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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 리 유충 추출물의 간암세포에 한 세포독성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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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natural products or their derivatives, mostly originating from plants, fungi, and bacteria, have 
been exploited as therapeutic drugs to treat various human diseases. In addition to previously explored organisms, 
research on natural compounds has now expanded into unexamined living organisms in order to identify novel bioactive 
substances. Here, we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larval form of the mealworm beetle Tenebrio molitor, a species 
of darkling beetle, contains cytotoxic substances that exclusively affect cancer cell viability. 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partitioned fractions, hexane and ethyl acetate fractions, showed anticancer effects against various human cancer 
cells derived from the prostate (PC3 and 22Rv1), cervix (HeLa), liver (PLC/PRF5, HepG2, Hep3B, and SK-HEP-1), 
colon (HCT116), lung (NCI-H460), breast (MDA-MB231), and ovary (SKOV3). Cell death induced by the fractions 
was a mix of apoptosis, necrosis, and autophagy. The hexane fraction was 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to nude mice 
bearing a hepatocellular carcinoma SK-HEP-1 and showed inhibition of tumor growth in vivo. Therefore, we concluded 
that worm extracts contain cytotoxic substances, which can be enriched by proper fractionation protocols, and further 
separation and purification could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novel molecules to treat human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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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천연물들은 질병을 치료하

기 위해 예로부터 꾸준히 활용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들이 분리, 동정되어 치료약품으로 상업화

되기도 하였다(1).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

료하기 위한 약물 중 절반 정도가 천연물로부터 유래되었을 

정도로 이미 자연 속 천연물들은 인류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2,3). 우수한 약리활성을 가지는 신 물질 발

굴을 위해 식물, 곰팡이, 미생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물

질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연구가 극

한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와 그 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종

족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1,3,4). 

곤충은 약 100만 종 이상 보고되어 있고 100만 종 이상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예측될 정도로 지구

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5). 척추동물, 식물, 미생물 등과 진화적으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곤충들이 그들만의 특수한 환경

에 적응하도록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질들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잘 발굴할 경우 약물로 개발될 수 있는 약리활성을 가진 물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론해왔다(6). 더불어 곤충은 질병

을 치료하거나 회복을 돕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7) 곤충으로부

터 약리활성을 가진 신 물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아시아

권 일부 국가들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생

리활성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8). 

암세포 특이적인 신호전달 기전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항

암약물 타겟 단백질 발굴과 그에 대한 저해물질개발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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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항암약물은 부족한 상황이다(9). 

항암약물 개발을 위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암 치료약물로써 임상허가를 받는 신규약물건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10). 이렇듯 항암약물 개

발은 위험이 크고 약물 개발 성공률이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11,12) 경제적이고 신속한 항암약물 개

발 전략이 필요하고 천연물질, 특히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

행되지 않은 종족인 곤충으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는 

전략은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안되어 왔었다(6,8). 

암세포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서 암세포로 진화해 가는 과정(tumorigenesis)에서 세포죽

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특이적인 신호전달기전을 획득

하게 되어 프로그램된 세포죽음기전인 아포토시스(apop-

tosis), 활성산소 등으로 유도되는 세포괴사(necrosis), 자

식작용인 오토파지(autophagy)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죽음

기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무한히 

복제하면서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며 

면역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특성과 더불어 세포죽음을 회

피하는 암세포의 성질은 중요한 약물 타겟이 되어 왔으며, 

여전히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죽음유도물질들이 개

발되고 있는 상황이다(14).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는 거저리과에 속하는 곤

충으로 애벌레는 간암을 포함하는 간질환을 치료할 목적으

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통적으로 사

용되어 왔다(15). 갈색거저리 애벌레에 대한 영양학적인 성

분분석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불포화지

방산과 같은 유용한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

고(16,17), 3,000 mg/kg/day 용량을 실험쥐에 한 달간 섭

취하였을 때도 뚜렷한 독성이 없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

하여 식품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18). 약리활성 측면에서는 갈색거저리 추출물질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17)와 갈색거저리 유래 단백질이 항박

테리아 및 항곰팡이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

으나(19,20), 항암활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갈색거저리 애벌레 추출물을 대상으로 

항암활성을 in vitro 및 in vivo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항암물

질 발굴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갈색거저리 애벌레 추출물의 분획

유기용매를 이용한 갈색거저리(T. molitor) 애벌레 분말

의 분획은 기존에 보고된 실험방법을 따랐다(21). 간략히 

설명하면 실온에서 7일 동안 12 L의 95% 에탄올(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

서 1.2 kg의 갈색거저리 분말(Worldway Co., Chungnam, 

Korea)(17)로부터 추출물을 확보하였다. 추출물을 필터하

여 불용성물질을 제거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1100, Tokyo, Japan)로 용매를 제거하였다. 

에탄올 추출물(379.66 g)은 hexane, ethyl acetate, n-bu-

tanol, H2O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되었고 각각 313.90 

g, 0.78 g, 24.80 g, 24.80 g의 분획물을 확보하였다. 

Primary hepatocyte와 cardiomyocyte의 추출

Primary hepatocyte는 8주된 BALB/c 쥐(Orient Bio 

Inc.,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기존의 보고대로 추출

하였다(22,23). 간단히 설명하면 마취된 쥐의 간에 colla-

genase solution을 흘려보낸 후 간 조직을 조각내었고, 100 

μm cell strainer(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조직 덩어리는 걸러 제거해 낸다. 걸러진 세포들은 

M199/EBSS medium(Hyclone, Waltham, MA, USA)을 이

용하여 원심분리 및 resuspension을 몇 차례 반복하여 세척

한다. Percoll(Sigma-Aldrich Co.) gradient를 이용하여 

cell debris와 non-parenchymal cells을 제거하여 hep-

atocyte만 획득한다. Hepatocyte를 몇 차례 세척한 후 10% 

fetal bovine serum(Gibco, Carlsbad, CA, USA)이 포함된 

M199/EBSS medium에 resuspend 하고,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한다. Primary cardiomyocyte는 생후 2일된 

쥐(BALB/c)로부터 기존의 보고를 따라서 추출하였다(24). 

간략히 설명하면 적출된 심장은 잘게 조각내어진 후 0.05% 

trypsin-EDTA(Gibco) 용액으로 옮겨진다. 심장 조직은 

0.25% trypsin-EDTA 용액 속에서 4분 동안 37°C에서 in-

cubation 한 후, 20% fetal bovine serum을 포함하는 

DMEM/F12(Gibco)를 처리하여 trypsin을 불활성화시킨

다. 앞선 trypsin digestion과 불활성화 과정을 3회 반복한

다. 세포 suspension은 1% gelatin-coated plates에 담고 

3시간 동안 incubation 한다. 3시간 뒤에 plate 표면에 붙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하고 72시간 뒤에 배지를 갈아준 뒤 세

포를 모아서 숫자를 측정한 후 96 well plate로 옮겨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생존률 및 아포토시스 유도능력 측정

96 well plate의 well 하나당 5×103개의 세포를 over-

night 배양한 후 24시간 동안 표시된 농도만큼의 추출물들

을 처리하였다. 세포생존률 측정을 위해서 세포에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를 처리한 후, 형성된 crystalized formazan을 di-

methyl sulfoxide(DMSO)로 녹이고 595 nm에서의 흡광도

를 Infinite M200 microplate reader(TECAN, Männe-

dorf,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흡광도 값은 control과 

비교하여 percent viability로 표시하였다. 실험은 최소 2번 

반복되었고 매번 triplicate로 수행하였다. 한편 추출물들의 

아포토시스 유도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약물을 제시된 농

도로 처리한 후 CaspaTag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Millipore, Billerica, MA, USA)을 이용하여 DNA 양

(propidium iodide, red fluorescence)과 caspase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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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toxic activity of ethanol extract from Tenebrio molitor.
(A) Cytotoxic activity of ethanol (EtOH) extract. Hep3B, hep-
atocyte, and cardiomyocyte were treated with EtOH extract as
indicated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MTT assay. ***P<0.0001,
**P<0.001, *P<0.05; #, not significant. (B) Fractionation scheme
for EtOH extract. EtOH extract was further fractionated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정도(DEVDase activity, green fluorescence)를 형광 표

지하였다. FACSCalibur system(BD Biosciences) 장비로 

세포형광을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는 FlowJo software 

(ver.9.4.11, TreeStar, Ashland, OR,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쥐를 이용한 in vivo 항암활성 검증

실험쥐를 이용한 실험은 UNIST 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았다(승인번호: UNISTIACUC-13-015). 1×107개의 

간암세포주 SK-HEP-1을 멸균된 200 μL PBS에 resus-

pend 하여 8주된 수컷 BALB/c nu/nu 실험쥐(Japan SLC 

Inc., Hamamatsu, Japan)의 양쪽 엉덩이의 피하에 주사하

였다.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하여 종양의 크기가 

평균 180 mm3까지 도달하게 되면 약물주사를 시작하였는

데, 실험쥐는 무작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개의 종양

을 가진 쥐 3마리를 하나의 그룹이 되도록 하였다. Hexane 

분획물과 DMSO를 20% Cremophor EL(Sigma-Aldrich 

Co.)을 포함하는 PBS에 녹여서 복강주사를 실시하였다. 실

험쥐들은 1 g/kg hexane 분획물을 15일간 매일 투여 받았

다. 복강주사에 사용한 hexane 분획물의 양은 실험쥐의 몸

무게를 5%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 용량이다. 종양의 크기는 

caliper로 측정되었고, 종양의 부피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되었다; V=1/2×(width)2×length. 

통계분석 방법

MTT에서의 세포생존률과 xenograft 실험에서의 종양크

기 평균값은 Prism 5.0(GraphPad, La Jolla, CA, USA) 분

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unpaired t-test를 수행하였고,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차이라고 간주하

였다. 

결과 및 고찰

갈색거저리 유충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활성

갈색거저리 유충의 항암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에탄올을 

이용해서 함유된 물질을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항암활성 분

석을 위해서는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세포독성을 

보이는 반면에 암세포에서는 높은 세포독성을 가질 수 있는

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험쥐의 간과 심장으로부

터 정상세포라고 할 수 있는 primary hepatocyte와 car-

diomyocyte를 분리하였고,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

은 암세포주(Hep3B)에 대한 효과와 비교하였다. 2 mg/mL

의 에탄올 추출물은 간암세포주인 Hep3B에 대해서는 50% 

이상 되는 세포죽음을 유도할 수 있음을 MTT 분석으로 확

인하였다(Fig. 1A). 반면에 정상세포주인 primary hep-

atocytes는 동일한 농도의 추출물에 대해서 미미한 수준의 

세포죽음만이 유도되었으나 primary cardiomyocyte는 암

세포주보다 더 많은 세포죽음이 관찰되었다(Fig. 1A). 따라

서 갈색거저리 에탄올 추출물은 간암세포주와 정상심근세

포에서 모두 세포독성을 보이는 비특이적인 세포독성을 가

지고 있다.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암활성

에탄올 추출물은 다양한 물질의 혼합물이므로 추가적인 

분획으로 암세포 특이적인 세포독성 활성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을 hexane, butanol, ethyl ace-

tate, 물을 이용하여 liquid-liquid partition으로 분획하였

다. 379.66 g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313.90 g hexane, 0.78 

g ethyl acetate, 24.80 g butanol, 24.80 g 물 분획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Fig. 1B). 분획물들을 암세포주에 처리하

고 세포죽음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들은 세포죽음을 유도하는 활성을 보였고, 이는 에탄

올 추출물의 암세포에 대한 독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활성

이었다(Fig. 2A). 반면에 butanol과 물 분획물들은 최고 농

도인 2 mg/mL에서도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미미한 수

준이었다(Fig. 2A). 실험 결과에서 ethyl acetate 및 buta-

nol 분획물에서 100% 이상의 활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포증식의 증가 때문은 아니었으며 곤충 분획물 속에 포함

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MTT 시약을 직접 환원시켜서 나

타나는 현상으로 예상된다(25,26). 다음으로 전립선암(PC3, 

22Rv1), 자궁경부암(HeLa), 간암(PCL/PRF5, HepG2, 

Hep3B, SK-HEP-1), 직장암(HCT116), 폐암(NCI-H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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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cancer activity of hexane and 
ethyl acetate fractions. (A) Cytotoxic activ-
ity of the fractions. Hepatocellular carcino-
ma cell lines, SK-HEP-1 (left) and Hep3B 
(right) were incubated with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fractions as in-
dicated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MTT 
assay. (B) Cytotoxic activity of hexane and 
ethyl acetate fractions. Hexane and ethyl 
acetate fractions were administered to hu-
man cancer cells from prostate (PC3 and 
22Rv1), cervix (HeLa), liver (PLC/PRF5, 
HepG2, Hep3B, and SK-HEP-1), colon 
(HCT116), lung (NCI-H460), breast (MDA- 
MB-231), and ovary (SKOV3) for 24 hours 
at a concentration of 2 mg/mL. Cells were 
analyzed by MTT assay. (C) Cytotoxic ef-
fect of fractions on normal cells. Cardiomy-
ocytes and hepatocytes isolated from mouse 
heart and liver were incubated with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fractions 
as indicated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MTT assay. To determine P values, percent 
cell viability of hexane, ethyl acetate, buta-
nol, or water fraction was compared with 
control (DMSO) sample. ***P<0.0001, **P< 
0.001, *P<0.05; #, not significant.

유방암(MDA-MB-231), 난소암(SK-OV3) 환자로부터 유

래된 다양한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들은 실험에 사용된 모

든 암세포주에 대해서(ethyl acetate의 NCI-H460에 대한 

효과만 예외) 좋은 세포독성을 보여주었다(Fig. 2B). 전반적

인 활성을 비교해 보면 hexane 분획물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보다는 좋은 세포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Hexane과 ethyl acetate 두 종의 분획물들 모두에서 pri-

mary hepatocyte와 cardiomyocyte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효과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보다 약화되

어 있었고, 특히 암세포주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정상세

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뚜렷하게 감소되어 있었다(Fig. 2C).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이 가장 좋았던 hexane 분획물의 

경우에는 cardiomyocyte에 대한 독성이 에탄올 추출물과 

비교해서 약 5배 가까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B). 따라서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에는 에

탄올에 들어있던 암세포 특이적인 세포독성 활성은 여전히 

함유되어 있으나 비특이적으로 정상세포에 독성을 유발하

는 물질은 희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hexane 

분획물에 대한 구성성분 분석 및 추가 물질 분획을 통해 항

암활성을 띠는 물질을 분리 동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는 결과로 사료된다.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의 세포죽음 유도기전

분획물들에 의한 세포기전 분석을 위해서 대표적인 세포

죽음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포토시스, 세포괴사, 오토파

지 유도능력을 측정하였다(27,28). 이를 위해 분획물들을 

암세포주에 처리한 후 Annexin V와 Sytox 염색으로 세포

죽음과 phosphatidyl serine의 세포표면으로의 노출 정도

를 확인하였다(29). 세포가 죽게 되면 증가하게 되는 Sytox 

염색은 hexane 분획물을 처리한 세포주에서 뚜렷하게 관찰

되었으나 다른 분획물에서는 주어진 농도 조건에서 미미한 

수준이었다(Fig. 3A). Sytox에 염색된 세포들 중에서도 약 

70% 정도는 Annexin V negative인 necrotic 세포들이었

고, 나머지가 아포토시스에 의해서 phosphatidyl serine을 

세포표면에 노출하고 있는 Annexin V positive 세포들이었

다(30). Hexane 처리된 세포에서 초기 아포토시스에서 보

이는 Sytox negative, Annexin V positive 세포는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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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ochemical analysis of the fractions. 
(A) Flow cytometric analysis of Hep3B. 
Hep3B cells were incubated with hexane, eth-
yl acetate, butanol, and water fractions (1 
mg/mL) for 24 hours. The cells were labeled 
with Sytox and Annexin V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B) Flow cytometric analysis 
of SK-HEP-1. 2 mg/mL hexane fraction was 
incubated with SK-HEP-1 for 24 hours. The 
cells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C) 
Autophagy induction. The fractions were in-
cubated with SK-HEP-1 and Hep3B as in-
dicated (mg/mL)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지 않았다(Fig. 3A). 이는 Sytox, Annexin V로 동시에 염색

된 세포들도 세포괴사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음을 의미한다(31). Propidium iodide(PI)와 caspase ac-

tivity(DEVDase) 활성 측정에서도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hexane 분획물에서만 double positive 세포 비율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 다음으로 오토파지 유

도능을 보기 위해서 오토파지 유도의 근거로 활용되는 mi-

crotubule-associated protein light chain 3(LC3) 단백질

이 phosphatidylethanolamine(PE) conjugation이 되어서 

나타나는 LC3-Ⅱ 형태의 증가가 있는지를 western blot-

ting으로 확인하였다(Fig. 3C)(32,33). 실험에 사용된 서로 

다른 두 종의 암세포주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은 LC3-

Ⅱ 형성을 증가시켰으나 hexane 분획물의 경우에는 SK- 

HEP-1 세포주에 대해서만 LC3-Ⅱ를 증가시켰다. 결론적

으로 hexane 분획물은 대표적인 세포죽음 형태인 아포토시

스, 세포괴사, 오포파지를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ethyl 

acetate 분획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토파지 유도활성

이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Hexane 분획물과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현재의 항암치료는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항암약

물들을 낮은 dose로 함께 투여하여 항암약효는 높이고 원치 

않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34). 더

불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곤충 추출물들을 단독으로 

치료목적을 위해 복용하기보다는 치료를 도와주기 위한 보

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hexane 분획물에서 확인

한 암세포에 대한 독성이 다른 항암물질들과 함께 상승효과

를 보일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현재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는 DNA cross-linker(cisplatin)(35), topoisomerase 

Ⅱ inhibitor(doxorubicin)(36), microtubule-stabilizer 

(taxol)(37), tyrosine kinase inhibitor(sorafenib)(38)를 

hexane 분획물과 함께 간암세포주에 처리하였다. 최적의 

약물 상승효과 조건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하여 단독 투여로는 너무 높은 활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두 가지 약물을 병용으로 처리하였을 때 뚜렷한 

상승효과를 보이는 농도 조건을 설정하였다. Taxol(Fig. 

4A), sorafenib(Fig. 4B), doxorubicin(Fig. 4C)에서 hex-

ane 추출물과 함께 간암세포주에 처리되었을 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세포독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isplatin의 경우에는 hexane 분획물과의 상승효과

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로부터 hexane 분획

물은 병용요법에 쓰이는 다른 세포독성 항암약물들이 하듯

이 기존 항암제에 의해서 유도되는 세포의 스트레스 신호전

달 기전을 더욱 증폭시켜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높일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exane 분획물로부터 항암성분이 

확보될 수 있다면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Hexane 분획물의 in vivo에서의 항암활성

Hexane 분획물의 in vivo에서의 항암활성을 확인하고자 

간암세포주의 하나인 SK-HEP-1 세포주를 BALB/c nu/nu 

실험쥐의 피하에 이식하여 종양을 만들었다. Hexane 분획

물을 종양이 형성된 쥐에 처리하는 동안 종양성장은 충분히 

억제되었고, 처리를 중단하자 종양성장이 다시 재개되었다

(Fig. 5A). 따라서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hexane 분획물을 

투여하는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종양성장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Fig. 5B) 암세포를 완벽하게 죽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Hexane 분획물을 15일 동안 

처리하고 즉시 측정한 몸무게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

으로 서로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약물을 처리하기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약 1.2% 정도의 몸무게 감소만이 확인되었다

(Fig. 5C). 결론적으로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xenograft 실

험에서도 hexane 추출물은 뚜렷한 부작용 없이 유의미한 

수준의 종양성장 억제능력을 보여주었다. 보다 좋은 항암활

성을 가지는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exane 분획물로부

터 추가 분획물을 확보하거나 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분리하

는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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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 vivo anticancer activity of hexane fraction. (A) Tumor volume measurement. SK-HEP-1 cells were subcutaneously implanted 
in nude mice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When tumor size reached around 180 mm3, 1 g/kg hexane fraction and DMSO 
vehicle were administered via i.p. as indicated. The tumor size was measured with calipers. (B) Tumor volume. At the end of 
experiment, tumor volume was compared with each other. (C) Mouse body weight change. After 15 days of hexane fraction treatment, 
average mouse body weight was compared. *P<0.05;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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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bination of hexane fraction with cancer drugs. (A)
Combination of taxol and hexane fraction. Hep3B and HepG2 
were incubated with 0.2 mg/mL hexane fraction and 2 μM 
(Hep3B), 1 μM (HepG2) taxol as indicated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MTT assay. (B) Combination of sorafenib and hex-
ane fraction. PLC/PRF5 and HepG2 were incubated with 0.2
mg/mL hexane fraction and 10 μM sorafenib as indicated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MTT assay. (C) Combination of dox-
orubicin and hexane fraction. Hep3B and HepG2 were incubated
with 0.2 mg/mL hexane fraction and 5 μM doxorubicin (DOX)
as indicated for 24 hours and analyzed by MTT assay.

요   약

본 연구에서 우리는 갈색거저리 유충 추출물의 암세포 선택

적인 세포독성 활성을 암세포주를 대상으로 하는 in vitro 

및 in vivo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먼저 갈색거저리 유충의 

에탄올 추출물은 정상세포라 할 수 있는 primary hep-

atocyte에 대한 독성은 미미하였으나 암세포주들에 대한 세

포독성과 함께 다른 정상세포인 primary cardiomyocyte에 

대한 독성도 가지고 있었다. 에탄올 추출물을 hexane, bu-

tanol, ethyl acetate, 물을 이용하여 liquid-liquid partition

으로 추가로 분획, 구성물질들을 분리하였고 이들 분획물 

중에서 hexane 분획물은 다양한 암세포들(PC3, 22Rv1, 

HeLa, PLC/PRF5, HepG2, Hep3B, SK-HEP-1, HCT116, 

NCI-H460, MDA-MB231, SKOV3)에 대한 독성을 유지하

면서 cardiomyocyte에 대한 독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0.4 

mg/mL 에탄올 추출물이 cardiomyocyte를 대부분 죽이는 

독성을 보였으나 동일조건에서 hexane 분획물은 약 20% 

정도의 세포독성만을 보여주어 독성이 상당히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비특이적인 세포독성이 물질분리 및 분

획을 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로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들이 아포토시스, 세포괴

사, 오토파지와 같은 대표적인 세포죽음 기전들을 활성화시

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hexane 분획물의 

세포죽음 유도활성은 현재 임상에서 널리 처방되고 있는 항

암물질들과 함께 간암세포주에 처리되었을 때 항암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갈색거저리 유충 추출물들이 단독으로 혹은 다

른 세포독성 약물들과 함께 항암활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hexane 분획물의 항암활성을 in vivo 

xenograft 실험쥐 모델에서 확인하였는데, 간암세포주인 

SK-HEP-1을 이식한 실험쥐에서 hexane 분획물을 15일

간 복강주사 하였을 때 종양의 성장을 뚜렷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앞선 정상세포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과 

일치하게 몸무게의 감소 등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갈색거저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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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항암활성을 가지는 물질 발굴을 위해 추가

적인 분획과 물질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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