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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cancer activity of a methanolic extract from
lemon leaves (MLL) was assessed in MCF-7-SC human breast
cancer stem cells. MLL induced apoptosis in MCF-7-SC, as
evidenced by increased apoptotic body formation, sub-G1 cell
population, annexin V-positive cells, Bax/Bcl-2 ratio, as well as
proteolytic activation of caspase-9 and caspase-3, and degradation
of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protein. Concomitantly,
MLL induced the formation of acidic vesicular organelles, increased
LC3-II accumulation, and reduced the activation of Akt, mTOR,
and p70S6K, suggesting that MLL initiates an autophagic
progression in MCF-7-SC via the Akt/mTOR pathway.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 a critical step in the acquisition of
the metastatic state, is an attractive target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directed against tumor metastasis. At low concentrations, MLL
induced anti-metastatic effects on MCF-7-SC by inhibiting the
EMT process. Exposure to MLL also led to an increase in the
epithelial marker E-cadherin, but decreased protein levels of the
mesenchymal markers Snail and Slug. Collectivel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lemon leaves possess cytotoxicity and anti-
metastatic properties. Therefore, MLL may prove to be beneficial
as a medicinal plant for alternative novel anticancer drugs and
nutraceutical products.

Keywords apoptosis · autophagy · cancer stem cells ·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 lemon leaf

서 론

암 줄기세포(cancer stem cells; CSCs)는 일반 암세포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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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존율과 자가 재생 능력을 지닌 세포들로서, 일반적인 약
물이나 방사선 치료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들기 때
문에 최근 CS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iegel
등, 2013). 유방암 줄기세포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들은 유
방암의 진행과 전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밝
혀진 바 있다(Reya 등, 2001; Al-Hajj 등, 2003). 따라서, 유방

암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암 치료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

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유방암 줄기세포들이 보고되

고 있으며(Charafe-Jauffret 등, 2009; Han과 Crowe, 2009; Ali
등, 2011; Kotiyal과 Bhattacharya, 2014), 이들 중에서 MCF-
7-SC 세포는 CD44high/CD24low 표면 마커 단백질들의 발현특성

을 이용하여 인간 유방암 MCF-7 세포로부터 분리되었다(Phuc
등, 2010). 또한 MCF-7-SC 세포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anoikis
저항성, mammosphere 형성, 세포 전이와 약물에 대한 내성 등
과 같은 줄기세포의 특성들이 확인된 바 있다(Nguyen 등,
2014; Tran 등, 2014).

암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제 개발 시 활용되는 중요한 현
상으로서 세포자멸(apoptosis)과 자식작용(autophagy)을 들 수 있
다. 세포예정사(programed cell death)라고도 불리는 apoptosis는
노화, 항상성 유지, 발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세포 내
에서 두 종류의 apoptosis 경로가 존재한다. 세포가 지닌 죽음

수용체에 의해 매개되는 외인성 경로(extrinsic pathway)와 미토

콘드리아 매개 내인성 경로(intrinsic pathway)가 있으며,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caspase들의 활성화에 의해 세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Autophagy는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기작

중의 하나이며, 리소좀(lysosome)을 통하여 세포 내에서 불필요

한 구성물질이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
한다. Autophagy는 autophagosome으로 알려진 이중막 소포체

를 형성하고, 성숙되면 lysosome과 융합하여 autophagolysosome
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autophagolysosome은 포집된 불필

요한 구성물 또는 세포 소기관들을 가수분해효소를 이용하여 분
해시킨다. 단백질 kinase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은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

함으로써 autophagy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수행한다(Cuyàs 등,
2014). mTOR은 PI3K (phosphoinositide 3-kinase)와 Akt라 알
려진 PKB (protein kinase B) 신호경로의 하위 단백질로서 세
포의 성장과 분화, 생존을 촉진하는 반면 apoptotic signal을 저
해한다(Brunet 등, 2001; Hanada 등, 2004; Endo 등, 2006).
그러므로, 활성화된 PI3K/Akt/mTOR 신호경로는 apoptosis와
autophagy를 억제하여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EMT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는 정상적 배아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암세포에서는 세포의 침
윤과 이동에 주요한 과정이며, 전이성 암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
생된다(Lamouille 등, 2014). 암세포가 EMT 과정을 거치게 되
면 섬유모세포와 같은 표현형을 지니게 되며 원래의 epithelial
성질을 잃으면서 세포의 이동이 쉬운 형태로 변하게 된다. 다
양한 전사 조절인자들이 EMT 조절에 관여하는데, 특히 zinc
finger transcription factor인 Snail과 Slug는 EMT의 주요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다(Thiery 등, 2009). Snail과 Slug는 E-
cadherin의 프로모터에 부착하여 E-cadherin의 전사를 억제하며,
이것은 EMT 과정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Bolós 등,
2003; Damian 등, 2008). 따라서, Snail과 Slug의 발현양을 비
교분석함으로써 후보물질들의 암전이 억제효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Park 등, 2008).

레몬(Citrus limon)은 주로 주스로 생산되기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레몬 주스에 대한 항암 활성 및 항
산화 활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레몬 잎에 대한 유효 성분 및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레몬 잎 메탄올 추출물(methanolic extract from lemon
leaves, MLL)을 이용하여 유방암 줄기 세포인 MCF-7-SC에 대
한 항암 활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 제조. 실험에 사용된 레몬잎은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
는 유레카 품종으로, 5−6월에 샘플을 채취한 뒤, 온풍건조 한
시료 9 kg을 믹서기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80% 메탄올 240 L
를 이용하여 3일 동안 실온에서 추출하고 여과지로 여과하여

40oC에서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 한 뒤 동결 건조하였다

(1.375 kg). 건조된 시료는 −2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

였다.
시약. RPMI 1640 medium, F-12K mediu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medium, bovine serum albumin,
trypsin/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fetal bovine serum
(FBS), and antibiotic-antimycotic는 Invitrogen (US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으며, Hoechst 33342,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propidium iodide (PI),
RNase A, β-Actin 항체는 Sigma Chemical Co. (USA)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PARP, caspase-9, caspase-3, Bax, Bcl-2, p-
Akt, Akt, p-mTOR, mTOR, p-p70S6K, Slug, Vimentin, E-cadherin
항체는 Cell Signaling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Snail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GC-MS) 분석. GC-MS 분석은

Shimadzu사의 QP-2010(GC-MS; Model QP-2010, Shimadzu
Co., Japa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조건은 오븐온도 40oC
에서 2분간 유지한 뒤 분당 5oC 승온하여 200oC에서 1분간 유
지하였다. GC 컬럼은 Rtx-5MS (30 m length, 0.25 µm diameter,
0.25 µm thickness)를 사용하였고, GC-MS 분석을 통하여 검출

된 피크의 화합물 동정은 Willey 9 library databas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library와 유사도가 80% 이상인 화합물만 동정하

였다.
세포 배양. MCF-7-SC는 RPMI-1640, MCF-7 세포는 DMEM
과 F-12K를 1:1로 혼합하여 배양하였다. 배지는 10% heat-
inactivated FBS와 1% antibiotics를 첨가하여 37oC,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96 well plate에 MCF-7-SC와 MCF-7 세포

를 3×104 cells/mL로 준비한 뒤 MLL을 농도 별로 처리하여

24, 48시간 배양하였다. 24, 48시간 후 MTT 시약을 처리하고

4시간 동안 CO2 인큐베이터에서 반응시킨 후 배양액을 제거하

고 150 µL의 dimethyl sulfoxide를 처리한 후 microplate reader
(Sunrise,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세포 형태 관찰. MCF-7-SC 세포를 3×104 cells/mL로 6-well
plate에 준비한 뒤 MLL을 농도 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

였다. 24시간 후 Hoechst 33342와 acridine orange (AO)를 10
µM되게 처리한 뒤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Olympu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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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주기 분석. 세포주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MLL이 처리된

세포를 일정 시간 배양 뒤 70% 에탄올로 고정하였다. 고정 된
세포를 2 mM EDTA-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세척

한 뒤 RNase A (25 µg/mL)가 포함된 PI (40 µg/mL) 시약으로

염색하여 FACSCalibur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 USA)
를 이용해서 세포주기를 측정하였다.
Annexin V 측정. Annexin V-FITC Apoptosis Detection Kit
I을 이용하여 MLL이 처리된 세포에서 apoptosis를 확인하기 위
하여 phosphatidylserine의 이동을 측정하였다. MCF-7-SC 세포

에 MLL을 24시간 처리한 뒤 PBS로 세척하고 annexin V와

PI가 혼합된 binding 버퍼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5분간 염색시

킨 뒤 FACSCalibur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를 이용

해서 annexin V positive 세포들을 측정하였다.
Acridine orange (AO) 염색. MLL에 의한 autophagy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10 µM의 AO를 세포에 처리한 뒤 15분간

CO2 인큐베이터에서 반응시킨다. 세포를 PBS로 세척 한 뒤
FACSCalibur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 USA)를 이용

해서 세포들을 측정하였다.
Wound healing 측정. MCF-7-SC 세포를 6-well plate에 준비

한 뒤 세포가 거의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 팁을 이용

하여 wound를 형성한 뒤, MLL을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48시간 뒤, 현미경(Olympus, UK)
을 통해 세포의 이동 정도를 비교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MCF-7-SC세포의 total RNA는 TRIzol reagent (Invitrogen)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 1 µg을 reverse transcription
system (Promega, USA)을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 뒤, 다음

과 같은 유전자들을 증폭하였다(Snail, forward 5'-GAGGACAG
TGGGAAAGGCTC-3', reverse 5'-TGGCTTCGGATGTGCATC
TT-3'; Slug, forward 5'-GAACTCACACGGAGAAG-3', reverse
5'-ACACAGCAGCCAGATTCCTC-3'; Vimentin, forward 5'-
AATGGCTCGTCACCTTCGTGAAT-3', reverse 5'-CAGATTAG
TTTCCCTCAGGTTCAG-3'; E-cadherin, forward 5’-GGAAGT
CAGTTCAGACTCCAGCC-3', reverse 5'-AGGCCTTTTGACT
GTAATCACACC-3'; GAPDH, forward 5’-GAGAAGGCTGGG
GCTCATTT-3', reverse 5'-AGTGATGGCATGGACTGTGG-3').
Western blot 분석. MLL이 처리된 MCF-7-SC 세포를 수확

후 RIPA buffer를 이용하여 4oC에서 30분간 용해하였다.
Western blotting은 Moon 등(2009)의 보고에 따라 수행하였다.
5% skim milk로 blocking한 후, primary 항체를 1:1,000으로

사용하여 4oC에서 overnight 반응하였고, secondary 항체는

1:5,000으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ECL kit
(iNtRON, Korea)를 이용하여 단백질 밴드를 검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분석은 3회 반복수행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으며, 유의성 검증은 version 14의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유의수준 *p <0.05,
**p <0.01, ***p <0.001).

결과 및 고찰

MLL에 의한 유방암 세포 증식 억제 효능. 유방암 줄기 세포

는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및 다약제 내성의 특징을 갖는

다(Al-Hajj 등, 2003; Ponti 등, 2005; Wright 등, 2008). 따라

서 우리는 우선 유방암줄기세포 MCF-7-SC에 대해서 MLL의
항증식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유방암 MCF-7에 대한 항증식 효
과와 비교하였다. Figs. 1A와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MLL의
항증식 효과는 시간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처리 후
MCF-7 세포와 MCF-7-SC의 IC50값은 각각, 996.2과 913.8
µg/mL였으며, 48시간 처리후의 IC50값은 MCF-7세포는 824.3,
MCF-7-SC는 755.0 µg/mL로 나타났다. Song 등(2015)이 보고

한 온주밀감 잎 메탄올 추출물의 위암세포주 AGS에 대한 IC50

값과 비교 시에는 레몬 잎 메탄올 추출물의 IC50값이 다소 높
게 나타났지만, Gali 등(2011)이 보고한 Argemone Mexicana L.
잎 메탄올 추출물의 유방암세포주 MCF-7과 자궁경부암 HeLa
세포주에 대한 IC50값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레몬잎 메탄올 추출물이 유방암세

포 MCF-7 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고 보고

된 유방암줄기세포 MCF-7-SC에서도 항증식 효과가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MLL에 의한 apoptosis 유도. MCF-7-SC에 대한 MLL의 항증

식 효과가 apoptosis에의해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Hoechst 33342 염색을 통하

여 MCF-7-SC에서 MLL 농도 의존적으로 DNA의 절편화와 응
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Fig. 2A), Annexin V/PI 염색을 통
해 annexin V-positive/PI-negative 세포들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B). 또한, Fig. 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MLL 처
리에 따라 sub-G1기가 8.71%에서 26.02%로 증가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Western blot을 통해 apoptosis 관련 단백질인

caspase-9과 -3의 활성화 및 PARP의 절단과 Bax/Bcl-2 ratio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2D). 결론적으로, MLL의 처리에

의해 MCF-7-SC에서 apoptosis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하
였다.
Akt/mTOR 경로를 통한 autophagy 유도. Autophagy는 진화적

으로 잘 보존된 세포내 분해 경로이지만, 과다한 발생은 다른 형

Fig. 1 MLL inhibits breast cancer cell proliferation. MCF-7-SC and
MCF-7 cells were seeded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MLL for (A) 24 h and (B) 48 h. Cell viability was then determined by the
MTT assay. Data correspond to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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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LL induces apoptotic cell death in MCF-7-SC. Cells were seeded, incubated for 24 h, and incub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MLL
for an additional 24 h. (A) Treated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10 µM Hoechst 33342 and observ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B) Treated
cells were harvested and stained with PI and/or annexin V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The results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cytometric analyses. (C) Treated cells were harvested, fixed with 70% cold ethanol, stained with PI, washed,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results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hree experiments. (D) Cells were lysed following incubation with MLL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4 h.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AGE and probed with appropriate primary antibodies. β-Actin served as an internal
control. *p <0.05, **p <0.01, ***p <0.001. Densitometry values for PCR experiments were estimated by the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Fig. 3 MLL induces autophagic cell death in MCF-7-SC. Cells were seeded, incubated for 24 h, and incub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MLL for an additional 24 h. (A) Acidic vesicular organelles (AVOs) were examined by incubating cells with 10 µM acridine orange (AO) for 5–10 min
followed by fluorescence microscopy. The results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hree experiments. (B) Quantification of AVO-positive cells by flow
cytometry. (C) Cells were lysed following incubation with MLL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4 h.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
PAGE and probed with appropriate primary antibodies. β-Actin served as an internal control. *p <0.05, **p <0.01, ***p <0.001. Densitometry values
for PCR experiments were estimated by the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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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세포 죽음을 유도할 수 있다(Kuma 등, 2004; Mizushima와
Komatsu, 2011). 따라서, MLL 처리에 따라 MCF-7-SC에서

autophagy가 유도되는지 알아보았다. 세포 내에서 autophagy가
유도될 때 발생하는 주요 현상 중의 하나인 acidic vesicular

organelles (AVOs) 형성 여부를 AO 염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Fig. 3A에서와 같이 MLL 처리에 따라 많은 수의 AVOs가 형성

되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low cytometry
를 이용하여 AVOs의 형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MLL

Fig. 4 MLL interrupts the EMT in MCF-7-SC. (A) MCF-7-SC were incubated with sub-lethal concentrations of MLL. Cell migration was then
measured by wound healing assays.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relative to the control. (B) After 48 h incubation with
MLL, mRNA levels of EMT markers (E-cadherin, Vimentin, Snail, and Slug) were analyzed by RT-PCR. GAPDH served as the loading control.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relative to the control. (C) MCF-7-SC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MLL for
48 h, and the expression of EMT markers was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β-Actin served as the loading control. This figure is representative of three
replicates. *p <0.05, **p <0.01, ***p <0.001. Densitometry values for PCR experiments were estimated by the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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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µg/mL 처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1.4에서 14.8%로 증
가됨을 확인하였다(Fig. 3B). 또한, autophagy의 중요한 마커인

LC3I에서 LC3II로의 전환 및 Akt, mTOR, p70S6K의 인산화

억제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함으로써 MLL에 의한 autophagy
유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이러

한 결과들은 MLL 처리에 의해 MCF-7-SC에서 autophagy와
apoptosis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nail과 Slug를 통한 EMT 억제 효능. 암의 전이는 암세포가

원래의 종양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EMT
과정에서 암세포는 epithelial 극성을 잃고 침윤성과 이동능력을

획득하며 줄기 세포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어 새로운 종양을

발생시킨다(Herreros-Villanueva 등, 2013). MCF-7-SC에서 MLL
의 항전이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wound healing assay를 수
행해 본 결과, MLL 처리에 따라 세포의 이동능력이 감소하였

으며(Fig. 4A), 예상한 바와 같이, epithelial 마커인 E-cadherin
의 mRNA 발현은 증가되었다(Fig. 4B). 또한 EMT 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mesenchymal 마커인 Vimentin, Snail, Slug
의 발현을 확인해본 결과, mRNA의 변화는 없었지만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B, C).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MLL이 EMT 과정을 억
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MCF-7-SC의 전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GC-MS를 이용한 MLL의 성분 분석. GC-MS를 이용하여

MLL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29개의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
었으며(Table 1), 주요 화합물로는 di-lauryl thio-di-propionate
(25.34%), phytol (10.45%), methyl linoleate (9.87%), 3-amino-
2-hydroxy-pyridine (7.26%), 2,3-dihydro-benzofuran (4.79%), 4-
ethenyl-2-methoxy phenol(4.75%), N-methyl-2-propyl-5-butylpiperidine
(3.95%), methyl palmitate (3.37%), 2,3-dihydro-3,5-dihydroxy-
6-methyl-4H-pyran-4-one (3.07%), 4-methyl-2,5-dimethoxybenzaldehyde
(2.96%), methyl 2,4-dihydroxy-3,5,6-trimethylbenzoate (2.62%),
methyl linoleate (2.49%), acrylic acid tetradecyl ester (2.30%),
palmitic acid (2.23%)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4-ethenyl-2-methoxy phenol, phytol, methyl palmitate, palmitic
acid 등과 같은 화합물들은 항증식, 항염증, 항종양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arada 등, 2002; Tewtrakul, 2005; Yuenyongsawad와
Tewtrakul, 2005; El-Demerdash, 2011; Ravikumar 등, 2012).

Table 1 Compounds from methanolic extract of lemon leaves (MLL) identified by GC-MS

No. RTa (min) Areab (%) Compoundc

1 12.396 3.07 2,3-dihydro-3,5-dihydroxy-6-methyl-4H-pyran-4-one
2 14.671 4.79 2,3-dihydro-benzofuran
3 17.309 4.75 4-ethenyl-2-methoxy phenol
4 21.483 0.59 n-dodecanol
5 22.757 0.52 4-propyl-1,3-cyclohexandione
6 23.981 2.96 4-methyl-2,5-dimethoxybenzaldehyde
7 25.913 2.62 methyl 2,4-dihydroxy-3,5,6-trimethylbenzoate
8 26.326 0.47 3,7,7-trimethyl-5-methylidenebicyclo[4.4.0]dec-1(6)-en-3-ol
9 26.801 2.30 acrylic acid tetradecanyl ester
10 28.516 7.26 3-amino-2-hydroxy-pyridine
11 28.760 3.95 N-methyl-2-propyl-5-butylpiperidine
12 28.895 0.93 alpha-D-glucopyranoside
13 31.865 3.37 methyl palmitate
14 32.652 2.23 palmitic acid
15 33.708 1.47 Decane
16 35.257 2.49 methyl linoleate
17 35.405 9.87 methyl linolenate
18 35.612 10.450 Phytol
19 35.745 0.46 aristolen
20 35.814 0.50 methyl stearate
21 36.047 0.96 ambrettolide
22 36.205 4.42 methyl linolenate
23 42.396 0.29 2-monopalmitin
24 44.565 0.44 1,4-naphthoquinone, 6-acetyl-2,5-dihydroxy
25 44.745 0.27 1-monolinolein
26 44.863 0.34 octadeca-9,12,15-trien-1-ol
27 45.762 1.10 oleoamide
28 49.615 0.77 alpha-tocopheryl-beta-d-mannosid
29 52.485 1.02 clionasterol
30 57.031 25.340 di-lauryl thio-di-propionate

aRetention indices relative to C7-C30 n-alkanes calculated on an Rtx-5MS capillary column.
bRelative peak area percentage (peak area relative to total peak area percentage).
cCompounds tentatively identified based on retention index and elution order, as well as the fragmentation pattern described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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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LL의 항증식 및 항전이 활성은 이러한 화합물들로부

터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MLL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

한 생리활성 물질들의 상호 작용이 항암 효능에 있어서 상승

또는 상쇄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활성 물
질들의 상호 작용 효과와 이에 따른 항암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MLL은
apoptosis와 Akt/mTOR 활성 억제를 통한 autophagy를 유도하

여 MCF-7-SC의 증식을 저해하였다. 또한, MLL은 MCF-7-SC
에서 EMT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항전이 활성을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들을 토대로 레몬잎 추출물이 CSCs 표적 치료를 통하

여 보다 효과적인 유방암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
이라고 사료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레몬 잎 메탄올 추출물(MLL)의 인간 유방암 줄
기 세포인 MCF-7-SC에 대한 항암 활성을 조사하였다. MLL이
MCF-7-SC에서 apoptosis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apoptotic body
의 형성, sub-G1 phase 및 annexin V-positive 세포와 Bax/Bcl-
2 ratio의 증가, caspase-9과 caspase-3의 활성화 및 PARP의 절
단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동시에 MCF-7-SC에서 MLL은 acidic
vesicular organelles의 형성, LC3-II의 축적 증가, Akt/mTOR/
p70S6K의 활성 억제 등을 통하여 autophagy를 유도하였다.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는 세포가 전이 상태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 기작은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억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이 된다. 낮은 농도에서의

MLL은 epithelial 마커 단백질인 E-cadherin이 증가와 mesenchymal
마커 단백질인 Snail과 Slug의 발현 감소를 통해 EMT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MCF-7-SC에서 항전이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
구에서는 레몬 잎 메탄올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유방암 줄
기세포에 대해 세포 독성과 항전이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
라서 레몬잎은 항암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식물이라

고 사료된다.

Keywords 레몬 잎 · 암 줄기 세포 · apoptosis · autophagy ·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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