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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nticancer activities of an 80% methanol extract and vari-
ous fractions of Rhododendron brachycarpum (RB). The n-hexane fraction of RB showed the highest in-
hibitory activity (Inhibit concentration 50% = 20.2±1.2 μg/ml) in HT-29 cells. Colony- and sphere- 
forming abiliti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 decrease in the cell count and size. A TOP/FOP 
flash reporter assay revealed that the inhibitory activity of the n-hexane fraction of RB (0.22±0.02 fold 
change) was lower than that of the 80% methanol extract and that of other fractions. The n-hexane 
and ethyl acetate fractions of RB were predominantly dependent on the expression levels of intra-
cellular β-catenin. Western blotting using p-GSK3β with only the n-hexane fraction of RB was con-
ducted to examine whether these secondary metabolites reduced β-catenin degradation. Intracellular 
β-catenin regulation resulted in quantitative changes in the nucleus. In summary, these results demon-
strate the potential of the n-hexane fraction of RB as a natural anticanc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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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암 발병률이 증가하였

고, 국내 대장암 환자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 환자수는 최근 180여 개국 중 1위

를 차지하였고, 암발병률은 2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16]. 

혈변, 배변습관의 변화, 복통 및 복부 불편감 등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통증과 같은 증상은 3기 이상의 대장암 환자에서 발병

하기 때문에 쉽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적 약물과 

같은 화학요법은 현재 대장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자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6].

Wnt 신호전달 시스템은 선충, 초파리 및 포유동물에 이르

기까지 초기발생 또는형태 형성에 필수적 요소이다. 19종류인 

Wnt ligand를 형성하여 Frizzled 막 수용체에 결합되면 LRP5/ 

6와 결합하여 신호전달을 개시한다. β-catenin을 이용한 신호

전달에서 안정성을 조절하여 여러 표적유전자의 발현을 조절

하며, 이 경로의 신호전달은 암발병에 고빈도로 나타난다. 특

히, 대장암에서 Wnt 신호전달 시스템은 주요 종양 저항성을 

포함하는 항암 치료를 위한 치료 전략으로 간주되며, 대장암 

형성에서 종양구 형성에 주된 매커니즘이다[22, 35]. 텍솔과 

같은 1세대 항암치료제를 기반으로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암

제가 개발되면서, 천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특히, Wnt 신호조절 작용을 하는 단일물질이 개발되면서 

APC mutation 암 종에서 β-catenin 저해를 통해 주된 항암기

전으로 연구되고 있다[12, 19].

홍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 RB)는 높은 산 위에 

자라서 최근에는 정원 식물로 약용효과를 갖으며, 상록수가 

많아 정원식물로 이용된다. 특히, 홍만병초 잎은 고혈압, 신경

통, 균 억제 등 다양한 반면에 효과를 보이고, 한국의 전통 

의학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논문에서 홍만병초에 포함

된 단일물질 quercetin, quercitrin, avicularin, rhododendron, 

grayanotoxin I, guaijaverin 및 hyperin이 확인되었고, RB 잎 

추출물 및 분획물로부터 항산화제, 항암제, 세포 독성, 유전 

독성 및 면역학적 증거 등을 발표되었다[9, 23, 33].

본 연구에서는 홍만병초(지상부) 추출물 및 분획물로부터 

항암활성을 분석하고, 대장암세포에서 Wnt/β-catenin 신호전

달 억제를 통해 항암활성을 갖는 기작을 확인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홍만병초는 제주도 서귀포시 만병초영농조합에서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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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홍만병초를 4일간 실온 건조

한 뒤 분쇄하여 795.3 g을 48시간 80% 에탄올 1 l에 추출하였

다. 추출물은 여과지(Advantech, circles 300 mm, Japan)에 여

과 후 45℃에서 감압 농축 및 동결건조하였다. 건조 추출분말

(130 g)을 3차 증류수에 섞어 n-hexane (43.35 g), ethyl acetate 

(42.41 g), n-butanol (29.15 g) 및 water (14.87 g)을 얻어 농축 

및 동결건조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세포배양  Cyto-X 분석

Hela, PC-3, AGS (한국세포주은행, Seoul, Korea), HT-29 

및 NCI-H1299 (ATCC; manassas, VA, USA) 세포주를 이용하

여 세포의 독성테스트 Cyto-X (LPS solution, Daejeon, Korea)

시약을 이용하였다.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 세포수로 

12시간 배양한 뒤 홍만병초 추출물 및 분획물을 1, 10 및 100 

μg/ml로 처리하였다. 배양 24시간 후 각 well에 1/10 농도로 

Cyto-X 시약을 첨가한 후 호일로 감싸 4시간 배양기에 처리하

였다. Wallac Victor2 plate reader (Perkin Elmer Corp., Ner-

walk, CT) 로 45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여 수치화 하였다.

콜로니형성 억제 실험

콜로니형성 억제 실험은 500개의 세포를 60 mm 세포배양 

접시(SPL, Pocheon, Korea)에 처리 후 dimethyl sulfoxide 

(DMSO) 또는 10 μg/ml로 처리하였다. 10~14일간 배양 후 세

포를 메탄올로 고정 후 trypan blue (Sigma-Aldrich, St. Louis, 

MO)로 3분간 염색 후 PBS (LPS solution, Daejeon, Korea)로 

수세하였다. 염색된 세포수를 카운팅하여 이미지화 하였다.

Sphere 배양법(Sphere forming assay) 

HT-29 대장암 세포주 3×103 개를 ultra-low attachment 

plates (Corning Costar, Corning, NY)에 serum-free DMEM- 

F12 배지(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를 20 μl/ml 

B-27 (Invitrogen, Waltham, MA), 20 ng/ml FGF (R&D 

Systems, Minneapolis, MN)와 20 ng/ml EGF (R&D Systems, 

Minneapolis, MN)를 첨가하여 접종 후 DMSO 또는 10 μM/ 

ml로 처리하였다. 10~14일간 배양 후 형성된 구형에 10% for-

malin (Sigma Aldrich, St. Louis, MO)을 4%로 처리하여 고정

시켰다. 구형의 숫자 및 사이즈는 Image J software를 통해 

분석하였고, 측정은 50 mm 이상의 사이즈만 분석하였다. 

TOP/FOP flash 분석법

세포내 Wnt signal을 확인하기 위해 TOP/FOP-flash luci-

ferase reporter assay 를 실시하였다. HT-29 세포주를 6-well 

plate (SPL, Pocheon, Korea)에 3×105 세포수로 12시간 배양한 

뒤 각각 target vector와 pRL-Renilla vector (Control)를 1 μg 

용량으로 Terbofect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etts, USA)시약으로 주입시켰다. 다시 12시간 배양

한 뒤 홍만병초 추출물 및 분획물을 10 μg/ml로 처리하였다. 

배양 24시간 후 각 well의 세포를 회수하여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kit (Promega, USA)을 이용하여 제공된 실험방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총단백질 발 분석

HT-29 대장암 세포주를 60 mm 세포배양 접시에 4.5×105 

세포수로 12시간 배양한 뒤 10 μg/ml 홍만병초 추출물 및 분

획물을 24시간 처리하여 세포를 harvest하였다(β-catenin 단

백질은 홍만병초 추출물 및 분획물 12시간 처리). RIPA lysis 

buffer (GenDEPOT, USA)에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과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1x로 섞어 얼음에 1시간 동안 

lysis후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상층

액을 회수하여 Bio-Rad protein assay (Bio-Rad, CA)를 이용하

여 정량 후 10~25 μg의 단백질을 SDS-PAGE gel method를 

이용하여 전기영동 하였다. Gel transfer된 단백질을 PBS-T에 

희석한 5% skim milk (LPS solution, Daejeon, Korea)에 1시간

동안 blocking한 뒤 1차 항체를 각각 1:1,000의 농도로 12시간 

냉장실에 처리하였다. 3회 PBS-T로 세척한 뒤 2차 항체를 각각 

1:5,000의 농도로 실온에서 처리 후 다시 3회 PBS-T로 세척하

였다. Amersham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 

(GE Healthcare)를 이용하여 X-ray film 발색으로 측정하였다. 

항체는anti-Cyclin D1, anti-c-myc, anti-β-catenin, anti-p-GSK3

β (Tyr216), anti-GSK3β, anti-LEF1, anti-p-LRP6, anti-β-actin 

(Santa Cruze, Dallas, TX, USA) 및 anti-Lamin A/C (Ther-

mo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

하였다.

핵단백질 발 분석

HT-29 세포주를 60 mm 세포배양 접시(3개)에 5×105 세포

수로 12시간 배양한 뒤 10 μg/ml 홍만병초 추출물 및 분획물

을 12시간 처리하여 세포를 harvest하였다. NE-PER™ Nuclear 

and Cytoplasmic Extraction Reagents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 실험법에 맞게 분획하여, Bio-Rad pro-

tein assay (Bio-Rad, Richmond, CA)를 이용하여 정량 후 

10~25 μg의 단백질을 SDS-PAGE gel method를 이용하여 전

기영동 하였다. Gel transfer된 단백질을 PBS-T에 희석한 5% 

skim milk에 1시간 동안 blocking한 뒤 1차 항체를 각각 

1:1,000의 농도로 12시간 냉장실에 처리하였다. 3회 PBS-T로 

세척한 뒤 2차 항체를 각각 1:5,000의 농도로 실온에서 처리 

후 다시 3회 PBS- T로 세척하였다. Amersham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 (GE Healthcare, Milwaukee, 

Wisconsin, USA)를 이용하여 X-ray film 발색으로 측정하였

다. 항체는 anti-β-catenin, anti-LEF1, anti-β-actin, anti-Cyclin 

D1, anti- GSK-3β 및 anti-p16 (Santa Cruze, Dallas, TX, USA)

를 이용하였고, anti-c-myc, anti-Axin2 및 anti-p-LRP6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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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nce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Cyto-X assay from RB. Hela, PC-3, AGS, HT-29, NCI-H1299 cells were treated with 

RB extract and fractions for various concentrations. 80% Methanol extract (M), n-hexane fraction (H), ethyl acetate fraction 

(E), n-butanol fraction (B), aqueous (W).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를 이용하였

다.

통계분석

모든 생리활성 실험은 3반복 실험을 통해 수치화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one-way ANOVA로 신뢰구간 p<0.05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Graph Pad Prism 5 software 

(Graph 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를 이용하였다.

결과  고찰

홍만병  추출물  분획물의 암세포  정상세포 세포독성

본 연구에서는 HT-29, Hela, PC-3, AGS 및 NCI-H1299 5가

지 암세포주와 HDF 1개의 정상세포주를 이용하여 홍만병초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암활성 및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은 다양한 신호를 조절하면서 

발생된다. 암세포에 대한 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

토콘드리아에서 배출되는 michondrial dehydrogenase와 반

응하는 Cyto-X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의 증식률을 측정하였다. 

Cyto-X assay는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

azolium bromide (MTT) assay에서 발생되는 tetrazolium salt

를 DMSO (dimethyl sulfoxide)로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시약으로 실험적 오차를 줄이기 위

해 선택하였다.

홍만병초 추출물의 암세포 세포사멸은 사멸률 및 half max-

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은 Fig. 1과 Table 1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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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ncer cells induced by the RB extract and fractions when treated at the established IC50 concentrations

IC50 M H E B W

HT-29

NCI-H1299

Hela

PC-3

AGS

57.7±1.5

53.7±2.1

56.7±2.2

51.2±1.8

51.6±3.2

  20.2±1.2 
***

50.6±1.5

50.4±3.2

51.0±3.3

45.5±1.5

54.5±1.5

51.2±1.6

53.7±1.6

51.0±2.1

51.1±2.8

 83.0±10.1
***

-

111.3±12.1***

-

-

49.5±2.2

-

76.2±6.6
***

-

83.4±5.8
***

80% Methanol extract (M), n-hexane fraction (H), ethyl acetate fraction (E), n-butanol fraction (B), aqueous (W). Means values ± SD 

from triplicate experiment are show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wo-way ANOVA. p<0.001 (***).

A

B

Fig. 2. RB extracts and a fraction reduces colony formation and 

Image J analyze in HT-29 cell. Colony formation (A) and 

Image J analyze (B) were shown. 80% Methanol extract 

(M), n-hexane fraction (H), ethyl acetate fraction (E), 

n-butanol fraction (B), aqueous (W). The red color is 

counter number.

내었다. 암세포주의 세포사멸 IC50 값은 51.2~57.7 μg/ml으로 

나타났다. 특히, HT-29 대장암 세포주에서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의 IC50 값은 20.2±1.2 μg/ml로 가장 큰 세포독성을 보

였다(p<0.001). 홍만병초 n-butanol 분획물은 대조구에 비해 

독성을 갖지 않았고, NCI-H1299와 PC-3의 n-butanol 및 water 

분획물은 100 μg/ml 처리 농도에서 독성을 갖지 않아 IC50 

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HDF 세포주에서는 n-butanol을 

제외한 추출물 및 분획물에서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5개의 암세포 중 세포독성이 가장 큰 HT-29 세포주를 이용하

여 추가실험을 실시하였다. 식물유래 추출물 중 비극성 용매

에 용출된 물질들은 난용성인 alkaloid, 배당체, 수지, 식물색

소, tannin 등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7]. 특히 천연물 기

원 alkaloid는 항암 약물 개발에 유용한 성격을 갖는다[21]. 

1세대 대장암 치료 항암제 중 천연물 알칼로이드에서 유래한 

vincristine은 microtubule polymerization을 억제하는 약물의 

기전이 밝혀졌으며[14], 이외에도 Wnt/β-catenin, apoptosis, 

necrosis 및 DNA 합성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타겟의 천연물 

유래 항암제가 개발되었다[1, 2, 18]. 이처럼 천연물 유래 비극

성 물질들은 다양한 항암활성을 통해 암 예방 또는 치료 효과

를 갖고, 이 같은 원리를 규명할 수 있다. 홍만병초 추출물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항산화 효과, 항염증, 세포보호 및 유방

암, 간암, 폐암세포의 생육억제 활성 효과가 알려져 있다[13, 

25]. 본 연구결과에서도 홍만병초 추출물, n-hexane 분획물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강한 세포 독성을 보인것은 난용성

인 alkaloid,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

홍만병  추출물  분획물의 암세포 군집형성  암세포 

Sphere 억제

세포독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HT-29 세포주를 이용하여 암

세포 군집형성 정도 및 sphere 측정법을 이용하여 Fig. 2와 

Fig. 4에 나타내었다. Cyto-X와 같은 세포독성 측정법과 다르

게 군집형성도 및 sphere도는 암세포의 장기간 증식을 조절하

는 기전을 확인하는 방법 임상에서 치료법과 유사한 실험법이

다. 암세포 군집형성은 세포수와 세포사이즈의 상관계수 0.646

으로 서로 경향성을 보였으며(p=0.165, data not shown), 이는 

세포독성과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p<0.05). 특히,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에서는 강한 세포독성으로 암세포 군집형성

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 같은 결과는 장시간 분획물의 노출이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세포sphere

에서는 50 mm 이상의 사이즈는 홍만병초 추출물 및 n-hexane 

분획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apoptosis 및 G2/M ar-

rest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Fig. 3). Ethyl acetate 분획물에

서 40 mm정도의 암세포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암 세포의 종양형성능은 군집 또는 종양구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β-catenin은 cyclin D1을 조절하여 대장

암 생성 및 구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1]. 상기 연구에서 보여준 종양 세포의 억제는 자가사멸 및 

종양형성 단백질의 억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멸한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에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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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B n-hexane fraction activates cell cycle through the in-

hibition of cell viability in HT-29 cell. DMSO treated cell 

(A) and RB n-hexane fraction treated cell (B) in HT-29 

cell. Cells were incubated with PI added (5 μg/ml) at 

37℃. The area parameter histogram was used to de-

termine the percentage of cells in apoptosis (M1), G1 

(M2), S (M3), G2/M (M4) phases.

Fig. 4. RB extract and fractions reduces 3D sphere culture in 

HT-29 cell. 80% Methanol extract (M), n-hexane fraction 

(H), ethyl acetate fraction (E), n-butanol fraction (B), 

aqueous (W). The red color is counter number.

Fig. 5. RB n-hexane fraction reduces TOP/FOP flash reporter 

gene expression in HT-29 cell. 80% Methanol extract 

(M), n-hexane fraction (H), ethyl acetate fraction (E), 

n-butanol fraction (B), aqueous (W).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p<0.05 (*).

억제를 보였고, β-catenin의 조절에 의한 대장암 억제활성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장암 억제에 영향을 준 β-catenin

레벨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만병초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중 quercetin은 SW480 대

장암세포주의 β-catenin레벨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

장암세포에서도 동일한 암세포 억제 매커니즘이 보고되었다

[1, 4, 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이 

Wnt/β-catenin레벨을 조절을 통해 암세포 억제에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만병  추출물  분획물의 Wnt 사 활성

TOP/FOP flash reporter assay는 Wnt 신호에 의한 전사 

활성화가 β-catenin 및 TCF 결합을 유도하여 전사 활성에 영

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실험법이다. FOP flash는 thymidine 

Kinase (TK) 최초 프로모터에서 역방향으로 3 개의 카피가 

뒤 따르는 TCF 결합 부위를 mutation 시켜 제작된 음성 대조

군 역할을 하며, TOP flash는 TCF 결합 부위를 포함하여 Wnt 

신호에 반응하여 정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Wnt 전사활성은 Fig. 5와 같이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

에서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05), 추출물 및 다른 분획

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HT-29 대장암 세포주는 APC mutation (c.2557G>T, c.4666_ 

4667insA), BRAF mutation (c.1799T>A), PIK3CA mutation 

(c.1345C>A), SMAD4 mutation (c.931C>T) 및 TP53 mutation 

(c.818G>A)을 갖고 있다[3, 8, 28, 29, 32]. 특히 APC는 Wnt 

신호 전달 경로의 길항제 역할을 하는 종양 억제 단백질로 

세포 이동 및 부착, 전사 활성화 및 세포 사멸과 같은 다른 

과정에도 관여한다. HT-29 세포는 APC 유전자의 변이로 Wnt 

신호를 자극하여 악성 종양으로 진행되는 유전성 대장 용종증

(FAC)을 유발한다. 이때, 조절되지 못하는 Wnt 신호전달이 

무분별한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켜 단백질을 생성하고 암종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식물에서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인 ste-

roid alkaloids는 대부분 배당체로서 존재하며 식물의 종류 따

라 solanum alkaloid와 veratrum alkaloid가 알려져 있다. 가

지속에서 분리한 tomatine은 alkaloid계열의 물질로 HT-29 대

장암세포에서 세포독성을 보이며, 배당체의 형태가 더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34]. APC mutation된 대장암세포에서도 

alkaloid계열의 약물이 β-catenin mRNA 레벨을 조절했다는 

연구도 있었다[23]. 따라서, 홍만병초 내 존재하는 alkaloid계

열의 물질은 세포내 β-catenin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며, 

홍만병초에 존재하는 alkaloid계열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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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B n-hexane fraction activates p-GSK3β

expression through the inhibition of β- 

catenin in HT-29 cell. The total protein ex-

pression (A) and nuclear protein expre-

ssion (B) and Western blot expression lev-

el (C) were detected protein antibodies. 

Protein levels were quantified from three 

independent expreiments using Image J 

software. The cells were analyzed by im-

munoblotting with a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80% Methanol extract 

(M), n-hexane fraction (H), ethyl acetate 

fraction (E), n-butanol fraction (B), aque-

ous (W). Western blot were using three 

different test to the average value of mean 

and SD.

홍만병  추출물의 Wnt 신호 단백질 분석

Wnt 신호는 세포 성장 조절, 세포 운명 결정, 기관 형성 

및 종양 발생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관여한다. Wnt ligand는 

frizzled 수용체를 통해 disheveled에 신호를 보내고, glycogen 

synthase kinase-3β (GSK-3β) 활성을 조절한다. 이것은 GSK-3

β가 인산화되었을 때 ubiquitin-mediated proteolysis를 목표

로 GSK-3β 기질인 cytosolic β-catenin의 안정화와 축적을 가

져온다. 안정화된 β-catenin은 핵으로 전위하여 TCF / LEF 

전사 조절 인자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TCF 반응 유전자의 전사

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4]. 대장암의 대다수는 Wnt/β- 

catenin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변이에 의해 시작된다. 

APC, axin, CK1α 및 GSK3로 구성된 복합체에서 β-catenin인

산화를 유도함으로써 ubiquitination과 proteasomal 분해를 

유도합니다. 특히, TCF/LEF 전사인자와 상호작용하는 타겟

은 LGR5, AXIN2, MYC 및 CCND1이 관여하며, Mitogenic β- 

catenin 표적 유전자는 MYC 및 CCND1 과 같은 세포분열과 

일부 대장암에서 Axin2의 조절이 주요 기전으로 확인된 바 

있다[5].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은 Fig. 6A와 같이 GSK-3β의 인

산화는 증가하였고 β-catenin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GSK-3β

는 인산화 타입에 따라서 Ser9 (inactive type)과 Tyr216 (active 

type)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GSK-3β는 Ser9 인산

화된 타입으로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의 처리가 GSK-3β

를 비활성화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GSK-3β를 비활성화 

형태임에도 β-catenin의 감소가 확인된 것은 홍만병초 n-hex-

ane 분획물의 특정 물질이 β-catenin의 인산화에 영향을 미쳐 

분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Wnt 신호전달의 하위 

발현 인자인 c-myc, Cyclin D1, VEGF, MMP-7, cx43, Axin2 

및 fibronectin 등 다양한 인자 중 Cyclin, c-myc 및 Axin2를 

확인하였다. 세포내 c-myc 발현은 홍만병초 추출물보다 n- 

hexane 분획물에서 더 효과적으로 감소되어 Wnt 신호전달이 

효과적으로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 내 존재하는 

β-catenin의 핵으로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Fig. 6B와 같이 세포

단백질을 핵단백질과 분리하여 실험하였고, 핵의 β-catenin 양

을 확인한 결과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에서만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Wnt 신호전달의 하위 인자인c-myc 

타겟만 조절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홍만병초 n-hexane 분획물의 Fig. 3B에서 G2/M 정체가 유

지되면서 재순환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Fig. 2A에서 장시간 

노출 시 암세포 군집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G2/M기의 조절은 Cyclin B/cdc2 복합체의 의해 이루어지

며, cdc25C의 작용억제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들은 세포질에

서 핵으로 이동에 의해 세포분열기를 진행시킨다. 특히 G2기

의 정체가 진행됨에 따라 Cyclin B1의 점진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염색체의 복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M기로 진행

한 결과로 설명된다. 다만 G2/M 정체현상의 지속적 유지는 

세포노화 현상이 확인되고 apoptosis와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

가 있다[15]. 세포노화와 관련된 western blot 결과에서 Cyclin 

D1의 통계적 유의한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고, Cyclin D/cdk4 

복합체에 특이적인 저해제로 작용하는 p16의 발현 증가도 확

인할 수 없었다(Fig. 6A). 이 같은 결과는 G2/M 정체현상을 

통해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것은 아님을 뒷받침해 준다.

천연물질에서 다양한 Wnt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GSK 

과발현, axin 과발현 및 flezzled 수용체의 결합 억제제를 찾고

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20]. 최근 항암 표적치료제는 

단백질 저해제를 통해 암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신호전달을 조절하여 항암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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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 시도가 진행된다. 암치료에서 단백질 저해제는 표적

치료제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확장성 및 여러 후보 물

질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6]. 또한 kinase 

inhibitor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표적단백질 및 다양한 표적을 

타겟할 수 있다. 홍만병초를 이용한 세포실험에는 protein ty-

rosine phosphatase 1B (PTP1B)를 저해하여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시킴으로 당뇨병의 증상인 혈당상승 강하 효과를 갖고, 

A549, AGS, Hep3B 및 MCF7 세포주에서 암세포 억제활성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10]. 반면, 정상세포(HEL 

299)에서 1 mg/ml의 고농도에서 약한 DNA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저농도에서 정상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7]. APC/β-catenin/GSK3β의 복합체에서 GSK3β 인산

화를 통해 β-catenin의 발현이 조절되었고, 이는 홍만병초 n- 

hexane 분획물에 존재하는 물질이 복합단백질간 조절을 통해 

대장암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보여진다. 

일부 천연물질 중 n-hexane 분획물에서 E-phytol, cyclo-

artenol, stigmasterol, β-sitosterol, campesta-5, 7, 22-trien-3β- 

ol, stigmasta-4-22-dien-3-one 및ketosteroid류 물질들이 확인

되었고[27], 이중 cycloartenol, stigmasterol 및 β-sitosterol은 

Wnt 억제제로 확인된 바 있다[11, 24]. 이 세가지 물질은 

Rhododendron속에서 확인되는 물질로 홍만병초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물질에 의해 Wnt 신호전달의 억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병초 내 존재하는 난용성인 alkaloid

계열의 단일물질 또는 이의 배당체가 HT-29 세포내 β-catenin

을 감소시키고, 핵으로 이동하는 β-catenin을 감소시켜 Wnt/

β-catenin 신호를 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홍만병초 

지상부의 생리활성 물질은 향후 분리 및 정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향후 홍만병초를 이용한 항암활

성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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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홍만병  분획물에 의한 HT-29 장암 세포의 Wnt/β-catenin 신호 달 조

심보람1․남 선2․이자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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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hododendron brachycarpum (RB, 홍만병초)의 80% 메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암 활성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RB n-hexane 분획물은 HT-29 세포에서 가장 높은 활성 저해를 보였다(IC50 = 20.2±1.2 μg/ml). 

더욱이, 콜로니와 구형 형성은 수와 크기는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RB의 n-hexane 분획물에서(0.22±0.02 fold 

change) TOP / FOP 플래시 리포터 억제 활성은 추출물 및 다른 분획물 보다 낮게 나타났다. n-hexane 및 ethyl 

acetate 분획물은 세포 내 β-catenin의 발현을 조절하였다. 2 차 대사 산물이 β-catenin 분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실시한 결과 n-hexane 분획물에서 p-GSK3β를 조절하였으며, 세포내 β- 

catenin은 핵에서 정량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RB의 n-hexane 분획물로부터 천연 항암 물질을 포함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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