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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revious study, we found that methanolic extracts of immature fruits of Satuma mandarin (Citrus
unshiu Marc. var. okitsu) contained relatively high amounts of phytochemicals. Here we show that a
combined treatment consisting of immature fruits of Satuma mandarin and cisplatin induced strong
apoptotic response in human melanoma A375 cells. We further investigated the mechanisms by which
immature fruits of Satuma mandarin augment cisplatin-induced apoptosis in A375 cells. Satuma man-
darin up-regulated the expression of nitric oxide synthase (NOS), elevated nitric oxide (NO•) pro-
duction, and weakening the anti-apoptotic signals inhibitor of apoptosis (IAP) family, thus facilitating
the process of apoptos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mature fruits of Satuma mandarin in combina-
tion with cisplatin might have therapeutic value in melanoma treatment worthy of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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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흑색종(melanoma)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발생하며 전

체 피부암의 4%를 차지하지만 그 사망률은 80%에 이르는 치

명적인 피부암이다[18, 30, 32]. 여타 암종과 비교하여 볼 때 

흑색종은 내부 장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

법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 후 외과적 수술

을 통한 절제만이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10, 35]. 서양에서는 흑색종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매년 발

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9,

33].

효과적인 암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세포나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은 많은 치료제의 표적이 되고 있으

며, apoptosis는 크게 세포막의 death receptor에 특정 ligand

가 결합함으로써 개시되는 extrinsic pathway와 mitochon-

drial dysfunction을 중심으로 한 intrinsic pathway로 구분할 

수 있다. Intrinsic pathway는 nitric oxide (NO•)와 같은 re-

active nitrogen species (RNS)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과량 발생된 NO
•가 superoxide anion (O2

-
)

과 반응하여 peroxynitrite (ONOO
-
)등 반응성이 큰 free radi-

cal을 생성함으로써 주변 조직에 nitrosative stress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14].

암세포는 inhibitor of apoptosis (IAP)단백질이caspase-3와 

caspase-9와 결합하여 그 활성을 무력화함으로 apoptosis 발생

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람에서는 

8개의 IAP family (NIAP, XIAP, cIAP-1, cIAP-2, survivin,

apollen, livin, ILP-2)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survivin 유전자는 세포사멸뿐만 아니라 세포주기 중 G2/M

기의 진행을 저해하여 IAP 중 유일하게 세포분열에 관여하고 

방광암, 위암, 직장암 등에서의 발현 감소는 세포사멸과 항암

제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있다[27, 36,

37]. 또한 X-chromosome-linked IAP (XIAP)는 일반적으로 암

세포에서 높게 발현되고 여러 유발인자에 의한 발현의 감소는 

전립선암, 흑색종의 증식 억제 및 apoptosis를 항진시키는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31, 34].

한편 제주감귤산업은 재배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열매 솎기 작업으로 

매년 약 5-10만 톤에 이르는 미성숙과 처리에 애로를 겪어왔

다. 게다가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공해상에 부산물 투

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

이므로 감귤 미성숙과의 적절한 처리법이 요구되고 있다. 기

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항알레르기, 항염증, 암 증식 

억제 작용 등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 

함량이 감귤 성숙과에 비해 미성숙과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7], 감귤 미성숙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역감귤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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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isplatin과 감귤 미성숙과를 병용 

처리하여 인간 흑색종 A375 세포에 대한 항암작용을 증강시

킬 수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감귤 미성숙과의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합성 항암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최소

화시키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흑색종 치료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흥진조생 미성숙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아 24시간 동안 동결건조 후 분쇄하

였다. 건조된 감귤 미성숙과에 5 g/100 ml의 농도가 되도록 

100% methanol을 첨가하여 25℃, 150 rpm으로 72시간 동안 

교반하며 유효성분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1500 rpm에서 15

분 간 원심분리 시키고 0.45 μm의 여과 필터로 걸러내어 부유

성분을 제거하였으며, 감압 농축을 통하여 얻어낸 고형성분

(1.13 g)을 다시 동결 건조시켜 보관하였다. 실험 시에는 di-

methyl sulfoxide (Amresco, Solon, Ohio, USA)를 이용하여 

200 mg/ml의 농도로 stock solution을 만든 다음 적정 농도로 

배지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cisplatin은 Calbiochem (Salt Lake City, UT,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세포배양에 필요한 시약들은 Lonza

(Walkersville, MD, US)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을 

위해 사용된 cell proliferation kit (MTT)는 Roche (Indianapolis,

IN, USA)에서, DNA fragmentation 확인을 위한 geneluteTM

mammalian genomic DNA miniprep kit와 total RNA 분리를 

위한 TRI reagent는 Sigma (St. Louis, MO, USA), TOP

script
TM

one-step RT PCR kit는 Enzynomics (Daejeon, Korea)

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인간 흑색종 A375 세포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의 G. N. Wogan 박사로부터 

분주 받아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100

units/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과 L-glutamine

을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

를 이용하여 37℃ 습윤한 CO2 incubator (5% CO2/95% air)에

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배양용기의 80% 정도 증식하였을 때 

적정수의 세포를 유지하기 위하여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세척한 후 0.25% trypsin-EDTA를 처리하여 

계대 배양하였고 배양액은 3-4일마다 교환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 측정은 Liber 등[24]의 방법을 변형하여 조사

하였으며, 6 well plate에 세포를 2×10
6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감귤 미성숙과를 농도별, 시간별로 처리한 후 세포

배양액과 0.4% trypan blue를 동량으로 넣어 hematocy-

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의 증식 정도를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 Cisplatin의 세포독성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96 well plate에 5×10
4

cells/well이 되도록 세포

를 분주하고 cisplatin을 농도별로 48시간 동안 처리한 후 

packard EL340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로 55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모두 세 번 이루어졌으며, 시험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세포수를 100%로 하여 각 시험물질의 상대적인 생존

율을 구하였다.

Cell cycle 분석

Cell cycle은 Li 등[26]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험 세포

주(2×106 cells/well)에 감귤 미성숙과와 cisplatin을 48시간 동

안 처리한 후 세포를 회수하여 PBS로 세척하고 70% 에탄올로 

4℃에서 30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는 1200 rpm으로 

12분 동안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1% FBS가 포

함된 PBS로 2-3회 세척하였다. 준비된 세포를 500 μg/ml의 

propidium iodide (Sigma)로 염색한 후 10 μg/μl의 RNase

(Amresco)가 포함된 PBS (1% FBS)에 넣어 37℃에서 30분 간 

반응시키고 BD FACS calibur
TM

flow cytometer (BD bio-

sciences, San Jose, CA, US)를 이용하여 세포주기를 분석하 

였다.

DNA fragmentation 분석

세포(2×10
6

cells/well)에 감귤 미성숙과와 cisplatin 처리하

여 48시간 동안 배양하고, 세포를 수집하여 genelute
TM

mam-

malian genomic DNA miniprep kit로 DNA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DNA는 1.8% agarose gel에서 60-120분(50 V) 동안 전

기영동하여 ethidium bromide (EtBr, Sigma)로 염색하고 UV

transilluminator 하에서 DNA 단편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T-PCR)

에 의한 mRNA 발현 분석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된 세포를 모은 다음 TRI re-

agent를 처리하여 total RNA를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RNA

는 UV spectrophotometer (Ultrospec 2100 pro, GE health-

care, US)로 정량 한 후 TOP script
TM

one-step RT PCR kit와 

각각의 primer (Table 1), DEPC water를 넣고 유전자증폭기

(Genepro, Bioer Tech, Hangzhou, China)에서 증폭하였다.

mRNA 발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PCR 산물을 ethi-

dium bromide 용액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60-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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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quence of primers used for RT-PCR

Gene name Sequence

Neuronal NOS
Sense

Antisense

5’-TTGGGGGCCTGGGATTTCTGG-3’

5’-GTTGGCATGGGGGAGTGAGC-3’

Inducible NOS
Sense

Antisense

5’-CCAGTGACACAGGATGACCTTCAG-3’

5’-TGCCATTGTTGGTGG AGTAACG-3’

Endothelial NOS
Sense

Antisense

5’-CCAGCTAGCCAAAGTCACCAT-3’

5’-GTCTCGGAGCCATACAGGATT-3’

X-chromosome-linked IAP
Sense

Antisense

5’-ACACCATATACCCGAGGAAC-3′

5’-CTTGCATACTGTCTTTCTGAGC-3′

Survivin
Sense

Antisense

5’-GCATGGGTGCCCCGACGTTG-3’

5’-GCTCCGGCCAGAGGCCTCAA-3’

β-actin
Sense

Antisense

5’-GGTCATCTTCTCGCGGTTGGCCTTGGGGT-3’

5’-CCCCAGGCACCAGGGCGTG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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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inhibition of human malignant

melanoma A375 cells after treatment

with immature citrus fruit (A) and cispla-

tin (B).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a-

ble concentrations of immature citrus

fruit for 24-72 hr or cisplatin for 48 hr.

Each point is the mean ± SD of three

experiments.

(50 V) 동안 전기영동하였으며, β-actin을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Nitrite 생성량 측정

Nitrite 생성량은 Green 등[11]의 방법을 변형하여, 감귤 미

성숙과 및 cisplatin을 농도별로 48시간 동안 처리한 배양용기

에서 100 μl씩의 배양액을 취하여 동량의 Griess reagent

(Sigma)를 첨가하고 이를 10분간 실온에 반응시켜 oxidation

product인 NO2
- 생성정도를 54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때 NO2
- 농도에 대한 표준곡선은 NaNO2를 사용하여 작성

하였다.

통계 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tudent’s t-test에 의해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감귤 미성숙과에 의한 A375 세포의 증식 억제

감귤 미성숙과 추출물이 A375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과 그 유효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trypan blue exclusion as-

say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감귤 미성숙

과를 농도별(0-200 μg/ml)로 24-72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Fig.

1A와 같이 농도 및 시간 의존적으로 A375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72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현저히 감소하여 약 

20%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Jayaprakasha 등[17]에 따르면 감

귤류의 limonexic acid 및 β-sitosterol glucoside 성분이 대장

암 HT-29 세포의 증식 억제 작용을 하고, Yoo 등[38]은 감귤류

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이 전립선 암 DU145와 LN-Cap에 

대해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감귤

의 flavonoid 유도체인 noblietin, hesperetin, naringenin 등이 

여러 암종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2, 22, 28], 본 연

구에서도 감귤 미성숙과 추출물에 포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및 항산화 활성이 A375 세포의 증식 억제 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Fig. 1A).

감귤 미성숙과와 cisplatin 병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귤 미성숙과 처리 시 apopto-

sis가 일어난 집단에 속하는 sub-G1기의 세포 빈도는 농도-의

존적으로 증가하여 200 μg/ml 에서 약 13%를 보였는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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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immature citrus fruit on cisplatin-induced apop-

tosis in A375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immature

citrus fruit (μg/ml) and/or cisplatin for 48 hr, stained

with PI, and analyzed for cell cycle using flow cytometry.

(B) Internucleosomal DNA fragmentation induced in

A375 cells by immature citrus fruit and/or cisplatin.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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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immature citrus (μg/ml) and/or cisplatin on

the expression of NOS isoforms (A and B) and nitrite

production in A375 cells (C). The results are shown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control.

암 세포주와 백혈병 세포주에서도 감귤 추출물이 sub-G1 증가

에 따른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20].

Cisplatin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여러 암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데[8, 9, 15], 이 중 흑색종 세포주에 대한 항암효

과는 SK mel-28 에서 Fas 활성화에 따른 apoptosis를 유발하거

나 MeWo 세포에서 caspase 활성 및 cytochrome c 방출을 유

도하여 사멸 효과를 나타내고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를 생성하여 M14 세포를 저해하는 등 다수 보고되어있다[4,

6, 12]. 본 연구에서도 cisplatin 처리 시 흑색종 A375 세포의 

증식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Fig. 1B), 감귤 미성숙

과와 병용 시 약 42%의 sub-G1 arrest가 나타나 cisplatin 단독 

처리군(17%)에 비하여 뚜렷한 세포사멸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A). 이 결과는 자궁경부암 세포주에서 cisplatin과 

산삼배양근 추출물(또는 berberin)의 복합투여가 ROS 생성을 

통한 항암 작용을 강화하며, cisplatin (또는 doxorubicin)과 

녹차 추출물의 병용 처리가 폐암 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21, 23].

Apoptosis 유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DNA fragmenta-

tion 현상은 caspase가 활성화됨에 따라 180-200 bp의 길이로 

DNA가 분해되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Fig. 2B와 같이 

감귤 미성숙과에 의해 DNA laddering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isplatin 병용 처리 시 가장 뚜렷하게 관

찰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감귤 미성숙과에 의해 유도

된 A375 세포의 증식 억제는 apoptosis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cisplatin과의 병용 처리를 통해 항암작용을 증강시킴

을 알 수 있었다.

감귤 미성숙과와 cisplatin 병용 처리에 의한 NOS 발현

및 nitrite 생성

NO•는 3가지 nitric oxide synthase (NOS): neuronal NOS

(nNOS), inducible NOS (iNOS), endothelial NOS (e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로 발생량에 따라 

apoptosis를 항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5, 25]. 이에 감귤 미성숙과 및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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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immature citrus fruit and/or cisplatin on IAPs

expression.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

tration and analyzed by RT-PCR for levels of IAPs.

apoptosis와 NO
•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NOS의 발

현을 확인한 결과 3가지 NOS 모두 전사 수준에서 발현이 증가

하였으며(Fig. 3A, Fig. 3B), nitrite 발생량 역시 NOS 발현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cispla-

tin과 병용 처리한 경우에는 nitrite 발생량이 cisplatin 단독 

처리에 비해 1.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Fig. 3C),

이는 천연물 추출물에 의해 유도된 NO
• 생성이 암의 증식 

억제 및 apoptosis를 유발한다는 많은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

[3, 16]. 따라서 감귤 미성숙과 및 cisplatin의 처리에 따른 A375

세포의 apoptosis 기전에 NOS를 활성화에 의한 nitrite 생성이 

관여하는 것이라 유추된다.

IAP family 발현에 미치는 감귤 미성숙과와 cisplatin의

영향

감귤 미성숙과 및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자연사멸 기전 

분석을 위하여 IAP family의 발현 양상을 mRNA 수준에서 

탐색한 결과, 감귤 미성숙과 단독 처리 시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cisplatin 단독 처리 시 survivin 및 XIAP의 발현

량이 감소하였으며 병용 처리한 경우 그 활성이 현저하게 저

해되었다(Fig. 4). 상기 IAP family의 발현 변화로 미루어보아 

감귤 미성숙과와 cisplatin 병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증강 

작용에 survivin 및 XIAP 발현의 감소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감귤 미성숙과가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인간 흑색종 A375세포의 apoptosis를 증강시키

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NOS 발현에 따른 NO• 생성과 IAP

family 중 survivin 및 XIAP 발현 감소가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isplatin의 항암 효과를 감귤 미성숙과가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항암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며, 이러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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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산화질소와 IAP 조절을 통한 감귤 미성숙과의 cisplatin-유발 흑색종 A375 세포의 자연사멸

증강 효과

김지혜․김민영*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독성학 실험실)

선행연구에서 감귤 미성숙과 메탄올 추출물이 다량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이래, 본 

연구에서 감귤 미성숙과를 cisplatin과 병용 시 인간 흑색종 A375 세포를 대상으로 강력한 자연사멸능을 유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귤 미성숙과가 cisplatin에 의한 자연사멸능 증가에 관한 메커니즘을 조사한 결과, 산화

질소 합성효소(NOS)의 활성증가로 인한 산화질소 발생량 증가와 더불어 항자연사멸 신호인자인 IAP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 인간 흑색종 세포의 자연사멸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감귤 미성숙과와 cis-

platin의 병용 요법이 흑색종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