에 의하여

우수하게 검토되어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HT-29

세포에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보다 더 선택성이 우수한 암세포

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순비기나무의 methanol과 methylene chloride 추

출물을 4종의 암세포에 처리한 결과, 모든 세포에서 methyleme

chloride 용매 추출물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Hernández

등[1999]의 각종 암세포에 대한 추출물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

하였다. 이는 각각의 용매 추출물 내에 존재하는 여러 생리활

성 물질들 중에 비교적 극성이 덜한 성분들이 암세포의 증식억

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순비기나무(V. rotundifolia) 분획물의 인체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순비기나무 추출물에서와 유사하게 분획물의 암세포 증

식억제효과 또한 HT1080 세포와 AGS 세포에서 높게 나타났

다. HT1080 세포에 순비기나무 용매 분획물을 농도별(10, 50,

100 µg/mL)로 처리하여 암세포 증식억제 정도를 확인한 결과

(Fig. 2), 85% aq. MeOH 층이 대조군에 비해 각각 74.0,

93.3, 93.8%의 강력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n-hexane 층은 각각 24.3, 38.4, 94.2%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를 나타내었다. 특히, 85% aq. MeOH 층은 10 µg/mL의 저농

도 시료 처리 결과가 약 74%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H2O 층과 n-BuOH 층의 경우, 100 µg/mL의 고농도에

서 각각 42.1, 64.0%의 억제율을 보여 다른 분획물에 비해 암

세포 증식억제에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Jo 등[2007]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던 n-hexane 층보

다도 우수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로서 본 연구의 분획법이 순

비기나무의 유용성분을 분리하기에 더 적절함을 의미한다.

분획물에 대한 AGS 세포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는 HT1080

세포의 처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Fig. 3). 특히,

85% aq. MeOH 층은 10, 50, 100 µg/mL의 시료 처리 농도에

서 암세포 증식억제율이 각각 79.9, 90.8, 91.6%로 농도의존적

으로 우수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동일 농도

하에서 n-hexane 층은 각각 26.8, 65.6, 90.9%의 효과를 보여

Fig. 2. Inhibitory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A) H2O (B) n-BuOH

(C) 85% aq. MeOH and (D) n-hexane from Vitex rotundifolia on

the growth of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Inhibitory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A) H2O (B) n-BuOH

(C) 85% aq. MeOH and (D) n-hexane from Vitex rotundifolia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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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1080 세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

은 AGS 세포에서는 100 µg/mL의 시료 처리 농도의 H2O와 n-

BuOH 층에서도 53.2, 84.2%의 높은 억제율을 보여 AGS 세포

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동일 조건하에서 각각의 순비기나무 분획물을 10, 50 및 100

µg/mL의 농도로 MCF-7 세포에 처리하고 증식억제 효과를 확

인한 결과(Fig. 4), 다른 인체 암세포와 같이 85% aq. MeOH

층에서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억제율은 농도의존적으로 나타나 각각 45.0, 77.3,

90.9%였다. n-hexane 층에서는 100 µg/mL의 처리 농도에서

50% 이하의 효과를 보였으며, 그 외의 다른 층에서는 동일 농

도에서 약 25%의 약한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순비기나무 용매 분획물의 인체 암세포에 대한 증식억제효과

를 HT-29 세포에서 확인한 결과(Fig. 5), 85% aq. MeOH 층

과 n-hexane 층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100 µg/mL의

시료 처리 농도에서 각각 82.7%와 81.3%로 다른 세포에서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뒤이어 n-BuOH과 H2O 층이 동일 농

도에서 각각 41.8%와 29.0%의 약한 활성을 보여 Jo 등[2007]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순비기나무 조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에 영향을 미

치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용매 분획에 의해 85% aq. MeOH 층

으로 이동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0 µg/mL의 낮은 농도에

도 HT1080과 AGS 세포에서 각각 74.0%와 79.9%의 탁월한

증식억제효과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Kawaii 등

[1999]의 연구에서 보고된 각종 암세포에 대한 단일 물질의 효

과와 상응하는 결과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가 가장 뛰어난

85% aq. MeOH 용매 분획물에서 활성성분의 분리 및 정제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순비기나무(V. rotundifolia) 화합물의 인체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분획물의 생리활성 결과를 바탕으로 순비기나무의 85%

aq. MeOH 분획물에서 flavonoid 계열의 화합물 1종을 분리하

였으며 분광학적 방법과 문헌 조사를 통하여 artemetin으로 알

려진 화합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Iinuma 등, 1980; Rahman

등, 1988; Ahmad 등, 1995; Yoshioka 등, 2004](Fig. 6). 식물

성장인자로 알려진[Yoshioka 등, 2004] artemetin은 polymethoxy-

flavonoid류의 화합물로 myeloid leukemia 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Ko 등, 2000]. 또한 유사한

flavonoid 계열의 화합물에서 다양한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및 항산화 효과가 검토된 바 있기에

[Hirobe 등, 1997; Kawaii 등, 1999; Sadhu 등, 2006] 본 연

구에서는 화합물 1을 이용한 다양한 인체 암세포 증식억제 효

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HT1080, AGS, MCF-7, HT-29 세포에 화합물을 1, 5, 10,

25, 50 µM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Fig. 7), 농도의존적으로 암세

포 증식억제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HT1080 세포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효과는 농도별로 27.2, 27.6,

44.3, 47.7, 51.5%로 확인되었으며 50 µM의 시료 처리 농도에

서 50% 이상의 강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보여 항암제인

doxorubicin(IC50=33.2±3.5)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50

Fig. 4. Inhibitory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A) H2O (B) n-BuOH

(C) 85% aq. MeOH and (D) n-hexane from Vitex rotundifolia on

the growth of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s.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Inhibitory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A) H2O (B) n-BuOH

(C) 85% aq. MeOH and (D) n-hexane from Vitex rotundifolia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6. Chemical Structure of compounds 1 isolated from Vitex

rotund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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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M의 농도로 AGS, MCF-7, HT-29 세포에 화합물을 처리한

결과는 각각 28.2, 26.0, 10.2%의 효과를 보였으나 HT1080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Kawaii 등[1999]에 의하면 다수의 methoxyl기를 가지는

flavonoid가 다양한 인체 암세포에 대하여 증식억제 효과와 세

포사멸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flavonoid의 B 고리의

ortho-catechol 부분, C2-C3의 이중결합, 그리고 A 고리의 3-

hydroxyl과 8-methoxyl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반면

에 Ko 등[2000]은 flavonoid의 A 고리에 3-methoxyl기를 지니

면서 C-8에 side-chain이 없는 화합물에서도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B고리의 3'-hydroxyl기 대신 3'-

methoxyl기가 치환된 화합물은 그 활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화합물 1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

과는 C2-C3의 이중결합과 3-methoxyl기 등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되며, 3'-methoxyl기 등에 의하여 그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물 1은 강한 암세포 증식억

제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여러 암세포 중 HT1080에 특이적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강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보이는 분획물의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유사한 계열의 화합물, 특히 AGS 세포에 대

하여 강한 활성을 띄는 화합물을 추가로 분리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순비기나무 추출물 및 화합물을 이용

한 유전자 단계 혹은 in vivo 단계의 생리활성 검증을 통해 항

발암 활성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으로서의 개발이

기대되어지며, 염생식물 중에서 식용 및 약용으로의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함초, 나문재, 갯방풍 등과 함께 새로운 생리활

성물질 소재군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해본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염생식물의 한 종인 순비기나무의 추출·분

획물 및 화합을 이용하여 항발암성 및 생체방어 물질로서의 유

용성을 검토하고자 4종의 인체 암세포(HT1080, AGS, MCF-7

및 HT-29)에 대한 증식억제 효과를 검토하였다. 추출물에 대한

암세포 증식억제능 측정 결과, 10, 50 및 100 µg/mL의 시료 처

리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

향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세포주에 대하여 methanol 추출물 보

다 methylene chloride 추출물이 뛰어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질의 극성도에 따른 암세포 증식억제능을 확

인하고자 추출물을 순차적으로 용매 분획하여 H2O, n-BuOH,

85% aq. MeOH 및 n-hexane의 네 가지 분획층을 얻었으며, 추

출물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재검토하였

다. 그 결과, 비교적 극성이 덜한 85% aq. MeOH 분획층에서

우수한 암세포 증식억제능이 확인되었다. 100 µg/mL의 농도에

서 85% aq. MeOH 분획층의 시료를 처리한 결과 HT1080,

AGS, MCF-7 및 HT-29 세포는 각각 93.8, 91.6, 90.9% 그리

고 82.7%의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낮은 농도의 시

료(10 µg/mL)를 처리한 결과에서도 HT1080과 AGS 세포에서

주목할 만한 억제효과를 보여 주었다. 생리활성 결과를 바탕으

로 85% aq. MeOH 분획층의 분리를 통해 1종의 화합물을 분

리할 수 있었으며, artemetin으로 알려진 화합물로 확인되었다.

분리된 화합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HT1080 세포에 선택적으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효

과는 항암제인 doxorubicin에 상응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염생식물 순비기나무의 각종 인체 암세포에 대한 높

은 증식억제 효과와 함께 암예방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의 개

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추후 순비기나무의 85% aq. MeOH

분획층 및 분리된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의 개발이 기대되어진다.

Key words: anticancer, artemetin, human cancer cells,

Vitex rotundifolia

Fig. 7. Inhibitory effects of compounds 1 from Vitex rotundifolia on the growth of human cancer cell lines (A) HT1080, (B) AGS, (C) MCF-

7, and (D) HT-29.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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