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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icis fructus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is the dried fruit from Vitex rotundifolia; is a traditional medi-
cine for treating inflammation, migraines, chronic bronchitis, headaches, eye pain, and gastrointestinal 
infections; and demonstrates various bioactivities, including anti-allergic, anti-cancer, and anti-in-
flammatory effects, which are partly due to its phenolic compound content. This study examines the 
inhibitory effects of viticis fructus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on MMP-2 and MMP-9 expression using 
gelatin zymography and RT-PCR in phorbol-12-myristate-13-acetate (PMA)-induced HT-1080 fibro-
sarcoma cells.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were extracted twice using dichloromethane (CH2Cl2) and 
methanol (MeOH). The combined crude extracts (CH2Cl2 and MeOH) significantly inhibited MMP-2 
and MMP-9 activities in gelatin zymography. The combined extracts were fractionated into n-hexane, 
85% aqueous methanol (85% aq. MeOH), n-butanol, and water, successively according to polarity. 
Among all solvent-partitioned fractions, 85% aq. MeOH fractions showed the strongest inhibition on 
the activation of MMP-2 and MMP-9 in gelatin zymography. In PMA-stimulated HT-1080 cell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2 and MMP-9 mRNA were also greatly inhibited by the 85% aq. MeOH 
fr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viticis fructus can be used as an excellent source for anti-invasiv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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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질 금속단백질분해효소(MMP)는 metzincin superfamily

에 속하는 아연 및 칼슘 의존성 펩타이드 내부가수분해 효소

로서 현재 인체에서 발견되는 MMP 단백질들은 26개 정도가 

알려져 있다[13, 14]. 이들은 세포외기질과 기저막 단백질의 

분해와 개조에 관여하며 염증, 면역, 신경돌기 성장, 뼈의 재형

성과 같은 생리학적인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7, 8]. 최근에 MMP들이 펩타이드 성장인자, 

타이로신 키나아제 수용체, 세포접합분자, 사이토카인과 케모

카인과 같은 다양한 기질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

다[2, 6, 12]. MMPs의 조절장애는 폐기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암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서 보고되고 있다[6, 10, 14]. 지금

까지 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상증식이나 생존제고 효과를 

갖게 되는 암세포 변이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으나 종양 미세

환경 특히 세포외기질이 암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포외기질에서의 가수분해작용을 조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MMPs는 거의 모든 인체 암세포에 존재하

며 이들이 신생혈관, 종양성장, 전이를 촉진시켜 암의 진행이 

가속화된다[1]. 인체 암세포에서 거의 모든 MMP에 대한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MMP-2와 MMP-9가 종양의 전

이와 침투능력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9, 

11].

만형자는 마편초과(Verbenaceae)에 속하는 염생식물 순비

기나무(Vitex rotundifolia L.)의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순비기

나무는 우리 나라 중부 이남의 염분성분이 높은 바닷가 모래

땅에 자라는 상록관목으로 중국과 일본에도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형자의 성분으로는 monoterpene, diterpene, 

flavonoid, phenol, alkaloid 등이 분리 보고되어 있다. 한방에

서 만형자는 진통, 진정, 소염의 목적으로 만성중이염, 습진, 

이명, 난청, 두통, 신경통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약리작용으로

는 항염증작용, 항암작용, 항알러지, 항돌연변이, 진정효과 등

이 보고되어 있다[15, 16]. 

습지식물 자원으로부터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는 

중에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라는 순비기나무의 열매인 만형자 

추출물이 MMP-2와 MMP-9에 유의적인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생식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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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소재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만형자의 유기용매 추출

물과 분획물을 제조하고 이 시료들이 인체 섬유육종 암세포의 

침투와 전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MMP-2와 MMP-9의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암 침윤 억제를 통한 항암소

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시료추출  순차분획

실험에 사용된 만형자는 ‘옴니허브’에서 건조상태의 만형

자(Viticis fructus)를 구입하여 methylene chloride (Duksan, 

Korea)에 침지시켜 24시간 방치 후 여과하여 추출액을 얻었으

며,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였다. 남은 잔사에 동량의 MeOH 

(Duksan, Korea)을 첨가하여 동일한 과정으로 추출액을 얻었

고, 추출액은 감압농축하여 각각 9.35 g과 9.00 g의 조추출물을 

얻었다. 이 조추출물들은 합한 후에 용매극성에 따라 순차적

으로 분획하여 n-hexane (Duksan, Korea), 85% aq. MeOH, 

n-BuOH (Duksan, Korea), H2O 분획물을 각각 6.04 g, 5.94 

g, 2.81 g, 3.99 g을 얻었다.

세포배양

HT-1080 인간 섬유육종세포는 5% CO2, 37oC incubator 

(Formascientific, Japan)하에서 T-75 조직 배양 플라스크

(Nunc, Roskilde, Denmark)를 사용하여 단층배양 되었다. 배

양액으로는 100 unit/ml penicillin-streptomycin (Gibco-BRL, 

USA)과 10% FBS (Fetal Bovine Serum, GenDEPOT, USA)이 

함유된 RPMI 1640 (GenDEPOT, USA)을 사용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cell culture dish에서 37℃, 5% CO2 incubator (For-

mascientific, Japan)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일주일에 

5~6회 PBS buffer로 세척을 한 후, 배지를 갈고, 0.05% Trypsin- 

0.02% EDTA (Gibco-BRL, US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여 

계대배양하였다.

세포독성

HT-1080 세포의 세포생존율은 MTT (3-(4,5-dimethylth-

iazol-2yl)-2,5- diphenyl-2H-tetrazolium bromide) assay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5]. MTT assay는 탈수소 효과작용에 의하

여 노란색의 수용성 기질인 MTT (Sigma aldrich, USA)를 청

자색을 띄는 비수용성의 MTT formazan으로 환원시키는 미토

콘드리아의 능력을 이용한 검사법이다. 각각 농도별로 준비한 

시료를 세포주에 처리하고, 대조군으로 시료대신에 PBS를 처

리하였다. 처리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를 washing하고 100 μl의 MTT용액(1 mg/ ml)

을 첨가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환원되어 생성된 MMT formazan을 100 μl의 DMSO 

(Duksan, Korea)에 녹여 540 nm에서 ELISA 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생존율을 구하였다.

Gelatin zymography를 이용한 MMP 활성 측정

HT1080 세포를 serum free medium를 사용하여 24 well 

plate에 2×105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고

착시키고 일정한 농도의 시료를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배양 

후, MMP를 발현시키기 위하여 phorbol 12-myristate 13-ace-

tate (PMA, 10 ng/ml, Sigma aldrich, USA)를 첨가하여 24시

간 동안 자극하여 배양액을 얻었다. 얻은 배양액에 함유된 전

체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단백질 결정법에 의하여 정량하여 

같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조정배지가 되게 하여 1.5 mg/ 

ml gelatin (Sigma aldrich, USA)을 함유한 10% sodium dode-

cylsulfate-polyacrylamide gel (비환원조건, Duksan Korea)에

서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 후에 polyacrylamide 

gel은 실온에서 2.5% Triton X-100 (JUNSEI, Japan)이 함유된 

50 mM Tris–HCl (pH 7.5)로 30분씩 2회 세척 한 뒤에 10 

mM CaCl2, 50 mM Tris–HCl 및 150 mM NaCl을 함유한 

developing buffer를 이용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MMP에 의한 gelatin의 가수분해를 유도하였다. MMP에 의해 

가수분해된 gelatin의 영역은 0.5% Coomassie brilliant blue 

250 (LPS solution, Korea)로 gel을 30분간 염색한 후 탈색용액

(methanol : acetic acid : water = 50 : 10 : 40)으로 탈색하여 

관찰하였으며 gelatin이 분해되어 투명하게 나타나는 band의 

크기를 통해 MMP-2와 MMP-9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Gelatin 

zymography에 나타난 전기영동의 band intensity는 Quantity 

One (Bionner, Daejeon, Kore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밝은 부

분의 면적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에 

의한 mRNA 분석

배양된 HT-1080 섬유육종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

ine (PBS)로 세척하고 Trizol reagent (ambion, life tech-

nologies™, USA)로 RNA를 추출 및 정량하였다. 동량의 RNA  

(2 μg)로부터 components mixture (Invitrogen, life tech-

nologies™, USA)을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Target cDNA는 다음 primer들을 사용하여 증폭되었다: 

MMP-2에 대해서 forward 5'-TGA AGG TCG GTG TGA ACG 

GA-3'와 reverse 5'-CAT GTA GCC ATG AGG TCC ACC 

AC-3'; MMP-9에 대해서 forward 5'-CAC TGT CCA CCC 

CTC AGA GC-3'와 reverse 5'-CAC TTG TCG GCG ATA 

AGG-3'; β-actin에 대해서 forward 5'-GCC ACC CAG AAG 

ACT GTG GAT-3'와 reverse 5'-TGG TCC AGG GTT TCT 

TAC TCC-3'.

PCR PreMix (BIONEER, Daejeon, Korea)에 합성된 cDNA

와 primer를 반응시킨 다음, T100 Thermal Cycler (Bi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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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toxicity of crude extract and its solvent-partitioned fractions from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in HT-1080 human fi-

brosarcoma cells.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 ± SD (n=3).

CA, USA)을 이용하여 95℃에서 5분간 pre-denature, 95℃에

서 45초간 denature, 60℃에서 1분간 annealing cycle, 72℃에

서 45초간 extension 과정을 30번 반복함으로써 증폭시킨 후, 

72℃에서 10분 동안 마지막 extension을 시키고 4℃에서 종결, 

보관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들은 TAE buffer (Biosesang, 

Kyunggido, Korea)를 전해질로 사용한 1.5% agarose gel을 

이용하여 100 V에서 30분간 전기영동시킨 후 ethidium bro-

mide (Bionner, Daejeon, Korea) 용액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UV (Davinch-Chemi imager™, CAS-400SM, Davinch-K, 

Seoul, Korea) 하에서 mRNA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다. Gelatin 

zymography와 마찬가지로 증폭된 PCR 산물들을 이용한 전

기영동의 band intensity도 Quantity One (Bionner, Daejeon, 

Kore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밝은 부분의 면적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 ±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으며, SPSS+/WIN12.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집단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

해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세포독성에 미치는 효과

만형자의 추출물 및 유기용매 분획물이 HT-1080 섬유육종

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 여부는 MTT assay로 확인하였다

(Fig. 1). 추출물 및 유기용매 분획물을 각각 10, 50, 100, 20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

에서 HT-1080 세포에 대하여 100 μg/ml의 처리 농도까지 

8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이 농도에서 추출물 및 유기용

매 분획물의 MMP 억제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

였다(Fig. 1). 여기서 사용된 추출물 시료는 dichloromethane

과 methanol로 각각 추출한 추출물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Gelatin zymography를 이용한 MMP-2와 -9의 생성 억

제활성 측정

암의 진행과 MMPs의 발현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 의해서 보고되어졌으며 그 중에서 gelatinase인 

MMP-2와 -9은 종양세포의 전이와 침윤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형자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들이 HT-1080 세포에서 MMP-2와 MMP-9의 분비

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정한 농도의 시

료를 1시간 처리하고 10 ng/ml 농도의 PMA를 첨가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의 상층액은 gelatin zymography법을 

통해 MMP-2 및 MMP-9 단백질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PMA를 

단독 처리한 HT-1080 세포와 비교할 때 만형자 추출물은 100, 

50, 10 μg/ml의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MMP- 2와 -9의 gel-

atin 분해활성을 감소시켰다(Fig. 2,  Fig. 3). 따라서 MMP 억제 

활성성분을 추적하기 위하여 추출물을 용매극성에 따라 

n-hexane, 85% aq. MeOH, n-BuOH, water 분획으로 분획하였

다. 이러한 용매 분획들과 PMA를 동시 처리한 HT-1080 세포

에서 MMP 억제활성을 측정하였다. 모든 용매 분획들이 con-

trol 대비 MMP에 유의적인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MMP-2

의 경우에 85% aq. MeOH 분획이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

어 100, 50, 1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84, 65, 41%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MMP-9의 경우에는 n-BuOH과 85% aq. MeOH 

분획이 뛰어난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는데 n-BuOH 분획은 100, 

50, 1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85, 78, 68%의 억제율을 나타내

었고 85% aq. MeOH 분획은 각각 80, 78, 68%의 억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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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rude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from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on enzymatic activity of MMP-2 tested by 

gelatin zymography in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 ± SD (n=3).

Fig. 3. Effect of crude extract and its solvent-partitioned fractions from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on enzymatic activity of MMP-9 

tested by gelatin zymography in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 
a-f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ncen-

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 ± SD (n=3).

보여 주었다(Fig. 2, Fig. 3).

HT-1080 세포에서 MMP-2와 MMP-9의 mRNA 발  

측정

추출물 및 유기용매 분획물에 의해 HT-1080 세포내에서 일

어나는 MMP-2와 MMP-9 유전자의 발현량을 RT-PCR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PMA를 단독 처리한 세포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MMP-2 및 MMP-9의 mRNA 발현

이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PMA와 만형자 추출물 및 유

기용매 분획물을 동시 처리한 세포에서는 모든 시료들이 MMP

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Fig. 4, Fig. 5). 특히 85% 

aq. MeOH 분획이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MMP-2의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3 297

Fig. 4. Effect of crude extract and its solvent-partitioned fractions from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on mRNA levels of MMP-2 observed 

by RT-PCR in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 
a-f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 ± SD (n=3).

Fig. 5. Effect of crude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from fruits of Vitex rotundifolia on mRNA levels of MMP-9 observed by 

RT-PCR in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 
a-g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 ± SD (n=3).

경우에는 100, 50, 1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83, 54, 18%의 

억제율을 보였으며 MMP-9에 대해서는 78, 77, 56%의 억제율

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n-BuOH 분획이 좋은 억제효과를 보였

는데 MMP-2의 경우에는 측정된 모든 농도에서 약 40%의 억

제율을 나타내었으며 MMP-9의 경우에는 100, 50, 10 μg/ml의 

농도에서 67, 57, 48%의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해안가 염분이 높은 염생습지에 서식하는 순비기 나무의 

열매인 만형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

으며 이에 대한 항암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

었지만 암전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15,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진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의 활성

과 발현에 대한 만형자의 효능을 인간 섬유육종세포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MMP-2와 MMP-9

는 종양의 전이와 침투능력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

로 세포기저막에 있는 collagen Ⅳ를 포함한 세포외기질 성분

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9, 11]. 그러므로 gelatin 

zymography와 mRNA 발현을 이용하여 MMP-2와 MMP-9에 

대한 만형자 추출물의 억제활성을 검색하였으며 검색결과 만

형자 추출물은 MMP-2 및 MMP-9는 농도의존적으로 두 가지 



298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3

효소를 억제하였다. 만형자의 MMP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물

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물을 용매극성도에 따라 

분획하여 water, n-BuOH, 85% aq. MeOH, n-hexane 분획물들

을 얻었으며 각각의 분획물에 대한 MMP-2와 MMP-9에 대한 

억제활성을 검색하였다. 용매분획들중에는 85% aq. MeOH 분

획이 가장 우수한 MMP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

로 n-BuOH 분획이 좋은 억제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85% aq. 

MeOH과 n-BuOH 분획에 MMP 억제활성이 높은 물질이 존

재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현재 본 연구팀에서는 만형자의 85% 

aq. MeOH과 n-BuOH 분획들에 대한 일차적인 수소 NMR 

분광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알려진 플라보노이드인 vitex-

icarpin이 함유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전체적인 MMP 억제 

활성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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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HT-1080 세포에서 만형자 용매 추출물의 암 이 억제효과

손재민1․김호 2․공창숙3․서 완1,2*

(1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환경·
생명과학부, 3신라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PMA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에 의해 MMP 활성이 증가된 섬유육종세포에서 MMP-2와 

-9의 mRNA 발현 및 단백질 활성에 대한 만형자의 억제 효과를 zymography와 RT-PCR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였

다. 만형자 시료는 dichloromethane에 의해서 두 번 추출되었으며 동일한 과정을 methanol를 사용하여 반복하였

다. 각각의 용매에 의해서 얻어진 추출물을 합한 후에 zymography를 이용하여 이 추출물의 MMP-2와 -9에 대한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유의적인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억제활성 성분을 추적하기 위하여 극성에 따른 추출물

의 용매분획을 실시하여 n-hexane, 85% aq. MeOH, n-butanol, 및 water 분획층을 얻었다. 이 4가지 용매분획에 

대한 MMP 억제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결과 85% aq. MeOH 분획층이 zymography와 RT-PCR 실험에서 

MMP-2와 -9에 대해 가장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만형자 추출물이 암전이 억제제 개발을 

위한 좋은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