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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atural products are attractive as the source of new drug development. Especially, numerous

unknown marine bioresources are an object of attention because the ocean occupies three fourth of the earth. Survival

of marine bioresources in extreme environment may induce the production of biological active compounds. As previ-

ous study, we examined over 40 specimens of marine sponges collected from Micronesia and screened their anti-pro-

liferative activities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Among them, we investigated Coscinoderma sp.’s activity and

mechanism in human colon carcinoma HCT116 and RKO cells. Furthermore, we also used the p53-knockout of

HCT116 cells and the p53 loss of RKO cells for elucidating the role of p53. Coscinoderma sp. inhibited cellular via-

bility independently of the p53 status. Therefore, we compared the expression level of cell death-related proteins by

Coscinoderma sp. in HCT16 and in HCT116 p53KO cells. Coscinoderma sp. increased p53 level and NOXA levels

and induced apoptosis under the condition of p53 existence. On the other hand, Coscinoderma sp. increased p21 and

mTOR levels in HCT116 p53KO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scinoderma sp. induced anti-proliferation effect

through different pathway depending on p53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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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인 암은 해마다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 방

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대표적인 서구형 암이라 불

리는 대장암은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에도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1). 국립 암센터의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

면 대장암은 한국인 남성 암 발생 원인 1위, 여성은 3위

를 차지하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추

세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원인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항암물질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을 통한 적출 이외에 5-

FU를 기본으로 한 항암요법 및 방사선과의 병용요법 등

이 활용되고 있으나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적 변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암제에 따른 감수성의 차이가 날

수 있다3). 대장암에서 KRAS의 변이가 중요하게 알려져 있

으나, 이 외에도 APC와 p53의 변이도 존재한다. 특히, p53

의 기능 상실은 5-FU의 감수성을 약화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4). 이는 항암제 내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p53의

유무에 따른 항암 효능의 비교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천연물 유래 물질로부터 새로운 항암

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민간요법을

통해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되거나, 식품으로

섭취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천연물 유래 물질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6). 최근에는 새로운 천연물

유래 물질의 탐색을 위해 해양에서 서식하는 유효한 생리

활성을 가진 물질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7,8). 지금까지

는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연구가 시료 채취의 어

려움 등에 의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지구의 75% 정도

를 차지할 정도의 광대한 범위에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개척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미지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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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심해의 저산소, 고압 등의 열악

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생물체로부터 만들어지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과 그 대사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지

금까지 알려진 해양 천연물 유래 물질은 약 15,000여 종

이 있으며, 그 중에서 해면동물(marine sponge)이 가장 풍

부한 천연물 유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8). 해면동물의 생리활성도 매우 다양하여 항균, 항박테

리아, 항바이러스, 항염, 항당뇨, 항결핵, 항산화, 항암 등

의 물질이 보고되었다9,10). 이전 연구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는 해양생물 추출물을 검색하여 Hyrtios sp.11)와 Haliclona

sp.7)의 작용 기전을 밝힌 바 있다. 

해면동물 Coscinoderma sp.는 glyoxylate cycle에서 isocitrate

lyase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Candida albicans의 감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2014년 Lee 등에 의해 보

고되었다12). 하지만, 그 이외의 생리활성에 대해서는 알려

진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의 추크(Chuuk) 해양에서 채취한 Coscinoderma sp. 추출

물이 대장암 세포주에 미치는 항암 작용을 살펴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RPMI-1640 배지, DMEM 배지, fetal bovine serum (FBS),

streptomycin/penicillin solution, phosphatase inhibitor, protease

inhibitor와 RIPA buffer는 GenDEPOT (Barker, TX, USA)

를 통해 구입하였다. 세포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한 Cell

Counting Kit (CCK)-8은 DOJINDO (Japan)에서 구입하였

다.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과 항 p53 항체, 항

p21 항체는 Millipore (Billerica, MA, USA), 항 PUMA 항

체, 항 NOXA 항체, 항 caspase 9항체는 Cell signaling, 항

β-actin 항체는 Sigma-Aldrich, 항 mTOR 항체와 항 Bcl-2

항체는 Abcam에서 구입하였다. 항 mouse IgG (H+L)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와 항 rabbit IgG (H+L)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는 Bio-Rad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Bicinchoninic acid (BCA) assay kit은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TECAN,

Austria), Semi-dry electro blotter (Peqlab, Erlangen, Germany),

Chemi-doc (FluorChem E, Proteinsimple, San Jose, CA,

USA), SDS-PAGE (Mini-PROTEAN® Tetra Handcast

Systems,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였다.

시료의 준비

해면동물 Coscinoderma sp.의 추출물은 해양과학기술원

에서 제공받은 샘플을 사용하였다. Chuuk state의 해양에

서 얻은 이 시료(Fig. 1)는 채취 후, 바로 동결건조하고 메

탄올과 디클로로메탄 추출에 의해 1차 추출물을 얻은 것

이다13,14). 실험을 위해 추출물을 다시 증류수에 녹여서 25

mg/mL로 만든 후 분주하여 사용 전까지 −20oC에서 보관

하였다. 

세포 배양

대장암세포 HCT116와 RKO, p53의 발현이 억제된 HCT116-

p53KO과 RKO-E6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HCT116과

HCT116-p53KO는 10% FBS과 1% streptomycin/penicillin

을 첨가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고, RKO와 RKO-E6

는 10% FBS와 1% streptomycin/penicillin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구입 후 1주일 정도 계대배양을 하여 안정기의 세포를

haemacytometer 를 사용하여 세포수를 측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Cell counting kit-8 assay

Plate의 세포를 trypsin-EDTA로 모아 haemacytometer를

이용하여 cell counting을 실시하여 4 × 104 cells/mL 씩 되

게끔 희석을 한 후 96-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 하여,

하루 동안 37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시료를

각 농도에 맞게끔 단계 희석하여 세포에 처리를 한 후 48

시간 경과 후, CCK-8를 10 μL씩 넣고 37oC에서 3시간 동

안 반응시켰다. 이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8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ell morphology

RKO와 RKO-E6 세포주를 6-well plate에 3 × 104 cells/

mL로 깔고, 24시간 후에 시료 50 μg/ml를 처리하고 24시

간 및 48시간 후에 세포 형태를 현미경(40배율, Nikon

Eclipse TS100, Japan)으로 확인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단일세포를 4 × 105개씩 counting하여 6-well plate에 접

Fig. 1. Morphology of Coscinoderma s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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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한 후 하루 동안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Coscinoderma sp. 시료를 단계희석 하여 알맞은 농도로 처

리 한 후 다시 하루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protease inhibitor

와 phosphatase inhibitor를 섞은 RIPA buffer를 well당 400

μL씩 처리하여 4oC에서 둔 후 cell scraper로 cell을 모아

원심분리(14000 rpm, 20분, 4oC)하여 상층액을 얻어 단백

질을 추출하였다. 총 단백질은 BCA assay방법을 이용하

여 정량하였고, 전체 sample의 단백질의 농도를 균일하게

맞추어 12~15% gel에 SDS-PAGE를 실시하였다. Gel에 걸

린 단백질은 semi-dry electro blotter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에 옮겼으며, 보고자 하는 1차 항체와 2차 항체

를 순서에 맞춰 넣어 반응을 시켰다. 1차 항체와 2차 항체

의 비율은 항 p53 (1:1000), 항 p21 (1: 1000), 항 caspase-

9 (1:1000), 항 mTOR (1:10,000), 항 PUMA (1:1000), 항

NOXA (1:1000), 항 Bcl-2 (1:1000), 항 β-actin (1:5000), 항

mouse (1:3000), 항 rabbit (1:3000)이다. 이후 ECL용액으로

반응시켜 chemi-doc으로 검출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실험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의 유의성 검정은 student t-test 분석을 통해 실

시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

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Inhibition of cell proliferation by Coscinoderma sp.

extract

해양생물 시료 45종에 대해 다양한 세포주에서 암 증식

억제 효과를 검색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세

포주 4종에 대해 효과가 있는 Coscinoderma sp. 추출물의

세포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암억제유전자로 대표적

인 p53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세포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대장암 세포주 RKO와 p53의 발현

을 억제시킨 RKO-E6 세포주에 대하여 Coscinoderma sp.

추출물은 농도의존적으로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다. 또한

RKO-E6에 비해 p53이 정상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RKO

세포주에 대해 Coscinoderma sp.가 약간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A). 그에 반해 HCT116세포주와 p53

유전자를 knockout 시킨 HCT116 p53KO 세포주에서는

100 μL/mL이상에서 세포 증식 억제가 확인되었으며, 두

세포주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2B). 이들 결과

로부터 Coscinoderma sp.는 HCT116세포주보다 RKO세포

주에서 민감함을 알 수 있었고, 감수성의 차이는 있으나

p53의 기능에는 무관하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hange of cellular morphology between RKO and

RKO-E6 cells by Coscinoderma sp. extract

Coscinoderma sp.을 처리한 RKO와 RKO-E6에서 세포

생존율의 차이가 보였던 것과 같이 세포의 모양에도 변화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두 세포주

모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수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Coscinoderma sp. 처리 48시간 후에 RKO에서는

apoptosis로 보여지는 세포막의 수포들을 관찰할 수 있었

다(Fig. 3, black arrow). 또한, RKO-E6에서는 세포질의 모

형 변화가 관찰되었다.

Expression of cell death-related proteins by Cos-

cinoderma sp. extract

p53의 발현 유무와는 상관없이 비슷한 세포 생존율 감

소를 보였던 HCT116과 HCT116 p53KO세포주에서의 세

포 증식 억제 기전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세포사와

관련한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두

세포주에서 p53 발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p53

을 내재한 HCT116 세포주에서 Coscinoderma sp.는 농도

Fig. 2. Anti-proliferation effect of Coscinoderma sp. on human colorectal carcinoma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Coscinoderma sp.

extract and incubated for 48 h. (A) RKO (black circle) and RKO-E6 (white circle) cells (B) HCT116 (black circle) and HCT116 p53KO

(white circle) cells. Cytotoxicity was determined by CCK-8 assay. Data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s (n = 7).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test with p < 0.05 consider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s (0 µ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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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으로 p53의 발현을 증가시켰다(Fig. 4A). p53의 하

류의 표적유전자인 p21의 발현도 미비하게 증가하였다. 또

한 apoptosis와 관련 있는 p53-upregulated modulator of

apoptosis (PUMA)와 Noxa의 발현양을 살펴본 결과, Noxa

가 증가하였고, PUMA는 약간 증가한 듯 보이나 100 μL/

mL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Caspase-9의 발현은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한 것은 caspase-9이 분절된 것으로

사료된다. Coscinoderma sp.를 처리한 HCT116 p53KO에서

는 p53-비의존적으로 p21의 발현양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

다(Fig. 4B). 또한, mTOR와 Bcl-2의 발현이 Coscinoderma

sp.의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p21은 cell cycle arrest를 유도하는 단백질로, p53 기

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mTOR가 증가하면 senescence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15). 이는 p53가 세포의 생사를 조

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p53이 p21과 함께

발현 시에는 mTOR를 억제하고 quiescence 상태가 되나,

p53의 부족 시에는 mTOR의 증가가 senescence 상태를 만

들게 된다15,16). 이는 mTOR가 ROS의 증가를 가져와

senescence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따라

서, 세포에 스트레스 반응이 왔을 때 p53과 mTOR의 균

형에 의해 세포의 조절이 이루어지는데18), HCT116 p53KO

세포주에서는 p53과 mTOR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Coscinoderma sp.의 처리에 의해 p21의 증가와 함께

senescence를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장암세포주의 증

식 억제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결과로부터 Coscinoderma sp.의 추출물은 대장암

세포주에서 p53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통

해 항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

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에서는 Coscinoderma sp.의 추출물로써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을 살펴보았으나, 시료가 한정적이어서 활

성성분을 동정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

들에서 분리 동정된 성분으로 sesterterpene sulfate로서

halisulfate 719)이 있으며, halisulfates와 suvanine의 유도체

들이 밝혀진 바 있다20,13). 알려진 survanine sesterterpenes

은 C. albicans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었으며12), survanine

analog들이 HCT-15, NCI-H23, NUGC-3 및 PC-3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었다14). 따라서, 추

후 이들 활성성분을 중심으로 Coscinoderma sp.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기전을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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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cellular morphology by Coscinoderma sp. RKO and RKO-E6 Cells were treated with Coscinoderma sp. extract (50 µg/

mL) and incubated for 24 h or 48 h. Cell were observed under light microscopy (× 400).

Fig. 4. Coscinoderma sp. -induced cell death-related protein lev-

els. HCT116 and HCT116 p53KO cells were treated with Coscin-

oderma sp. extract (75 and 100 µg/mL) and incubated for 24 h.

Protein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s according to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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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해양생물을 포함한 천연물질은 신약개발의 원천 소재로

서 매력적이며, 특히 무수한 미지의 해양생물들의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미크로네시아에서 채

취한 해면동물 40여종에 대하여 항증식 효과를 다양한 암

세포주에서 검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Cos-

cinoderma sp.의 작용 및 그 기전을 살펴보았다. 특히, 암

억제유전자 p53의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주(HCT116 p53KO

과 RKO-E6)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세포생존률 시

험에서 Coscinoderma sp. 추출물은 p53의 유무와 상관없

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p53 존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세포사멸 관련 단백질 발현양을 Coscinoderma

sp. 처리한 각 세포주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Coscinoderma

sp.를 HCT16 세포주에 처리하였을 때, p53과 Noxa의 발

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caspase-9이 분절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apoptosis를 일으킨다고 여겨진다. 반

면, p53이 결핍된 HCT116세포주에서는 Coscinoderma sp.

에 의하여 p21과 mTOR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였고, 이는 senescence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로부터 Coscinoderma sp.는 p53의 존재여부에 따라

상이한 작용기전을 매개하여 대장암 세포주의 증식을 억

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Coscinoderma sp.의 활성 성분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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