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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chemotherapy drugs command a large share of the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new ther-
apeutics with high efficacy and specificity is an active area of study. Recently, the development of
cancer therapeutics from natural products targeting angiogenesis has drawn attention due to conven-
tional chemotherapeutics showing serious side effects and resistance in cancer cell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harmacological efficacy of Gomisin A, an active ingredient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on tumor growth and metastasis. Administration of Gomisin A at 10 and 100 μg/ml reduced
tumor growth in vivo by 80.5±8.1% and 96.2±2%, respectively, compared with positive tumor controls.
Treatment of Gomisin A in normal and various tumor cell lines did not exert significant toxicity. Mice
treated with Gomisin A at a concentration of 10 and 100 μg/head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umor-induced angiogenesis of 151±16.9% and 98.5±29.5%, respectively. Furthermore, tumor meta-
stasis analysis reveal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Gomisin A at a concentration of 10 and 100 μg/head
inhibited tumor metastasis by 13.5±8.56% and 58.3±9.12%, respectively. In addition, Gomisin A sig-
nificantly decreased cell adhesion of the B16BL6 cells to the extracellular matrix. These results demon-
strate that Gomisin A inhibits tumor growth via suppression of angiogenesis and tumor metastasis
inhibition, without cellular toxicity. The pharmacological efficacy of Gomisin A suggests that it may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the development of cancer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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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Cancer)은 의약품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의 하나이며, 수

없이 많은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제가 연구, 개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세포의 이질성, 다양한 발병 원인 등으

로 인해 암의 성장과 전이에 필수적인 인자를 규명하지 못함

으로써,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암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이들은 전이

암(metastatic cancer)의 존재 시 치료의 한계를 나타내며 대부

분 초기 암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6].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항암화학요법제 개발에 몰두해 왔으나, 항암화학

요법제의 대부분은 골수기능 및 면역력의 저하, 혈소판 감소,

탈모 등의 심각한 독성뿐만 아니라 약제 내성을 나타내고 있

어 항암치료의 많은 한계를 노출시켜 왔다[13,15,21]. 이러한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혈관신생

억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의 표적개발과 함께 항암화학요법제

의 독성을 경감시키고 약제 내성 발현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 투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solid tumor의 경우 중심부는 혈관이 형성되어 있

지 않아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위해 새로운 혈관의 형성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7]. 신혈관형성(angiogenensis)

은 기존에 있던 혈관에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며, 초기 발생과정, 암의 형성 및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7,8,9]. 따라서 신혈관형성의 억제는 독성이 적은

항암화학요법제 신약 기반의 주요 target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혈관형성 억제제는 angiostatin, Maspin, Canstatin

등 endogenous regulators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20,25]. 이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체내에 투

여 시 다양한 단백질 분해효소 및 결합물질 등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천연물로부터 인체 독성이

적으면서 안정한 신혈관형성 억제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EGCG, Capsaicin, Catechin 등의 폴리페놀

류 물질들이 신혈관생성 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7].

최근 천연물의 활용과 대체요법 등으로 암의 예방과 치료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물을 이용한 우수

한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천연물 유래의 새로운 항암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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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제의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1,13,23]. 특히 식물

유래 pholyphenol 성분들의 항암, 항염증, 항균, 면역조절 등

의 다양한 기능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으

며, 초기 발암 단계를 억제함으로서 항암작용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다[3,4,11,24].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우

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여러나라에서 약용식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추신경 기능강화, 혈액순환 개선, 혈압강

하 작용, 간기능 복구효과, 항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2,12,16]. 오미자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은 Schizandrin, Gomisin A-H, Pregomisin 등의 lignan화

합물을 포함하는 pholyphenol 화합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8,22], 다른 천연물에 비해 많은 pholyphenol 화합물을 함유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지금까지 오미자의 다양한

lignan화합물 및 polyphenol성분과 관련된 항암 연구는 단순

히 종양의 성장과 생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신혈관형성

억제를 통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현

실이다.

본 연구는 오미자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pholyphenol계

화합물 중 하나인 Gomisin A를 이용하여 in vitro 및 in vivo실

험을 통해 신혈관 형성 억제에 의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억제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Gomisin A의 항암제로서

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Gomisin A는 식품의약품안전청(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orea)으로부터 분양된 표준품을 사용 하였

으며, -80℃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및 세포주

배양에 필요한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

mycin (P/S), trypsin-EDTA, Medium 199 (M199),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Rosewell Park Memorial Institue

(RPMI) 1640 mediu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은

Hyclone (Laboratoris Inc,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Heparin은 R&D system

(USA)과 Sigma Chemical (USA)로부터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세포주 및 세포 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혈관내피세포인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s)은 20% FBS, 1% P/S, 3 ng/ml

bFGF, 5 U/ml Heparin이 포함된 M199 mediums을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A549 (human lung cancer cell line), Huh7

(human liver cancer cell line), Du145 (human prostate cancer

cell line)는 10% FBS, 1% P/S가 포함된 RPMI 1640 medium을

이용하여 배양하였으며, B16BL6 (mouse melanoma cell line)

는 10% FBS, 1% P/S가 포함된 MEM medium을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배양 접시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기 위하여 0.25%

trypsin-EDTA 용액을 처리하였으며, 배양세포의 세척 등에는

PBS를 사용하였고, 모든 세포의 배양은 37℃, 5% CO2 및 95%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실험동물 및 사육조건

5주령의 C57/BL6 마우스 수컷(20 g±1 g)은 ㈜오리엔트에

서 구입하였으며, 모든 동물은 1주일간의 순화 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입수된 동물은 온도 22±1℃, 습도

50±10%, 조명시간 12시간으로 제어된 환경 조건에서 사육

되었다. 동물실의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자동온습도

측정기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사육실에 반입

되는 멸균 소독된 물과 방사능으로 조사한 멸균된 사료로서

급수 급식하면서 사육하였다. 3-4일에 한번씩 멸균된 깔집

으로 교환하였으며, 체중계 및 실험도구 등은 알코올 소독

후 자외선 멸균 뒤 반입하여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육

하였다.

종양 성장 억제 활성 측정

Gomisin A의 종양성장 억제 활성 측정은 C57/BL6 마우

스에 배양된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50,000 cells/50

μl/head로 피하 이식한 후 종양조직의 성장율을 대조군과

비교 분석 하였다. 시료의 처리는 3일 간격으로 대조군

(vehicle)과 양성 대조군에는 생리 식염수를 투여하고, 실험

군에는 Gomisin A를 10 μg/head와 100 μg/head로 100 μl

씩 정맥 투여(intravenous injection) 하였다. 암 세포 이식

14일 후 부검하여 이식된 암 조직을 절개하여 조직의 무게

를 각각 측정하여 Gomisin A의 종양 성장 억제 활성을 확

인하였다.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측정

HUVECs, A549, B16BL6, Du145 및 Huh7 각 세포와 세포

주를 50,000 cells/ml의 농도로 맞추고 96 well microtiter

plate (Corning costar. Co)에 100 μl씩 주입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Gomisin A (0,

0.01, 0.1, 1, 10, 100 μg/ml) 농도별로 각 well 당 100 μl씩 세

포에 처리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5 mg/ml의 MTT 3-(4,5-dimethyl-2-thiazolyl)-2,5-di-

p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Co., USA)

solution 20 μl를 각 well에 첨가하고 4시간 동안 다시 배양

시킨 후, well 바닥에 형성된 푸른색의 MTT formazan이 생

성되면 상등액을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 (Sigma Co.,

USA)와 ethanol을 1:1로 혼합한 용액 200 μl을 첨가하여 천

천히 녹인 후 ELISA plate reader (Synergy2, BioTek, USA)

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620 nm의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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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nce 흡광도를 보정하였다.

신혈관형성 억제 활성 측정

C57/BL6 마우스에 배양된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50,000 cells/50 μl/head로 피하 이식하였다. 3일 간격으로 대

조군(vehicle)과 양성 대조군에는 생리 식염수를 투여하고, 실

험군에는 Gomisin A를 10 μg/head와 100 μg/head로 100 μl

씩 정맥투여 하였다. 암 세포 이식 14일 후 부검하여 암 조직을

포함하는 마우스의 표피 조직을 적출하여 암 조직에 의해 유

도된 신생 혈관의 수를 측정하여, Gomisin A의 신혈관형성

억제 활성을 확인하였다.

폐전이 억제 활성 측정

C57/BL6 마우스에 배양된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마우스의 꼬리 정맥에 50,000 cells/50 μl/head 주입한 후, 3일

(3회) 간격으로 대조군과 양성 대조군에는 생리 식염수 투여하

였고, 실험군에는 Gomisin A를 10 μg/head와 100 μg/head로

정맥 주사를 통해 투여 하였다. 암 세포 주입 14일 후, 종양의

표적기관인 폐를 적출하여 bouin’s solution (Sigma Chemical

Co., USA)으로 전이된 종양을 고정시킨 후 전이된 종양 col-

ony 수를 측정함으로써 Gomisin A의 암 세포 전이 억제 활성

을 확인하였다.

종양세포 부착 억제 활성 측정

암 세포의 전이 시, 암세포와 세포외기질간에 부착하는 과

정은 중요하며, B16BL6 melanoma cell line과 bovine serum

albumin (BSA, control protein), gelatin, collagen, Matrigel,

3종류의 matrix protein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부착능 확인 실

험하였다. 96 well plate에 gelatin, type I collagen, Matrigel,

BSA를 각각 코팅한 후,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20,000

cells/ml로 분주하였다. Gomisin A를 농도별로(0, 0.01, 0.1,

1, 10, 100 μg/ml) 처리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PBS로 3회

세척하여 부착하지 않는 세포를 제거하고, XTT solution을 20

μl/well로 처리한 후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학적 처리는 Student’s t-tests를 사용하였

으며, p<0.05 수준 이하에서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Gomisin A의 종양 성장 억제 활성 효과

항암화학요법제를 개발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

서 in vitro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in vivo 적용 시 활성의

감소 또는 소멸되는 현상이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Gomisin A의 항종양 활성의 관찰을 in vivo에서 확인 후, in

vitro에서 관련된 mechanism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B16BL6

mouse melanoma cell line을 C57/BL6 마우스에 피하주사

(subcutaneous injection)한 후, 미정맥(intravenous injection)

을 통해 Gomisin A를 처리하여 in vivo 종양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Fig. 1). C57/BL6 마우스에 B16BL6 mela-

A

B

Fig. 1. Growth inhibition of B16BL6 tumor xenograft in C57BL6

mice by administration of Gomisin A. C57BL6 syngeneic

mice were subcutaneously implanted with 50,000

B16BL6 melanoma cells per mouse and systemically

treated by intravenous injection of Gomisin A (10 and

100 μg/head). (A) Photos of the lesions from B16BL6

xenografts after treatment with or without Gomisin A

for 2 weeks. (B) Quantitative anaylysis of tumor weight

from B16BL6 xenograft in both control and Gomisin

A-treated group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S.E. (n=5). *p<0.005, difference vs.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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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ffect of Gomisin A on in vivo tumor-induced

neovascularization. The ability of Gomisin A to inhibit

in vivo tumor-induced angiogenesis was examined by im-

plantation of the B16BL6 cells (50,000 cells/animal) hypo-

dermically intradermally on the shaven dorsum of

animals. After 2-week intravenous treatment with

Gomisin A (10 and 100 μg/head), the mice were sacri-

ficed and skins were excised and fixed in phosphate-buf-

fered 10% formaldehyde. Capillary at skin interior were

counted by two observers in a blinded fashion. (A)

Photos of the capillary with the skin interior; (B)

Quantitative analysis of capillary number in mice treated

with Gomisin A.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E.

(n=5). *p<0.05, difference vs. Positive control.

Fig. 2. Cytotoxic effect of Gomisin A on normal cells and a varie-

ty of tumor cell lines. HUVECs and Du145, B16BL6,

A549, Huh7 cell lines (5,000 cells/well) were seeded into

96 well microtiter plates. Serial diluted Gomisin A added

into the plate and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colorimetric assay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noma cell line을 주입하지 않은 대조군(vehicle)에서는 종양조

직의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B16BL6 melanoma cell line

만을 주입한 양성 대조군은 vehicle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종양

조직의 성장이 확인되었다(Fig. 1A and B).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주입하고, 미정맥을 통해 Gomisin A를 10 μg/ml과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 하였을 때 각각 80.5±8.1%와

96.2±2%의 종양조직의 성장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A

and B). 오미자의 lignan 성분 중 하나인 Gomisin A가 in vivo

에서 유의한 종양성장 억제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Gomisin

A에 의한 종양성장 억제 활성이 어떠한 기전에 의해 나타나는

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Gomisin A에 의한 종양성장

억제활성이 암 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에 의한 것인지 또

는 다른 억제 기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Gomisin A의 세포 및 세포주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화학요법제는 종양세포

에 대해 apoptosis의 유도 및 cell cycle arrest 등을 통해 직접적

인 살상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을 보이는 항암

화학요법제들은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1,10,19]. Gomisin A의 정

상세포(HUVECs) 및 종양 세포주(A549, B16BL6, Du145,

Huh7)에 대한 직접적인 세포독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Gomisin A를 농도별(0, 0.01, 0.1, 1, 10, 100 μg/ml)로 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Gomisin

A는 정상세포(HUVECs) 및 종양 세포주(A549, B16BL6,

Du145, Huh7)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2). 그러나 Gomisin A 0.01~1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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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Gomisin A on in vivo pulmonary metastasis of melanoma cells and adhesion of tumor cell to extracellular matrix

proteins. B16BL6 cells were injected into the lateral tail vein of 6-week-old male C57BL/6 mice. After 2-week intravenous

treatment with Gomisin A (10 and 100 μg/head), the mice were sacrificed and lungs were excised and fixed in phosphate-buf-

fered 10% formaldehyde. Metastatic nodules at lung surfaces were counted by two observers in a blinded fashion. (A)

Photos of the lung with the metastatic nodules; (B) Statistical metastatic nodules in lung of mice in different treatment

groups.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E. (n=5). (C) Effect of Gomisin A on the adhesion of B16BL6 cell line to immobi-

lized extracellular matrix proteins. B16BL6 cell line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Gomisin A was added to the BSA, Gelatin,

type I collagen and Matrigel coated 96-well plates. After incubation, the adhesion B16BL6 cell line was determined. *p<0.05,

difference vs. Positive control.

의 농도 범위에서는 정상세포 및 종양 세포주에서 유의한 독

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10 μg/ml에서 7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어 직접적인 살상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 따라

서, Gomisin A의 항종양 활성은 종양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혈관신생 및 다른 경로의 억제

와 활성화를 통해 유도될 수 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또한

종양 면역활성, 암세포 자살 유도능과 같은 다양한 부분의 연

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종양 조직에 의해 유도되는 신혈관형성 저해 효과

암조직과 같이 세포증식이 왕성한 경우, 공간적으로 세포의

수가 증가되어 혈관에 의해 산소가 확산될 수 있는 거리는

150 μm에 불과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 암 조직 내부의 세

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혈관형성

이 유도되어야 한다. 특히 암세포는 새롭게 형성되는 혈관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를 하게 된다.

Gomisin A는 in vivo에서 강력한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Fig. 1) 정상세포 및 종양세포주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Fig. 2). 따라서 Gomisin A의 항종양 활성이

신혈관형성 억제활성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Gomisin A의 신혈관형성 억제 효과는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C57/BL6 마우스의 피하에 주입하여 종양조직을 형성

하고, Gomisin A를 미정맥으로 투여하여 종양조직 주변으로

형성되는 신생혈관의 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주입한 양성 대조군에서 종양세포를 주

입하지 않은 대조군(vehicle)에 비해 종양조직 주변으로

300±12.8% 새로운 혈관의 형성이 관찰되었다(Fig. 3A and B).

Gomisin A (10, 100 μg/ml)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양성 대조

군에 비해 종양조직 주변의 신생혈관의 수가 각각 151±16.9%,

98.5±29.5%의 유의한 감소율을 나타내었다(Fig. 3A and B).

이러한 결과는 Gomisin A가 종양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신혈

관형성을 억제함으로서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혈관형성의 억제를 통한 종양조직의 성장억제는 인체 내

정상조직에 대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음으로서 종양조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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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이적 억제활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종양 세포의 폐 전이및 세포외기질과의부착 억제 활성효과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발생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장기에서 증식하는 현상이다. 암세포의

전이는 암 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며, 환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Gomisin A의

종양 전이억제활성은 C57/BL6 마우스에 B16BL6 melanoma

cell line을 미정맥 주사(intravenous injection)를 통해 주입하

고 Gomisin A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폐를 적출하여 cancer

colony의 수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Fig. 4). B16BL6 melano-

ma cell line을 단독 주입한 양성 대조군은 암 세포주를 주입하

지 않은 대조군(vehicle)에 비해 유의한 cancer colony가 확인

되었다(Fig. 4A). B16BL6 melanoma cell line의 전이를 유도하

고 Gomisin A를 10 μg/head로 처리한 그룹에서 13.5±8.56%,

100 μg/head에서 58.3± 9.12%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종양세포

전이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Fig. 4A and B).

종양 세포의 전이과정에서 원발 부위의 조직에서 세포 접착

능이 감소해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 전이 부위의 기저

막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에 부착하여 이동하는 단

계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Gomisin A에 의한 종양전이 억제활

성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종양세포주와 기저막 세포외기질

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양세포와 세포외기질

과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은 BSA (control protein), Gelatin,

Collagen, Matrigel이 coating 된 plate에 B16BL6 melanoma

cell line이 부착하는 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B16BL6 mela-

noma cell line의 부착은 BSA가 coating된 control과 Gelatin,

Collagen, Matrigel의 세포외기질이 coating된 시험군에서

Gomisin A의 농도 0.01~10 μg/ml의 범위 까지는 유의한 부착

억제활성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4C). Gomisin A 100 μg /ml

에서 B16BL6 melanoma cell line의 부착능은 BSA (55.35±

2.27%), Gelatin (27.37±1.58%), Collagen (42.96±2.67%),

Matrigel (28.91±2.84%)까지 각각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C). 지금까지의 결과는 Gomisin A가 나타내는 종양세

포의 전이 억제활성은 세포외기질 분자에 대한 종양세포의

결합과정을 억제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또한 세포외기질 성분 중 collagen분자에 대한 부착

억제활성이 매우 높게 관찰되었고, 대부분의 세포외기질 성분

이 포함된 Matrigel에 대한 부착 역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따라서 Gomisin A의 종양세포와 세포외기질간의 부착 저해

활성은 향후 암전이 억제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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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Gomisin A의 신혈관형성 저해를 통한 종양 성장 및 전이 억제 효과

김도윤1․유호진1․윤미소1․박주훈1․장상희2․이환명1*

(
1
호서대학교 화장품과학과,

2
구미대학교 웰빙식품과)

항암화학요법제는 의약품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와 신약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암 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와 조직에 대한 독성과 내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되어,

최근 신혈관형성 억제와 천연물 유래의 암 치료제 개발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의 활성

성분 중 하나인 Gomisin A의 종양성장 및 전이억제 효과와 이들의 작용기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Gomisin

A의 종양성장 억제활성은 B16BL6 cell line을 C57/BL6 mice의 피하에 주입하여 유도된 종양모델을 활용 하였으며,

Gomisin A 10 μg/ml, 100 μg/ml에서 양성 대조군에 비해 각각 80.5±8.1%, 96.2±2%의 유의한 억제활성을 나타내었

다. Gomisin A의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은 MTT assay를 통해 확인하였고, 정상세포(HUVECs)와 종양세포주

(A549, B16BL6, Du145, Huh7)에 대한 유의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종양조직에 의해 유도되는 신혈관형성

억제능은 C57/BL6 mice에 배양된 B16BL6 cell line을 피하주사하여 종양조직을 형성하고, 이들이 유도하는 신생혈

관에 대한 Gomsin A의 억제활성을 확인하였다. Gomisin A를 10 μg/head와 100 μg/ head에서 신혈관형성 억제

활성은 양성 대조군에 비해 각각 151±16.9%, 98.5±29.5%의 유의한 감소활성을 나타내었다. 종양전이 억제활성은

B16BL6 cell line을 C57/BL6 mice 미정맥에 주입하여 in vivo폐전이 모델을 만들고 폐에 전이된 종양의 colony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Gomisin A의 농도 10 μg/head, 100 μg/head에서 각각 양성 대조군에 비해 13.5±8.56%,

58.3±9.12%의 전이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Gomisin A는 B16BL6 cell line이 세포외기질에 대한 부착능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omisin A의 종양성장 억제활성이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

에 의한 것이 아닌 신혈관형성 억제에 의한 것이며, 또한 종양 전이 억제 활성을 나타냄으로서 향후, 암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의 선도물질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오미자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Gomisin

A의 종양성장 억제 활성과 전이억제 활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Gomisin A가 종양성장 억제활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고, 이러한 효과는 종양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양조직에 의해 유도되는 신혈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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