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Journal 32(3): 212-217 (2017)
http://dx.doi.org/10.7841/ksbbj.2017.32.3.212

ISSN 1225-7117 / eISSN 2288-8268

Research Paper

복어 균질액의 Caco-2 인간 결장직장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김정훈, 정구준, 김정호*

Inhibitory Effect of Globefish Homogenate on the Growth of Caco-2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
Junghoon Kim, Gujune Chung, and Jungho Kim*

Received: 26 July 2017 / Revised: 3 August 2017 / Accepted: 23 August 2017
© 2017 The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Abstract: Colorectal cancer is a leading cause of cancer mortality worldwide. Many studies show that most cases of human
colorectal cancer arise from adenomatous polyps, which are
usually dysplastic, nonmalignant precursor lesions; however,
accumulation of multiple somatic mutations leads some to
develop into advanced adenoma, which ultimately progresses
to an invasive colorectal cancer. Notwithstanding the efforts
made to improve chemotherapy, most colorectal cancers are
unresponsive to this form of treatment, and malignant colorectal cancers remain incurable. To reduce the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mortality, further studies to improve colorectal
cancer treatment are needed. Here, we show that Globefish
homogenate suppresses the growth of Caco-2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 and that the homogenate inhibits Caco-2 cell
prolifer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data suggest
that Globefish homogenate may suppress colorectal canc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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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결장직장암 (colorectal cancer, CRC)은 암 사망률이 높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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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로 그 발생빈도도 높다 [1-3]. 대장 (큰창자, large
intestine)은 소장 (작은창자, small intestine)이 끝나는 부분부
터 항문까지 이르는 긴 튜브 형태의 소화기관이다. 대장의 시
작부위에는 충수 (appendix)와 맹장 (cecum)이 존재하고, 상
행 결장 (ascending colon), 횡행 결장 (transverse colon), 하행
결장 (descending colon), S자 결장 (sigmoidal colon), 직장 (rectum), 그리고 항문 (anus)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결장 (상행
결장, 횡행 결장, 그리고 하행 결장)에서 발생하는 암을 결장
암 (colon cancer)라고 한다. 반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직
장암 (rectal cancer)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결장직장암은 결
장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암을 통칭해 부르는 암이다 [4]. 결
장직장암은 대부분의 경우 양성종양 (benign tumor)으로 성
장하지만 일부는 추가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악성종양 (malignant tumor)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1,4]. 그 동안
항암요법을 활용한 결장직장암 치료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종양인 경우 아직까지도 치료가 매
우 어렵다. 따라서 악성 결장직장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소스
의 항암제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시되고 있다.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 가운데 하나인 Caco-2 세포주는
대표적인 인간 대장 (colon) 유래 colorectal adenocarcinoma 세
포로 형태는 상피세포 (epithelial cell)이다 [5]. 배양 시 adherent cell이고 상피유사형태 (epithelial-like morphology)의 특
징을 보인다. 이 세포주는 원래 72세의 백인 남성의 암 조직
으로부터 유래했다. Caco-2 세포주의 핵형은 다른 암세포주
들이 보인 것과 같이 abnormality를 보이며 [6], nude mouse에
주입했을 때 암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7-10]. Caco-2
세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1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1)에 대해 virus susceptibility를 보이며 [11], in vitro 조
건에서 enterocytic differentiation 연구에 대한 모델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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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이용되고 있다 [12]. 또한 이 세포는 retinoic acid binding
protein 1과 retinol binding protein 2 (RBP2)를 발현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13].
복어는 참복과에 속하는 어류로 전세계에 100여 종이 있고,
국내에도 30여 종이 보고되었다 [14,15]. 아시아권에서는 주
로 우리나라 중남부와 일본 중부 이남에 분포한다 [14]. 복어
에는 껍질, 내장, 근육, 간, 그리고 알에 테트로도톡신 (tetrodotoxin, TTX)이라는 독이 존재한다 [16,17]. 그러나 양식 복
어에는 자연산 복어와 달리 독이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 [18,19]. 복어의 독은 복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식지 조건에 의해 생기는데 자연산 복어의 경우 먹이나 세
균, 플랑크톤으로부터 테트로도톡신을 얻지만 양식 복어는
이와 같은 환경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을 만들 수 없을
것을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빈번한 암 가운데 하나
인 결장직장암에 미치는 복어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양식한 3년산 황복어 total tissue에 대해 균질액 (homogenate)을 제작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인간 결장직장
암 세포주인 Caco-2 세포를 이용해 황복어 균질액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황복어 균질액이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의 콜로니 형성 능력과 세포증식을 억제함을 새롭게 규명
하였다. 이는 황복어 균질액에 Caco-2 직장결장암 세포의 성
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첫 번째 보고이다.

213

2.3. Caco-2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 배양 및 성장곡선 작성
Caco-2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에 대한 배양배지는 10% FBS
(Invitrogen, USA),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Gibco, USA)
을 첨가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 Hyclone, USA)을 사용하였다. 세포는 5% CO2가 공급된 37oC
humidified incubator (ThermoFisher Scientific, USA)에서 배
양하였다. 대조군은 동일 부피의 1X PBS를 첨가해 실험을 수
행하였다.
2.4. Crystal Violet 콜로니 염색
1  104 Caco-2 세포를 8일 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실
온에서 Crystal Violet Fixing/Staining 용액 [0.05% (w/v) Crystal Violet, 1% Formaldehyde, 1% methanol, 1X PBS]으로 20
분 동안 염색하였다. 대조군은 동일 부피의 1X PBS를 첨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2.5. IC50 측정
12-well cell culture plate에 1  104 Caco-2 세포를 plating하고
황복어 균질액을 0%, 0.001% (0.27 mg/mL), 0.01% (2.7 mg/
mL), 0.1% (27 mg/mL), 그리고 1% (270 mg/mL)가 되게 만들
고, 1X PBS로 전체 volume을 동일하게 한 후 첨가하였다.
Caco-2 결장직장암 세포를 37oC 5% CO2 incubator에서 8일
간 배양하고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IC50 값은 SoftMax Pro
software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3. RESULTS AND DISCUSSION
2.1. 실험재료 및 시약
Sodium chloride, potassium chloride, sodium phosphate dibasic,
sodium phosphate monobasic, formaldehyde, methanol은
Sigma-Aldrich (USA)에서, Crystal Violet은 AlhaChem (UK)
에서 구입해 사용하였다.
2.2. 황복어 균질액 제조
본 연구재료로 사용한 황복어 (Yellow puffer, Takifugu obscurus)는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 위치한 예당수산에서 양식
한 것으로 살아있는 3년산을 선별해 사용하였다. 황복어 균
질액을 제조하기 위해 황복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무
게 1 g당 1 mL의 1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137 mM NaCl, 2.7 mM KCl, 10 mM Na2HPO4, 2 mM KH2PO4)
를 넣고 blender로 잘게 절단하였다. 절단한 황복어를 50 mL
conical tube (SPL, Korea)에 옮기고 Hand Held Homogenizer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사용해 균질액을 제작하였
다. 황복어 균질액에 존재하는 debris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로 상층액을 모은 후 Miracloth (Merck, USA)를 사용해
1차 filter하였다. 황복어 균질액은 Syringe filter (45 mm, Sartorius, Germany)로 2차 filter하여 멸균상태로 만든 후 aliquot
을 -80oC에 보관하였다.

3.1. 황복어 균질액이 Caco-2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 콜
로니 형성에 미치는 영향
황복어 균질액의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대표적인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인 Caco-2 세포주 (ATCC
HTB-37)를 사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Caco-2 세포는 인간
colorectal adenocarcinoma 세포주로 epithelial-like morphology를 갖고 있는 adherent 세포이다. 실험에 사용할 균질액은
살아있는 3년산 황복어를 사용해 제작하였다. 황복어를 적당
한 크기로 절단한 후 절단체 1 g당 1 mL의 PBS를 첨가하였
다. Blender와 Homogenizer를 사용해 황복어 균질액을 제작
한 후, 원심분리를 해 황복어 debris를 제거하였다. Supernatant는 0.45 mm membrane filter로 멸균한 후 filtrate를 추가적
인 실험에 사용하였다 (Fig. 1).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 콜로니 형성에 황복어 균질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  104 Caco-2 세포를 counting
해 plating한 후 콜로니 형성 실험 (colony formation assay)을
수행하였다. Caco-2 세포에 1% (v/v)의 황복어 균질액을 처리
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Caco-2 세포의
콜로니 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포를 4일과 8일 후에 각
각 methylene blue로 염색해 관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의 콜로니는 배양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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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verview of Globefish homogenate preparation. Globefish homogenate was prepared by homogenizing Globefish in 1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according to a general homogenization protocol. The schematic diagram shows the experimental procedures
involved. Three-year-old Globefish were used for the study.

후에 methylene blue 염색과정을 통해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
다 (Fig. 2 top panels; Control). 하지만 흥미롭게도 황복어 균
질액을 1% 농도로 처리한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는 8일
배양 후에 거의 콜로니를 형성하지 못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 bottom panels; Homogenate (1%)). 이 결과는 황복어
균질액에 Caco-2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에 의한 콜로니 형
성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Fig. 2. Effects of Globefish homogenate on colony formation. Cell
colonies were visualized by staining with 0.05% Crystal Violet. Cells
were seeded at a density of 1 × 104 per well. Representative images
from the colony-forming assay are show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yielded similar results.

3.2. 황복어 균질액이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 성장에
미치는 영향
황복어 균질액에 의한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 콜로니 형
성 억제 효과가 세포성장을 억제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Caco-2 세포에 황복어 균질액을 처리
한 후 세포성장 형태를 조사하였다. 12-well 세포배양 플레이
트에 1  104 Caco-2 세포를 plating한 후 1% (v/v) 황복어 균
질액을 처리하였다.
세포성장 변화를 monitoring하기 위해 황복어 균질액을 처
리한 Caco-2 세포와 균질액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를 현미경
을 이용해 하루 간격으로 비교 관찰하였다 (Fig. 3). 황복어 균
질액을 처리하지 않은 Caco-2 세포주는 10% calf serum을 첨
가한 EMEM에서 배양한 결과 patch 형태를 이루면서 빠른 속
도로 성장하였다 (Fig. 3 top panels; Control). 그러나 1% 황복
어 균질액을 처리한 Caco-2 세포는 거의 성장하지 못함을 관
찰하였다 (Fig. 3 bottom panels; Homogenate (1%)).
이 결과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Caco-2 결장직장암 세포
주에 대한 성장곡선을 측정하였다. Caco-2 결장직장암 세포
에 황복어 균질액을 1% 농도로 처리하고 이틀 간격으로 세포
수를 counting해 세포성장 곡선을 작성하였다 (Fig. 4).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양시간이 경과할수록 Control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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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dependent effects of Globefish homogenate on growth and morphology of Caco-2 colorectal cancer cells. Caco-2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 (1 × 104) were plated onto 12-well plates and grown in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 either without
(Control, top panels) or with 1% Globefish homogenate (Homogenate, bottom panels). Cells were monitored daily using an inverted phasecontrast microscope (Eclipse TE300, Niko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yielded similar results.

Fig. 4.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Globefish homogenate-treated Caco-2 cells. Caco-2 cells (1 × 104) were seeded in a
12-well plate, treated with 1% (v/v) Globefish homogenate, and then
cultured for 8 days. Cell numbers were counted every 2 days.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yielded similar results.

을 처리하고 농도별로 세포주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0.001%, 0.01%, 0.1%, 1% (v/v) 농도로 황
복어 균질액을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에 처리하고 8일 간
배양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일 후 세포를 phase
contrast microscope로 관찰한 결과, 황복어 균질액 처리 농도
가 증가할수록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의 성장이 더 크게
억제됨을 알 수 있다 (Fig. 5A).
이를 정량화해 IC50을 측정하기 위해 농도별 황복어 균질액
처리한 Caco-2 세포수를 측정해 plotting을 하였다. 황복어 추
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의 세포수
를 100%로 환산한 후 이를 기준점으로 다양한 농도의 황복
어 추출물을 처리하고 배양한 Caco-2 세포주의 세포수를 전
환해 그래프를 그렸다. 황복어 균질액에 대한 Caco-2 세포에
서의 IC50은 도출된 수식 (R2 = 0.991)을 활용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Caco-2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에서 황복어 균질액
에 대한 IC50은 37.5 mg/mL로 측정되었다 (Fig. 5B).

4. CONCLUSION
그러나 흥미롭게도 1%의 황복어 균질액을 처리한 Caco-2 결
장직장암 세포주의 경우 control과 다르게 시간이 경과하여
도 세포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황복어 균질액
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3.3. 황복어 균질액에 대한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의
IC50 측정
황복어 균질액에 대한 Caco-2 결장직장암 세포주의 IC50을 측
정하기 위해 Caco-2 세포주에 다양한 농도의 황복어 균질액

본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황복어 균질액이 인간 결장직
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결장직장암의 경우 암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 암 가
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과수술적인 방법 이
외에 항암치료를 통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팀은 황복어 균질액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에서 균질
액이 Caco-2 인간 결장직장암 세포주의 콜로니 형성과 성장
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Caco-2 세포를 대상
으로 수행한 실험에서 황복어 균질액에 대한 IC50 값이 37.5
mg/mL로 측정되었다. 이는 황복어 균질액이 여러 성분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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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ose-dependent inhibition of Caco-2 cell proliferation by Globefish homogenate. (A) Morphology of Caco-2 colorectal cancer cells
exposed to Globefish homogenate. Caco-2 cells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doses of Globefish homogenate and monitored for 8 days
under an inverted phase-contrast microscope (IX71; Olympus).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yielded similar results. (B) Globefish
homogenate inhibits growth of Caco-2 colorectal cancer cells. Caco-2 cells were exposed to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lobefish homogenate, and growth inhibition was measured by cell counting. Relative cell number wa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control value at a
given concentration of Globefish homogenat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IC50 value for
Globefish homogenate was calculated from sigmoidal dose-response curves using SoftMax Pro software (Molecular Devices).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yielded similar results.

인 혼합물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판단된다.
물론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한 후 그 기능을 학문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간 결장직장암 이외의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
의 암에도 동일한 모델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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