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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lool의 혈관신생 억제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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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genesis, the formation of new vessels from pre-existing blood vessels, is not only required for
various physiological processes but also essential for path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solid tumor growth
and metastasis. The progression of solid tumors depends on tumor angiogenesis, and their survival relies
on the ability to recruit new blood microvessels. This concept is supported by evidence demonstrating
that, once solid tumors grow to more than 1∼2 mm3, further growth has to be preceded by neovascularization of the tumor. Therefore, inhibition of angiogenesis is a promising approach for anticancer
therapy. A flavoring phytochemical, linalool, has been shown to display various spectrum of biochem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inhibition of tumor promotion. Here, we examined the anti-angiogenic effects of
linalool as a possible inhibitor of angiogenesis. The present study indicates that linalool possessed the
anti-angiogenic activity against human endothelial cell, suggesting that linalool is responsible for the cancer
prevention or cancer therapy by inhibiting angiogenesis processes. (Cancer Prev Res 15, 133-1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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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에 비해 장기투여에도 비교적 낮은 독성을 보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5,6) 또한 혈관신생 저해제는 정상혈
관세포를 그 치료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물에 관
한 내성을 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혈관생성은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의 단순한 성장
(growth)뿐 아니라 내피세포의 기저막(basement membrane) 침투(invasion), 이동(migration), 분화(differentiation)
등 다양한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혈관내피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침투, 이동 등의 과정을 저해
하는 기전은 혈관신생을 차단하여 종양의 증식을 막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다양한 방향성 식물로부터 추출된 오일 성분들

론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성되는 혈관신생(angiogenesis)은
원발성 혹은 전이성 종양의 증식에 필수적이며, 성장과
생식, 상처치유 등의 생리학적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고형성 종양(solid tumor)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하므로 혈
관신생 의존적이며 국소적 혈관신생이 없을 시에는 1∼
2 mm3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3,4) 따라서 혈관신생과정
을 억제함으로써 고형성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려는 항
암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항암화학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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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암예방 효과나 함암 효과가 관찰되어 왔는데 그
중 monoterpene alcohol 성분인 linalool은 천연방향물질로
자궁경부암, 위암, 피부암 세포주에서 강력한 증식저해
7∼9)
효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nalool이 가지는
증식저해효과에 관한 기전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인간 암세포주에서 증식저해효과
를 보이는 linalool이 혈관신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인간 혈관내피세포주인 ECV 304
와 rat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각각 혈관내피세포의 이동
성, tube 형성능력, 그리고 미세혈관의 발아(sprouting)정
도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혈관신생억제제로서의
linalool의 기능과 효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
으로 linalool의 혈관신생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작용기전
연구와 더불어 고형성 종양의 증식을 억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천연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인간 혈관내피세포인 ECV 304 세포를 배양하여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배양액은 M199 medium (WeLGENE)
에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cellgro)을 첨가하
여 사용하였고 37oC 5% CO2조건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
2. MTT assay

4. Wounding migration assay를 이용한 세포이동
분석

ECV 304 세포를 gelatin이 코팅된 24-well plates에 배양
하고 세포가 가득 차면 tip으로 scratch를 낸 다음 24시간
동안 150μg/ml linalool을 처리하였다. 세포를 methanol로
15분간 고정하고 PBS로 수세하였다. Giemsa로 15분 동안
염색하고 DW로 수세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동한
세포 수를 세었다.
5. Rat aortic ring sprouting assay

8주령의 Sprague-Dawley 흰쥐를 희생시킨 뒤 즉시 가슴
및 배 대동맥(aorta)만을 적출하여 미리 준비된 4oC PBS에
담구었다. 가는 핀셋을 사용하여 대동맥 주위의 조직을
제거하고 분리된 대동맥을 약 1∼2 mm 간격으로 잘라
matrigel이 코팅된 48-well plates에 고리모양이 보이도록
심었다. M199 medium에서 배양하면서 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Linalool의 세포독성 조사

암예방학적인 견지에서 보고된 linalool의 암세포의 증식
저해효과는 여러 가지 인간의 암을 예방하는데 있어 linalool
7∼9)
이 효과적인 천연물질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혈관신생에 관한 효과에 관한

배양된 세포에 원하는 조건을 가한 뒤 37oC에서 5%
CO2 조건의 세포 배양기에서 일정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용액을 최종농도의 1/10이 되도록 각 well에
첨가한 후 2∼3시간 정도 더 배양하였다. MTT의 환원에
의해서 형성된 formazan 침전물을 DMSO에 녹인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3. Matrigel 위에서의 tube formation assay

ECV 304 세포를 trypsin/EDTA 처리하여 단일세포로 만
든 뒤, Matrigel (BD Biosciences)이 코팅된 24-well plates
4
(SPL Lifesciences, Seoul, Korea)에 8×10 개의 세포를 심어
배양하였다. 10μg/ml linalool 처리한 뒤 12시간 후 튜브
형성 여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Fig. 1. Effects of linalool on cell viability. ECV304 cells were
exposed to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linalool for 24 h.
Cell viability was then measured via MTT assay.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 of three determinations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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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를
이용한 linalool의 혈관신생 조절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
여, 먼저 적용할 세포인 ECV 304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
성을 MTT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여러 농도의
linalool을 세포주에 노출시켜 배양하면서 이들 농도에 따
른 세포독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0μg/ml 이상의 높
은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을 보였지만, 10μ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Fig. 1에서와 같이 세포 생존에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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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10μg/ml을 실험에 적합
한 농도로 판단하고 사용하였다.
2. Linalo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의 이동성 저해 효과

혈관신생과정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이동, 맥관형
성 그리고 혈관형태로의 분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완성된
다.10) 그 중에서도 혈관내피세포의 이동은 새로운 혈관
의 형성과 상처받은 혈관의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
이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방법에 기술된 대로 wounding
migration assay를 이용하여 linalool 처치에 따른 ECV 304
세포의 이동성을 조사하였다. Fig. 2A에서 관찰할 수 있
듯이, reference line을 넘어 이동하는 ECV 304 세포의 수
가 10μg/ml linalool을 처리했을 때 효과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10μg/ml의
linalool은 혈관내피세포의 이동성을 35% 가량 유의성 있
게 감소시켰다(Fig. 2B). 이는 linalool이 혈관내피세포의
이동성을 저해함으로써 새로운 혈관의 형성과 상처받은
혈관을 재생하는 과정에 있어 저해제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3. Linalo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의 맥관형성(tube
formation) 능력 억제 효과

Fig. 2. Effects of linalool on cell migration. (A) Representative
phase-contrast images of cells migrating into the wounded
area. ECV304 cells were seeded on the gelatin-coated dish.
Confluent cultures were scratched with a pipette tip. Wounded
cells were incubated with or without 10μg/ml of linalool for
24 h. (B) Quantitative values were normalized to 100% of
control, an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E.

신생혈관의 발생과정에서 혈관형성의 상태가 억제되
는 과정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포함된 matrigel상에서의 혈관내피세포의 맥관형
성(tube formation)을 들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matrigel상에 배양된 ECV 304 혈관내피세포에 linalool을

Fig. 3. Effects of linalool on tube formation. ECV304 cells were incubated on matrigel with or without 10μg/ml of linalool for
12 h. The morphology of ECV304 cells was photographed under a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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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linalool on rat
aortic ring sprouting. Rat aortic
rings were incubated on matrigel
with or without 10μg/ml of linalool. After 3 days of incubation,
the rings were photographed
under a micoscope.

처치하여 맥관형성 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
조군에서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맥관형성과 비교하여 10

μg/ml의 linalool이 처치된 배양액에서는 맥관형성이 효
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이 결
과는 세포수준에서 linalool이 혈관내피세포의 맥관형성
을 저해하여 최종적으로 혈관신생과정을 억제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4. Linalool에 의한 미세혈관 발아(microvessel sprouting) 억제 효능

이전 실험에서 관찰된 linalool의 혈관신생 억제 효과가
실제 생체 내 혈관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rat aortic ring sprouting assay를 실시하였다. Rat의 대동
맥을 분리하여 일정간격으로 잘라준 뒤, matrigel에 심어
배양을 하게 되면 미세혈관이 사방으로 발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linalool이 이러한 미세
혈관 발아 정도를 억제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 결과 10μg/ml의 linalool이 처치된 배양액에서 배
양한 대동맥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발아되는 미세혈관의
형상이 확연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따
라서, 이러한 결과는 linalool이 혈관내피세포의 이동과
맥관형성 뿐만 아니라 실제 생체 내 혈관에서도 효과적
인 혈관신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사
료된다.
혈관신생이 여러 가지 성장인자, 세포간질 단백질, 단
백질 분해효소와 같은 다양한 분자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일어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기전으로 linalool이 혈관신생을 억제하는지 여부는 확실
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규명된 linalool의 효과에
서 보여지듯이 앞으로 혈관신생 억제 물질들의 기전연

구가 보완된다면 이들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혈관신생
및 종양세포의 억제와 종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혈관신생 억제제로서의 linalool
의 효과를 인간 혈관내피세포주와 동물모델을 통해 규
명하였다.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농도에서 linalool은
효과적으로 혈관내피세포의 이동성과 맥관형성 정도를
저해하였고 생체 내 rat aortic ring sprouting assay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방향제나
모기기피제로 사용되었던 linalool이 혈관신생 억제효과
를 보임을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천연물을 이용한 항암
연구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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