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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chalcone (LC), isolated from the roots of Glycyrrhiza inflata has multiple pharmacological effects 
including anti-inflammatory and anti-tumor activities. To date, Licochalcone C (LCC) has induced 
apoptosis and inhibited cell proliferation in oral and bladder cancer cells, but lung cancer has not yet 
been studied. In addition, no study reported LCC-induced autophagy in cancer until now.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CC on gefitinib-sensitive and -resistant lung cancer 
cells and elucidate the mechanism of its action. The 3-(4,5-Dimethyl-2-thiazolyl)-2,5-diphenyl-2H-tetra-
zolium bromide assay data showed that LCC significantly inhibited cell viability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HCC827 (gefitinib-sensitive) and HCC827GR (gefitinib-resistant) cell lines. 
Interestingly, Annexin V/7-aminoactinomycin D double staining and cell cycle analysis showed an 
apoptosis rate within about 20%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LCC. LCC induced G2/M arrest by 
reducing the expression of the cell cycle G2/M related proteins cyclin B1 and cdc2 in NSCLC cell 
lines. Treatment of LCC also induced autophagy by increasing the expression of the autophagy mark-
er protein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 and the protein autophagy-related gene 
5 involved in the autophagy process. In addition, LCC increased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the cell viability was partially restored by treatment with the ROS inhibitor N-ace-
tyl-L-cysteine. In western blotting analysis, the expression of cdc2 was increased and LC3 was de-
creased by the simultaneous treatment of NAC and LC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CC may contrib-
ute to anti-tumor effects by inducing ROS-dependent G2/M arrest and autophagy in NSCLC. In con-
clusion, LCC treatment may be useful as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against NS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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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폐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중 가장 높은 질병이다[7]. 스크리닝에 의한 암의 조기 발견, 

화학요법, 분자 표적 약물의 도입과 같은 다양한 치료법 개발

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5년 생존율은 남성의 경우 19.3%, 여성

의 경우 28.2%로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16]. 폐암은 크게 

2부류인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되며, 모든 폐

암의 약 85%는 비소세포폐암이다[18]. 비소세포폐암에서 epi-

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tyrosine kinase in-

hibitor (TKI)는 초기에 완만한 개선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

남에 따라 TKI에 대한 내성 및 발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18]. TKI의 획득내성을 가지는 환자의 약 60%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내성과 

관련된 분자기전을 밝히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24]. Engelman 

그룹의 연구자들은 EGFR의 돌연변이에 의해 gefitinib에 대해 

민감한 HCC827 세포에 gefitinib을 장기간 노출시켜 gefitinib

에 내성을 갖는 HCC827GR 세포를 확립하였다[2]. Gefitinib에 

대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다양한 치료법 개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용식물 및 천연

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통의약인 감초(Glycyrrhiza inflata)는 모든 약과 

조화로워 약방의 감초라고 불리우며, 특수한 단맛을 가져 식

용 및 약용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감초의 뿌리 및 줄기

에서 분리된 특징적인 chalcone인 licochalcone (LC)은 항염, 

항혈관신생, 항종양 등의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5, 8, 14]. 현재까지 LC중에서 LCA, LCB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LCC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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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는 구강암과 방광암에서 세포사멸 유도 및 세포증식 억제

를 나타냈지만[14, 21], 폐암에서의 효과는 아직 밝혀진 바 없

다.

천연물에서 유래된 천연 화합물들은 주로 apoptosis 및 au-

tophagy를 유도하여 다양한 항종양 특성을 나타낸다[26]. 

Autophagy는 세포분해 경로로써 세포 내에서 항상성을 유지

하거나 단백질 및 세포소기관들을 조절하며, autophagy의 두

드러지는 특징은 세포 내 autophagy vesicle의 축적 및 lysoso-

mal degradative pathway를 조절한다는 점이다. Autophagy

의 주요 메커니즘은 autophagosome이라 불리는 이중막 소포

에 의해 세포분해가 유도되어 스트레스 조건하에 재순환되며, 

분해를 통해 형성된 작은 분자들은 재활용되거나 에너지 생산

에 이용된다[13, 25]. Autophagosome 형성과정은 크게 핵형

성과 신장인 두 단계로 이루어져 소체를 형성하게 되고, auto-

phagosome-lysosomal fusion, lysosomal digestion 단계를 거

치면서 다양한 autophagy 관련 단백질들의 신호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13]. Autophagy의 조절장애는 골격근 및 간 질환, 

신경 퇴행성 장애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9, 11]. 생리학적으로 

autophagy는 정상적인 세포의 항상성에 필수적이며, 암에서

는 종양의 성장을 유도하거나 종양의 억제를 유도하는 이중적

인 모습을 보인다[11]. 아직까지 autophagy의 모순된 결과들

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양세포에서 항암제 치

료는 autophagy를 증가시켜 종양세포에 악영향을 끼친다[19]. 

현재까지, 감초의 LCA에서만 autophagy 유도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LCC의 autophagy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밝혀

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암에서 LCC의 항종양 활성과 작

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향후 폐암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 및 보조제로써 LCC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시료  항체

본 연구에서 사용된 G. inflata는 전남생약조합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으며, LCC는 이전 연구에서 기술된 방법에 따라 

목포대학교 윤구 교수에게 제공받았다[14]. 세포 배양에 필요

한 RPMI-1640 배지, fetal bovine serum (FBS), phosphate buf-

fered saline (PBS), penicillin/streptomycin (p/s), trypsin은 

Hyclone (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다. 3-(4,5-Dimethyl- 

2-thiazolyl)-2,5-dip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Chemical Company (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였다. Autophagy 관련 항체는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에서, 나머지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EGFR 돌연변이 세포주인 HCC827 (del E746_A750)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

서 분양 받았으며, HCC827GR (MET 증폭 및 gefitinib 내성) 

세포는 Boston의 Dana-Farber 암 연구소의 종양학과 Pasi A. 

Jänne 교수에게 제공받았다[2]. HCC827과 HCC827GR 세포

는 10% FBS, 100 U/ml p/s를 함유하는 RPMI-1640 배지를 사

용하여 5% CO2가 유지되는 37℃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MTT 분석

96 well plate에 6.5×103/well (HCC827)과 6×103/well 

(HCC827GR)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 

LCC를 각 well 당 적정농도로 24시간 및 48시간 처리하였다. 

MTT (0.5 mg/ml)를 30 μl/well씩 넣고 37℃에서 1시간 배양

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DMSO를 100 μl를 각 well에 분주하여 

formazan을 녹였다.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Vantaa, Finland)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형태 찰

6 well plate에 19.5×104/well (HCC827)과 18×104/well 

(HCC827GR)로 세포를 분주한 후, 다양한 농도의 LCC와 함께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도립 현미경을 이용하여 100배의 배

율로 세포크기 및 형태 변화 등을 관찰하였고, 관찰 부위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농도별로 3번씩 반복한 후, 대표적인 

사진을 선택하였다.

Annexin V/7-aminoactinomycin D 염색

HCC827과 HCC827GR 세포를 6 well plate에 배양하여 농

도별로 LCC를 처리한 후, Muse Annexin V & Dead Cell kit 

(MCH100105, Merck Millipore, Darmstadt, Germany)를 사용

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분석하였다. 세포에 Muse Annexin 

Ⅴ & Dead Cell reagent 10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Muse Cell Analyzer (Merck Millipore)로 분석하

였다.

세포주기 분석

HCC827과 HCC827GR 세포를 6 well plate에 배양하고, 

LCC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1X 

PBS로 세척한 세포에 70% 에탄올을 첨가하고 -20℃에서 하루 

동안 고정시킨 후, Muse Cell cycle reagent (MCH100106, 

Merck Millipore)를 넣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세

포주기는 Muse Cell 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Western blotting

LCC를 처리한 HCC827과 HCC827GR 세포를 적당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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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

ogy, Kyungki-do, Korea)을 첨가하여 용해시켰다. 단백질 농

도는 Bio-Rad DC Protein Assay Reagent (Bio-Rad, Hercules, 

CA, USA)로 결정한 다음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DS-PAGE로 

전기영동하고, polyvinylidene fluoride (PVDF)로 전이시켰

다. PVDF를 0.1% tween-20을 포함한 PBS (PBST)에 녹인 3% 

탈지유를 처리하여 blocking을 실시하고 1차 항체를 처리하여 

4℃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PVDF를 PBST로 30분간 세척

하고 horse radish peroxidase (HRP)가 표지된 2차 항체를 사

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VDF를 PBST로 

30분간 세척하였다. Western blotting luminol reagent (Santa 

Cruz)를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의 발현량을 ImageQuant LAS 

500 (GE Healthcare, Uppsala, Sweden)으로 검출하였다.

Autophagy LC3 분석

HCC827과 HCC827GR 세포에서 LC3는 Muse Autophagy 

LC3-antibody based Kit (MCH200109, Merck Millipore)를 사

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간단하게, LCC를 처리하고 48시간 뒤

에 배지를 제거하고 autophagy를 유도하기 위해 Autophagy 

Reagent A를 각 well에 넣고 4시간 배양시켰다. Trypsin을 이

용해 세포를 떼어낸 후에 PBS로 세척한 다음 Autophagy 

Reagent B와 Anti-LC3 Alexa Fluor 555를 넣고 얼음 위에서 

30분 동안 빛을 피해 반응시켰다. 1X Assay Buffer를 이용해 

세척해준 다음, 1X Assay Buffer를 첨가하여 LC3 형광을 

Muse Cell Analyz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성산소종 분석

HCC827, HCC827GR 세포에 LCC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다음 48시간 뒤에 세포를 회수하여 PBS로 세척한 후 Muse 

Oxidative Stress Reagent working solution (MCH100111, 

Merck Millipore)을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Muse Cell Analyzer를 이용하여 활성산소종 형광을 측정하였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Prism 5.0 패키

지를 사용하여 ANOVA에 의해 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나타내었다.

결과  고찰

LCC에 의한 폐암 세포의 증식 억제

비소세포폐암에서 gefitinib과 LCC가 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CC827 및 HCC827GR 세포에 gefi-

tinib (1 μM)과 LCC (10, 20, 30 μM)를 처리한 후 MTT assay를 

수행하여 대조군 세포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두 세포

주는 gefitinib에 대해 상이한 감도를 보였는데, 48시간에서 

HCC827 세포는 19%, HCC827GR 세포는 94%의 세포생존율

을 나타냈다(Fig. 1B). HCC827GR 세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gefitinib 처리군에서 세포생존율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gefitinib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LCC는 

HCC827과 HCC827GR 세포에서 시간 및 농도의존적으로 세

포의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Fig. 1B). LCC를 48시간 처

리한 후, IC50은 HCC827세포에서 22.3 μM, HCC827GR 세포

에서는 29 μM이었다. 추가적으로 야생형 EGFR을 갖는 비소

세포폐암 세포주인 A549에서 LCC 처리에 따른 IC50의 값은 

26.7 μM로 나타났으며(데이터는 나타내지 않음), HCC827과 

HCC827GR 세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NSCLC의 세포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LCC는 EGFR의 야생형 

및 돌연변이를 가지는 폐암 세포주에서 세포의 증식을 모두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방광암 

세포주 T24에서 35 μg/ml의 LCC에 의해 약 50%의 억제율을 

나타냈고[21], 구강암 세포주인 HN22와 HSC4에서는 LCC 처

리에 따른 세포생존율의 IC50 값이 각각 23.8 μM, 27.1 μM으로 

나타났다[14]. 폐암에서 LCC의 처리는 구강암과 비슷한 30 μ

M 이내로 LCC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방광암에서 

LCC는 구강암과 폐암보다 덜 민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미

경 사진은 LCC를 48시간 동안 처리한 후 측정하였는데, MTT 

결과와 유사하게 LCC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밀도가 감소

하였다(Fig. 1C). 이러한 결과는 LCC가 gefitinib에 민감하거나 

내성을 갖는 비소세포폐암의 세포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LCC에 의한 Apoptosis  G2/M arrest 유도

이전에는 세포의 죽음에 있어 apoptosis와 autophagy는 별

개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경계가 모호

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11]. 비소세포폐암

에서 LCC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가 apoptosis및 autophagy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세포분석을 시행하였다. 

Annexin V 염색은 일반적으로 apoptosis의 marker인 phos-

phatidylserine (PS)이 원형질막의 내부에서 외부로 전위되어 

세포 표면으로 노출되는 특징을 이용해 PS와 높은 친화성을 

갖는 annexin V가 결합하는 능력에 의해서 apoptotic 세포를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LCC의 처리군에서 

apoptotic 세포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그 비율이 두 세포에서 

모두 10% 미만이었다(Fig. 2A). 세포주기는 세포분열이 적절

히 일어나게 하는 일련의 제어 시스템으로 DNA 손상 및 스트

레스 신호와 같은 내·외부 인자에 반응하여 조절된다[27]. 세

포주기의 각 checkpoint로 진행되지 않은 세포들은 apoptosis

와 같은 세포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27]. 세포주기의 조절장애

는 암 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표적이며, 세포주기와 관련된 특

정 억제제들이 임상적으로 사용 중이다. 폐암 세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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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r □ 48 hr ■ 24 hr □ 48 hr

Fig. 1. The effects of LCC on cell viability in HCC827 and HCC827GR cells. (A) Structure of Licochalcone C (LCC). (B) MTT assay 

was conducted to test the viability of gefitinib-sensitive or -resistant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cells. Results represent 

mean values ± SD (n=6).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C) HCC827 and HCC827GR cells treated with increasing concen-

trations of LCC for 48 hr. Morphological changes were visualized by optical microscope (×100).

LCC에 의한 세포주기 조절을 확인하기 위해 유세포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B에서 볼 수 있듯이, LCC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G2/M기가 증가하였고, G0/G1기는 감소하며, S기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또한, LCC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ub-G1기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긴 하였지

만 가장 높은 농도인 30 μM에서 20% 채 되지 않았다(Fig. 2C). 

Sub-G1은 apoptosis의 특징적인 형태를 의미하므로, Sub-G1

과 Annexin V/7-aminoactinomycin D 염색의 결과는 LCC에 

의한 폐암세포 증식억제에 있어 apoptosis 유도가 관여하지

만, 그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B에서 LCC의 

처리에 의하여 G2/M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G2/M arrest와 

관련된 세포주기 단백질들을 조사하였다. 세포주기의 진행은 

cyclin 및 cyclin-dependent kinase (CDK)에 의해 좌우되며, 

cyclin과 CDK는 서로 결합하고 활성화하여 각 checkpoint에

서 작용한다. 그 중 cyclin B1/cdc2는 세포주기 G2/M기의 

checkpoint를 제어하고, DNA 합성 및 세포증식에 필수적이다

[17].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cyclin B1의 과발현은 폐암의 치

료표적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예후인자로써 가능성이 제시되

었기 때문에[17], cyclin B1의 억제는 폐암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Cdc2는 세포 증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autophagy 유도를 포함하여 apoptosis, transcription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12]. 또한, 세포주기의 arrest는 

다양한 세포주기 억제제의 작용에 의존하는데, 그 중 CDK in-

hibitor (CKI)인 p27Kip1은 autophagy와 apoptosis 사이의 균형

을 조절하기도 하고, autophagy와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12]. CKI의 다른 일원인 p21WAF1/CIP1은 세포주기 외에도 노화 

유도, apoptosis, autophagy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특히, apoptosis의 경로의 매개체로써 음성 또는 양성 조

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p27을 포함한 몇몇의 CKI가 au-

tophagy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12]. 이와 같은 바

탕으로 G2/M arrest와 관련된 단백질들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 확인한 결과, LCC의 처리에 의해 cyclin B1과 cdc2 

(CDK1)의 발현량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p27과 p21의 발현량

은 증가하였다(Fig. 2D).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소세포폐암에

서 LCC의 처리는 apoptosis 및 G2/M arrest를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CC에 의한 autophagy 유도

세포의 죽음은 생리학적 과정을 통해 적절히 수행되며, 프

로그램된 세포죽음을 피하기 위한 종양 세포의 능력은 여러 



Journal of Life Science 2019, Vol. 29. No. 12 1309

Fig. 2. The effects of LCC on cell cycle and apoptosis in NSCLC cells. HCC827 and HCC827GR cells served as controls or subjected 

to LCC for 48 hr. (A) Annexin V/7-aminoactinomycin D (7-AAD) binding was measured with a Muse Cell Analyzer using 

a Muse Annexin V & Dead Cell Kit. Data represent mean ± SD (n=3). *p<0.05. (B and C) The proportion of each phase 

in the cell cycle and the sub-G1 population (apoptotic cells) is show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D (n=3). *p<0.05. 

(D) Expression of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was confirmed by western blot. Actin was used as the internal control for 

equivalent loading.

암의 특징이다[1]. 이러한 프로그램된 세포죽음에는 다양한 형

태가 존재하는데, 크게 apoptosis, autophagy, necrosis로 분류

된다[1]. 이러한 세포죽음은 단독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

러 신호가 중첩되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LCC 처리에 

의한 폐암 세포주의 세포증식 억제에 있어 apoptosis 유도효

과가 대조군 대비 약 10% 내외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세포죽음의 형태인 autophagy에 대해 조사하

였다. 최근 논문에서 TKI와 같은 약물에 의한 EGFR의 억제가 

암세포 성장의 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utophagy를 유

도해야 한다고 밝혀졌다[4, 6]. Western blotting을 통한 단백

질의 발현량을 관찰한 결과, 인산화된 EGFR의 발현량이 LCC 

처리에 의하여 감소하였다(Fig. 3A). EGFR과 autophagy와의 

연관성은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보고에 따르면 

EGFR의 신호전달은 autophagy를 조절하며, EGFR의 억제제

는 비소세포폐암뿐만 아니라 기타 암세포에서도 autophagy

를 유도하였다[4, 23]. Autophagy는 autophagosome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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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s of LCC on autophagy in NSCLC cells. (A) HCC827 and HCC827GR cell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LCC 

for 48 hr. The protein levels of p-EGFR (Tyr1068), EGFR, ATG5 and LC3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Actin was used 

as a control for protein loading. (B and C) LCC-mediated autophagy was measured using a Muse Autophagy 

LC3-antibody-based Kit (Merck Millipore). NSCLC cells were treated with LCC for 48 hr followed by incubation with 

Autophagy Reagent A for 4 hr, and analysis with Muse Cell Analyzer. *p<0.05.

할 때와 lysosome과 융합하여 autolysosome을 형성하는 단계

에서 여러 autophagy-related gene (ATG)가 관여하고 있다

[19, 25]. 그 중 ATG5-ATG12/ATG16L 복합체는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를 모집하여 phag-

ophore의 팽창을 유도한다[25]. Autophagy가 일어나는 동안

에 LC3-I는 ATG3 및 ATG7과 상호작용하여 지질화를 통해 

autophagosome에 결합한 LC3-II로 전환되며, LC3-II는 au-

tophagy의 지표로써 알려져 있다[25]. Fig. 3A에서 볼 수 있듯

이, Western blotting을 통한 ATG5 및 LC3-I, II의 발현 수준이 

LCC의 처리에 따라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LC3 단백질의 직접

적인 축적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세포분석으로 LC3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LCC 처리 세포의 형광 정도가 증가

하였다(Fig. 3B). 또한, LC3 강도가 LCC의 농도의존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Fig. 3C). 이러한 결과는 LCC가 비소세포

폐암 세포에서 autophagy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LCC에 의한 활성산소종 유도

일반적으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autophagy를 유도하고, autophagy가 유도됨에 따라 세포 내 

산화성 손상을 감소시킨다[3, 15]. 진행 단계의 암세포에서는 

높은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세포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특정 역치 수준까지 활성산소종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 세포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20]. LCC가 세포 

내 활성산소종 생성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세포분석을 수행하였다. LCC 처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히스토그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활성

산소종의 형광정도가 LCC의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4A, Fig. 4B). HCC827 세포에서는 9%에서 32.6%로, HCC 

827GR 세포에서는 10.3%에서 30.2%로 활성산소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Fig. 4A, Fig. 4B). 대조군에서 약 10%의 활성산소

종은 암세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화스트레스로 보여

지며, 약 3배의 활성산소종의 증가는 세포의 죽음을 초래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활성산소종 생산의 주요 세포소기관인 미

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에 따라 활성산소종의 생산을 증가시

켜 autophagy를 유발할 수 있다[3]. 활성산소종의 억제제인 

N-acetyl-L-cysteine antagonizes (NAC)을 처리하여 MTT 분

석을 수행한 결과, LCC에 의해 유도된 세포생존율의 감소는 

NAC에 의하여 회복되었다(Fig. 4C). 이어서, NAC 처리 후에 

G2/M arrest 및 autophagy와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west-

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NAC의 단독처리는 cdc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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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LCC on ROS in NSCLC cells. (A and B) After treatment of cells with LCC for 48 hr,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was measured with a Muse Cell Analyzer. Bar graphs show the quantitative analyses of ROS production after LCC treatment. 

Data represent the mean ± SD (n=3). *p<0.05. (C)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4 mM of N-acetyl-L-cysteine (NAC) for 3 hr, and treated with or without 30 μM of LCC for 48 hr. Data represent 

the mean ± SD (n=6).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CC-untreated control cells.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CC-treated cells. (D) HCC827 and HCC827GR cells were pretreated 4 mM of NAC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30 

μM of LCC for 48 hr. The protein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using specific antibodies. Actin was used as a control 

for protein loading.

LC3-I, II의 발현 모두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의 발현을 나타냈

다(Fig. 4D). LCC 처리군에서는 cdc2의 발현이 감소한 반면 

NAC과 LCC의 동시처리는 cdc2의 발현이 대조군 수준으로 

증가되었다(Fig. 4D). 반대로, LC3-I, II의 발현은 LCC 처리군

에서 증가하였으며, NAC과 LCC의 동시처리는 LCC에 의해 

증가된 발현보다 감소하였다(Fig. 4D). 이러한 결과는 LCC가 

비소세포폐암에서 활성산소종-의존적 G2/M arrest 및 au-

tophagy를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C에 의한 회복율이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

문에 LCC에 의한 autophagy의 유도와 관련된 다른 신호전달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LCC의 폐암세포 증식 억제가 

apoptosis 및 autophagy의 유도에 의해 일어나고, 세포증식 

억제에 있어 autophagy 유도가 주요 메커니즘인 것으로 사료

된다. Autophagy는 여러 성장인자들과 신호를 전달하면서 세

포 성장을 조절하고 DNA 손상, 영양소 고갈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세포 생존을 촉진한다[22]. 하지만, 스트

레스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apoptosis나 autophagy와 같은 세포죽음을 초래한다[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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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암에서 autophagy의 역할은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세

포증식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Autophagy의 종양억제에 대한 기능적인 세부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세포주기의 진행을 

제한하여 종양 억제 메커니즘을 유도할 수 있다[12, 22]. 

Autophagy와 세포주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신호전달을 공

유하고 있고, autophagy와 세포주기를 이중 표적으로 하는 

암의 치료전략은 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27]. 

지금까지 암에서 LCC에 대한 항종양 보고는 apoptosis 유도

만 연구되었기 때문에[14, 2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LCC에 의한 apoptosis 및 autophagy의 유도는 새로운 통찰력

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CC는 gefitinib에 민감하거나 

내성을 가지는 비소세포폐암 세포에서 ROS-의존적 G2/M ar-

rest 및 autophagy를 유도하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항종

양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감초 추출물인 LCC가 비소세포폐암의 항암제나 보조

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폐암의 치료 및 예방

을 목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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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Gefitinib-민감성 는 내성 비소세포폐암 세포에서 Licochalcone C에 의한 자가포식 유도

오하나1․윤구1․ 채정일2*․심정 1,3*

(
1목포대학교 약학대학, 

2전북대학교 치과대학, 
3중국-미국(허난) 호멜 암 연구소)

감초(Glycyrrhiza inflata)의 뿌리에서 분리된 Licochalcone (LC)은 항염증 및 항종양과 같은 많은 약리학적 효과

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LCC는 구강암과 방광암에서 연구되었지만 폐암에서의 연구는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암에서 LCC에 의해 유도된 autophagy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gefitinib-민감성 또는 내성을 갖는 폐암 

세포에 대한 LCC의 효과 및 작용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MTT 분석 데이터는 LCC가 비소세포폐

암 세포주인 HCC827 (gefitinib-민감성) 및 HCC827GR (gefitinib-내성)에서 세포생존율을 유의하게 억제함을 보

여주었다. 흥미롭게도, Annexin V/7-aminoactinomycin D 이중 염색 및 세포주기 분석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LCC 처리는 apoptosis를 유도하는 비율이 약 10%였다. LCC는 비소세포폐암 세포주에서 세포주기 G2/M 관련 

단백질인 cyclin B1 및 cdc2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G2/M 정지를 야기하였다. LCC의 처리는 autophagy mark-

er 단백질인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 및 autophagy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au-

tophagy-related gene (Atg)5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autophagy를 유도하였다. 또한, LCC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ROS 억제제인 N-acetyl-L-cysteine (NAC)에 의해 세포생존율이 부분적으

로 회복되었다. Western blotting 분석에서, NAC과 LCC의 동시처리에 의해 cdc2의 발현이 증가하고 LC3의 발현

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LCC가 비소세포폐암에서 ROS-의존적 G2/M 정지 및 autophagy를 유도함으로써 

항종양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LCC 치료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로서 유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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