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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stachys japonicus (OJ) is a medicinal herb with immunoregulatory, anti-aging, anti-oxidative, and 
many other therapeutic prope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anti-cancer property 
of cultivated OJ. SW480 cell viabil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cumulative exposure to OJ extract. 
We also observed inhibitory effects of OJ after 72 hr through the growth and migration of SW480 cells 
using scratch assay. SW480 cells in OJ-free medium began to move into the scratch site at 24 hr; how-
ever, cells in medium containing OJ did not migrate into the scratch site until 48 hr. Male C57BL/6 
mice (4 weeks old) were orally administered OJ extract for 31 days before injection of SW480 cells. 
At 7, 14, and 28 days after subcutaneous injection of SW480 cells, tumor weight and volume were 
analyzed. The body weight of the OJ-treated group was continuously increased during administration 
of the OJ extract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Injection of SW480 cells caused a reduction in body 
weight in all groups; however, the OJ-treated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body weight 
after 14 days. Tumor weight and volume were lower in the OJ-treated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28 days. Although these results suggest that OJ suppresses the proliferation and migration 
of human colon cancer cells, additional studies are required to provide preclinical evidence before 
launching clinical trials evaluating OJ as an anti-cancer biohealth product.

Key words : Anti-cancer effect, cancer cell migration, human colon cancer cells, Orostachys japonicus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5-320-3681, Fax : +82-55-329-1678

*E-mail : yonghong@inje.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7. 819~826 DOI : https://doi.org/10.5352/JLS.2018.28.7.819

서   론

대장암(Colorectal cancer)은 결장과 직장에 유발하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으로, 대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대부분

이며[6], 2016년 대장암으로 인한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16.5

명)은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16.2명)보다 처음으로 높게 보고

되었다[36]. 대장암은 연간 6.0%의 변화율(Annual Percent 

Change, APC)로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10],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령일수록 증가하므로

[36], 국내 인구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

률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장암 진단방

법과 외과적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근치적 절제율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절반에 이르는 환자들이 

국소재발 또는 원격전이에 의해 사망하고 있어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35]. 또는 종양 부위를 외과적 

처치방법으로 제거하더라도, 미세 전이병소가 이미 존재하거

나, 후에 서서히 성장하여 전이병소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암전이의 억제와 효과적인 전이병소

의 치료는 종양 관련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6, 

35]. 이에 따라 대장암의 치료 및 재발과 전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치료기법과 항암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만[6, 10, 35], 여전히 면역기능저하, 유전자 손상, 탈모 및 체중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으므로[13], 효과적인 치료

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안전하면서 동시

에 항암 치료 효과가 높은 천연 항암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으며, 현재 안전성이 높은 생리활성물질 발굴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0].

와송(Orostachys japonicus A. Berher)은 둥근바위솔, 암송, 

옥송, 등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돌나무과의 다년생 초본식

물로서, 바위, 지붕, 및 고산지역의 암석 등에서 주로 발견되

며, 오래된 기와지붕에 붙어서 자라는 소나무잎 또는 꽃과 유

사하여 와송 및 와화라는 명칭을 가진다[7, 13, 23]. 와송에 함

유되어 있는 다양한 phytochemical에는 벤조산 유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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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gallate 등의 페놀산류 4종, kaempferol, quercetin, iso-

quercitrin, kaempferol-3-O-β-D-glucoside 등의 Flavonoid류 

8종 등의 성분이 알려져 있으며[5, 29, 41], fatty acid ester [28], 

triterpene, friedelin, epi-friedelanol, glutinone, glutinol 등의 

Triterpenoid류, β-sitosterol, campesterol 등의 Sterol류[8, 27] 

및 4-hydroxybenzoic acid, 3,4-dihydroxybenzoic acid 등의 

Aromatic acid류, gallic acid 등의 Tannin 계열 성분들을 포함

하고 있다[1, 40]. 와송은 이러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 때문

에 면역[17], 항산화[4, 12, 19, 21], 항균[40], 항고지혈증[15], 

항비만[20], 항당뇨[22, 42], 항염증[18], 및 항암[39] 등의 약리

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와송 추출물은 인체대장암세포주 HT-29 및 SW480

에서 세포주기 억제와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암세포 증식을 

저해하며[3, 13, 31], 인간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세포주인 

HL-60 세포에서 p53 단백질 발현을 통해 세포사멸을 유도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이외에도 위암, 간암, 자궁경부

암 및 폐암 세포,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세포 성장 억제 

효과 및 세포사멸 유도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4, 32, 33, 39]. 와송의 생리활성 성분 중, 항암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표적 물질로는 Triterpenoid계열의 tri-

terpene과 Flavonoid가 알려져 있는데, 와송의 triterpene은 동

맥경화를 예방하고, 해독 및 항암작용을 유도하며[5, 8, 27], 

Flavonoid는 항암 및 항염증 작용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과도 관

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29, 41]. 또한 Flavonoid류의 

하나인 quercetin은 혈당강하에 효과적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감소,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38]. 이와 같은 Flavonoid가 와송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와송을 용매별로 추

출한 후 Flavonoid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70% ethanol 추출

물, 70% methanol 추출물, CM (Chloroform:Methanol, 2:1, 

v/v) 추출물, DW 추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와송추출

물의 농도가 올라갈수록(0.2~0.6 mg/ml) 항산화 기능 역시 증

가하였다[8]. Flavonoid는 Flavonol (quercetin, fisetin, 

kaempferol), Flavone, Isoflavone (daidzein, biochanin A), 

Flavanol (epicatechin 3-gallate) 등 여러 형태의 생리활성물질

이 있어 용매에 따라 추출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

만[34], 물을 이용한 와송열수추출물 역시 Flavono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내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NDMA 생성 억제 작용 및 전구물질인 아질산염 소거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또한 국내의 자생식물 추출물

에 대한 Flavonoid 함량을 비교했을 때, 울금, 범부채, 뽕나무, 

민들레 등보다 와송의 함량이 유의하게 높게 확인됨으로써

[11], 생약자원 및 천연 항산화제로 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와송은 다양한 약리적 효과를 가진 

천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이적 생육조건 및 환경오염 등

으로 인해 최근에는 야생 와송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근래에는 대량으로 와송을 재배하여 제공하는 추세에 있지

만, 재배 와송이 야생 와송과 같은 항암 및 생리활성작용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인체대장암세포주 중의 하나인 SW480에서 재배 와송

열수추출물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 억제에 어떠한 효능을 가지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와송열수추출물을 사전에 섭

취한 실험동물에게 피하로 대장암세포를 주입하였을 때 종양

형성이 억제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와송의 종양형성 억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항암

제로서 재배 와송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암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와송 시료의 추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와송(Orostachys japonicus A. Berher)

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노지 재배한 것으로, 건조된 와송을 파

쇄한 후, 90~100℃에서 3시간 동안 2회 반복하여 열수추출을 

시행하였다. 상층의 추출물을 여과 및 농축 시킨 다음 동결건

조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이상과 같이 정제수를 이용하여 추

출한 와송열수추출물(갈마산 와송농장, 논산, 한국)을 구입하

여 In vitro 실험과 In vivo 실험에 각각 시료로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시료의 처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은 한국세포

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CLB)으로부터 분양 

받아 1% Penicillin/Streptomycin (Lonza, MD, USA)과 10% 

Fetal Bovine Serum (Hyclone, UT, USA)이 첨가된 Dulbec-

co’s Modified Eagle’s Medium (Lonza, MD, USA)을 이용하

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해 Phosphate Buffered Saline (Lonza, MD, USA)을 

이용하여 2일 간격으로 수세하였고, 세포의 Confluency가 80- 

90%에 도달하였을 때 Trypsin mixture (0.25% Trypsin, 0.53 

mM EDTA) (Lonza, MD, USA)을 이용하여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에 대한 와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와송열수추출물을 Whatman filter paper 

(GE Healthcare, PA, USA)로 1차 여과한 다음, 0.45 μm pore의 

Minisart® high flow syringe filters (Sartorius stedim, Ger-

many)로 2차 여과 처리하였다. 여과된 와송열수추출물을 1×, 

2×의 농도로 SW480 세포에 24시간 간격으로 72시간까지 처리

하였다(Fig. 1A).

장암세포 사멸능 측정  형태학  변화 찰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에 대한 와송의 세포사멸능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6-well plate에 3×105개의 SW480 세포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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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 Experimental scheme of the present study. (A) In vitro 

experimental design, and (B) In vivo experimental design. 

주한 다음,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1×, 2×의 와송열수추출물을 24시간 간격으로 누적 처리하여 

72시간까지 반응시켰고, 대조군에는 같은 양의 PBS를 첨가하

였다. 반응 종료 후 세포를 수거하여 원심분리한 다음, 0.4% 

Trypan blue (NanoEnTek, Seoul, Korea)로 염색하고 EVETM 

Automatic Cell Counter (NanoEnTek, Seoul, Korea)에서 세

포수를 측정하여 사멸능을 분석하였다. 와송에 의한 SW480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는 0, 24, 48, 72시간에서 100×, 200× 배율

의 광학현미경(CK2,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촬영하였다.   

세포 이동 분석(Cell migration assay)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의 증식 억제능에 대한 와송의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6-well plate에 3×105개의 SW480 세포를 

분주하고,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0.5 mm tip size의 6-well plate Scratcher (Cat. No. 201906, 

SPL ScarTM Scratcher,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직선의 스크

래치를 만들었다. 이후 PBS로 세포를 수세한 다음, 1×, 2×의 

와송열수추출물을 첨가한 DMEM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와

송열수추출물은 24시간 간격으로 누적 처리하여 72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대조군에는 같은 양의 PBS를 첨가하였다. 스크래

치 gap의 변화를 0, 24, 48, 72시간에서 40× 배율의 광학현미경

로 관찰 및 촬영한 다음, Image J program ver. 1.6 (NIH, 

Bethesda, MD, USA)을 이용하여 gap의 넓이 변화를 분석하

였다.

실험동물  시료의 경구섭취

본 실험에서는 4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를 구입하여

(효창, 대구, 한국), 12시간 간격의 빛 주기(12 hr/12 hr, Light/ 

Dark), 온도 및 습도가 조절되는 동물장에서 사육 및 관리하였

다. In vivo에서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 증식에 대한 와송의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W480 세포 주사 전에 실험동

물에게 와송열수추출물을 31일 동안 경구로 자유 섭취하게 

하였다. 와송열수추출물은 체중 60 kg 성인에게 권장하는 하

루 섭취량을 마우스의 체중에 대비하여 환산한 다음, 이를 마

우스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물의 양에 희석하여 제공하였다. 

실험군 I은 하루 권장량(1×)을, 실험군 II는 하루 권장량의 두 

배(2×)를 섭취하게 하였고, 대조군은 동량의 물을 제공하였다. 

와송열수추출물을 섭취하는 31일 동안 2일 간격으로 체중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생체 내 종양 유발을 

위하여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을 피하로 주입하였고, 체중

의 변화와 종양의 형성과정을 세포 주입 후 7일, 14일, 그리고 

28일에서 확인 및 측정하였다(Fig. 1B). 본 연구의 계획과 방법

은 인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에서 제공하는 심의규정(승인번호 2016- 

22)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장암세포 주사  종양의 형성 

Isoflurane을 이용한 흡입 마취 하에서 양쪽 옆구리의 털을 

제거하고 SW480 세포(1×107개/100 μl)를 1cc 주사기(26-gage 

needle)에 넣은 다음, 피하로 주사하여 종양의 크기를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SW480 세포를 양쪽 옆구리에 주

입하고 난 이후, 28일까지 종양의 형성과정을 관찰하였다. 미

리 섭취한 와송이 종양의 유발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하에 형성된 종양의 무게 및 부피를 

SW 480 세포 주입 후 7, 14, 28일에서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각 실험군에서 분리한 종양조직의 장축

(Major axis), 단축(Minor axis) 및 높이를 microcalipus를 이

용하여 측정하고 아래의 식에 따라 종양의 부피를 계산하였

다[9, 37]. 

Tumor volume (mm3) = (Major axis) × (Minor axis) × 

(Height) ×0.52

통계처리 

반복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결과는 SPSS Version 20.0 

(IBM SPSS Inc,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One-way ANOVA와 Repeated two-way ANOVA를 통해 통

계적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실험군 간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

고, 모든 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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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Changes in human colon cancer cell viability and mor-

phologic features induced by extract of OJ. (A) SW480 

cancer cell viability was decreased by treatment with OJ 

extract for 72 hr with a dose-dependent manner.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B) Morphologic character-

istics of SW480 cancer cells treated with OJ extract for 

72 hr. 

A

B

Fig. 3. Inhibition of migration of human colon cancer cells treat-

ed with extract of OJ. (A) Cancer cell migration and ad-

hesion evaluated by scratch assay. (B) OJ treatment sup-

pressed the migration of SW480 cells to the scratch site.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결과  고찰

와송의 장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와송의 SW480 세포 사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W480 

세포에 와송열수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72시간까지 반

응시킨 다음, 세포를 수거하여 trypan blue로 염색하고 세포수

를 분석하였다. 와송열수추출물은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SW 

480 세포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p=0.006, p<0.01). 

대조군의 생존율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 I의 생존율은 86.8%

로 유의하게 낮았고(p<0.05), 실험군 II의 생존율은 82.7%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Fig. 2A). 또한, 와송에 의한 

SW 480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와송열수추

출물을 SW480 세포에 처리한 후 72시간 동안 24시간 간격으

로 관찰 및 분석하였다. PBS를 처리한 대조군에서는 세포가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정상적인 증식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였

으나, 와송 혼합물을 72시간까지 처리한 실험군 I과 II에서는 

부착되지 않고 부유하는 세포가 확인되었다(Fig. 2B). 이러한 

결과는 인체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재배 와송의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39], 와송열수추출물과 메탄

올 추출물이 NDMA 생성을 억제하고, 아질산염 소거작용에 

관여함을 보고한 Choi 등(200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5]. 와송

열수추출물은 1,000 μg/ml에서 아질산염 소거능(53.8±0.24 

~68.2±0.29%)을 나타내었고, NDMA 생성 억제 작용 역시, 농

도가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5]. 비록 

열수추출물의 효과가 메탄올 추출물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열

수추출물 역시 total phenol 및 Flavonoid와 같은 생리활성성

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암세포 성장 억제에 관여

할 것으로 추측된다.

와송의 장암세포 이주 억제 효과

와송에 의한 SW480 세포의 증식과 이주 억제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Scratch assay를 실시하였다(Fig. 3A). 스크래치를 

만든 직후(0시간)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I, II 모두 gap의 넓이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7 823

A

B

Fig. 4. Physiological effects of extract of OJ. (A) Increase in body 

weight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OJ extract.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B) OJ extract in-

creased body weight after injection of SW480 cells. 
ap<0.05 control compared with group I, bp<0.05 control 

compared with group II.

가 일정하고 깨끗하게 관찰되었지만, 대조군에서는 24시간부

터 세포의 이주(migration)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48시간과 72

시간에서 gap의 넓이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반면, 와송을 처리한 실험군 I과 II에서는 스크래치 

gap으로 이동하는 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적게 관찰되었으며, 

24시간, 48시간, 그리고 72시간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gap이 

유의하게 넓게 나타났다(p<0.01). 특히 실험군 I은 실험군 II 

보다도 gap 쪽으로 이주해오는 세포군이 적게 나타나 gap의 

간격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실험군 간의 이러한 차이

는 72시간까지 지속되었다(p<0.05)(Fig. 3B). 와송열수추출물

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스크래치 gap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대조군에 비해 넓게 확인되는 결과를 통해 와송이 인체대장암

세포주 SW480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결과는 Flavonoid 계열의 isoquercitrin이 SW480 

cells과 같은 colon cancer cells의 성장과 이주를 억제한다고 

보고한 Amado 등(201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 Isoquerci-

trin의 억제효과는 non-tumor IEC-18 cell에서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장암세포 주입에 한 와송의 효과: 체 의 변화 

본 연구에서 천연 항암후보물질로서 사용한 와송은 많은 

생리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약리적 효

과를 가진다. 따라서 장기간 와송을 섭취하는 동안 체중의 변

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와송이 생리학적으로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 세

포 주입 후 체중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와송이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항암제인지를 확인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종양형성에 대한 와송의 예방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W480을 실험동물에게 주입하기 전, 

와송열수추출물을 경구로 자유 섭취하게 하고, 섭취 기간 동

안 실험군 I과 II의 체중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1일

에서 측정한 각 군의 체중은 대조군(27.2±0.589 g), 실험군 

I(28.3±0.884 g), 그리고 실험군 II(28.5±1.692 g)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와송열수추출물을 섭취하는 동안 실험군 I

과 II 의 체중은 대조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특히 와송열수추출물을 섭취하고 25일 이후부터, 실

험군 I, II의 체중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5)(Fig. 4A). 

SW480 세포 주입에 의한 체중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31일

동안 와송을 섭취했던 실험군 I, II의 체중은 대조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p<0.05). SW480 세포를 주입한 이후 대조군과 

실험군 I, II 모두 체중이 감소하였으나, 14일부터 실험군 I과 

II의 체중은 대조군에 비해 다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특히 28일에서 실험군 I의 체중은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Fig. 4B). 고지방식이를 통해 비만이 유도된 

실험동물에서 와송추출물은 혈청 내 지질성분 수준과 지방축

적을 감소시키며, 체중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만[20], 비만이나 당뇨 등이 유도되지 않은 일반적 상태에서 

와송추출물은 체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16]. 하지만, 종양세포를 이용한 Xenograft model에서 와송의 

효능 및 생리학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암세포 주입에 한 와송의 효과: 종양 무게  부피의 

변화

와송이 종양의 유발과 형성을 억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W480 세포 주입 후 7일, 14일, 28일에서 실험동물을 희생시

켜 종양 조직을 확인하고 분리하였다. 실험동물의 피하에서 

분리한 좌우 종양 조직의 무게를 평균하여 실험군 간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였고, 좌우 종양 조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 

평균하여 실험군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7일과 14일에서 실험군 I과 II의 종양 무게는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28일에서는 대조군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특히, 실험군 II는 28일에서 종양의 무게가 7일

과 14일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Fig. 5A). 각 실험군에서 측정한 종양조직의 부피를 비교 분석

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종양 조직의 부피가 지속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는 반면(p<0.05), 와송을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종

양 조직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 억제되거나, 감소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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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Preventive effects of extract of OJ on tumorigenesis. A 

high dose of OJ extract reduced (A) tumor weight, and 

(B) volume after 28 days. 
ap<0.05 7 versus 14 days; bp< 

0.05 14 versus 28 days; 
cp<0.05 7 versus 28 days.

0.05). 특히, 실험군 II는 종양 조직의 부피가 14일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28일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p<0.05)(Fig. 5B). 와송추출물 성분 중 Flavonoid는 생체 내

에서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의 종양형성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는데, 저농도(125 mg/kg) 보다는 고농도(500 mg/ 

kg)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도 고농도의 와송을 섭취한 마우스에서 종양의 형성

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고농도의 Flavonoid를 주입한 마우

스에서 형성된 종양조직을 분석한 결과, HIF-1α, VEGF 발현

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24], hypoxia는 solid tumor micro-

environment로 알려져 있다[43].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Flavonoid가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종양조직의 혈관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강한 항암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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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체 장암세포주 SW480에 한 재배 와송의 항암효과 연구

박수경1,2,3․원진 2,3,4․박강희5․홍용근1,2,3,4*

(1인제대학교 보건의료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2인제대학교 u-항노화헬스케어연구소(u-HARC), 3인제대학교 바이
오헬스소재연구센터(BPRC), 4인제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5동주대학교 물리치료과)

와송(둥근바위솔, Orostachys japonicus, OJ)은 면역조절, 항노화, 항산화, 독성제거 등의 치료적 효과를 가진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체대장암세포에 대한 재배 와송의 항암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체대장암세포주 SW480에 와송열수추출물을 72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대장암세포의 생존율은 농도-의존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와송은 SW480 세포의 증식과 이주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조군의 스크

래치 gap은 24시간부터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와송열수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 I과 II의 스크래치 gap은 48시

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실험군 I의 스크래치 gap은 72시간까지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와송이 생체 내

에서 종양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장암세포 주사 전, 31일 동안 수컷 C57BL/6 마우

스(4주령)에게 와송열수추출물을 경구로 자유 섭취하게 하였다. 이후 SW480 세포(1×107 cells/100 μl)를 피하로 

주입한 후 7일, 14일 그리고 28일에서 종양의 형성을 관찰하였고, 각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종양의 무게와 부피

(mm3)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와송열수추출물을 섭취하는 동안 실험군 I, II의 체중은 대조군에 비해 지속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SW480 세포 주입 이후 모든 실험군의 체중은 감소하였으나, 세포 주입 후 14일부터 

와송 섭취 실험군의 체중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세포 주입 후 7일과 14일에서 와송을 섭취

한 실험군의 종양 무게와 부피는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28일에서는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났고, 특히 실험군 II에서 

종양 무게와 부피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와송이 인체 대장암세포의 성장, 

증식 및 이주를 억제하며, 생체 내 종양형성(tumorigenesis)을 예방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배 

와송은 천연 항암제 소재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