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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노년인구의 증가와 환경악화 등의 원인으로 세계 암발

생률이 매년 7-8%씩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가 750만명으로 사망원인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재 외과수

술, 방사선 요법, 요법, 화학요법, 생물요법의 단독, 혹은 병용

치료로 암치료를 시도하고 있으나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

다. 이에 천연물약재의 항암효과탐색은 기존치료의 부작용을 최

소화하면서 항암효과를 증 하는 최근 각 받는 치료법이다1,2). 

    항암치료의 화학요법제로는 알킬화제, 사길항제, 호르몬

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문제시 되면서, 천연물 신약

은 오늘날 사용약물의 60 %가 될 정도로 차 그 비 이 증가하

고 있다3,4). 항암제  주로 종양의 자멸사 (apoptosis) 유도, 신생

형성 (angiogenesis)억제  이억제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탐색되고 있다. 그  세포자멸사(세포사멸) (apoptosis)는 세포

막이나 세포소기 등이 정상 인 형태를 유지하면 핵내의 크로

마틴이 응집하여 세포 체가 축, 단편화하여 세포사멸의 형

인 특징인 apoptotic body를 형성함으로써, 세포사까지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명체의 기 에서 불필요한 세포들을 주

세포의 괴없이 제거시키는 요한 생리  기 이며 이 능동

 과정은 유 자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5-8) 

    왕머루포도는 갈매나무속 포도과의 낙엽덩굴식물로 한국, 

일본, 사할린 등지에 분포하며, 열매는 생식하기도 하며 주스, 

잼, 젤리, 식  는 술 같은 가공된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Vitisin A는 숙성된 와인에 다량 함유되어있

는 물질로서, 천연상태의 포도에 존재하던 안토시아닌이 와인이 

숙성됨에 따라 피루 산과의 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9-12). 한 Vitisin A는 활성산소종의 생성의 감소에 의한 항암활

성을 보이고, 항 소  기능과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보

고되었다13-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세

포주에 한 왕머루포도에서 분리된 Vitisin A의 세포독성 특성

을 분석하고, 그  가장 유효한 세포독성을 보 던 자궁암세포

주인 MES-SA에 한 항종양효과 기 을 자멸사와 련하여 검

토하 던바 유의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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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1. 시약

    Vitisin A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포도나무로부터 분리한 물

질을 사용하 다(Fig. 1). 세포배양액인 DMEM, RPMI1640,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EDTA는 Gibco사 (Grand 

Island, N. Y., USA)로부터 구입하 으며, Sodium bicarbonate, 

amphotericin, gentamycin, sulforhodamine B (SRB), Trisma 

base, Trichloacetic acid (TCA), propidium iodide (PI)  RNas 

A 등은 Sigma Chemical사 제품을 사용하 다. TdT-mediated-dUTP 

Nick-End Labeling (TUNEL)은 Promega사 제품을 사용하 다.

Fig. 1. Chemical structure of Vitisin A. 

2. 기기

    세포독성 측정을 한 Microtiter plate reader는 Molecular 

Devices사 (Sunnyvale, CA)의 E-max기종을 사용하 으며, 세포

의 형태 찰을 한 미경은 Nicon사 (Tokyo, Japan)의 TE-300 

기종  Carl Zeiss사의 도립형 미경 (Axio vision 4.0)을 사용

하 다. 한 유세포 분석을 하여 BD사의 유세포측정기 

(FACSCalibur)를 사용하 다.

3.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하는 암세포주는 모두 인체 기원 암세포주들로

서, 장암세포주인 DLD-1, HCT116, SW620, KM12  HCT15 

세포, 유방암세포주인 MCF7, T47D, MDA-MB-231  435S 세포, 

신장암세포주인 CAKI-1, RXF-393, RXF-631  786-O 세포, 자궁

암세포주인 MES-SA 세포를 사용하 다. 유방암 세포주들의 세

포배양액으로는 glutamine, sodium bicarbonate, gentamycin   

amphotericin을 첨가한 DMEM 용액에 10% FBS로 보강한 배지

를 사용하 으며, 다른 세포들은 의 첨가물을 포함하는 

RPMI1640 용액을 5% FBS로 보강한 배지를 사용하 다. 모든 세

포들은 37 ℃,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며, 3-5일마다 계

 유지하 다.

4. 세포독성 측정

    세포를 96-well plates에 분주하고, 세포가 plate 바닥 면에 

부착되도록 2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가 plate 바닥 면에 부

착한 후에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약물을 농도별로 well당 100 

㎕씩 넣어 incubator에서 72 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10% TCA용액을 처리하고,  

TCA를 제거한 후 수돗물로 5회 세척하여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세포 표면 단백질 염색 시약인 SRB는 1% acetic acid 용액에 

0.4% SRB를 녹여 각 well에 분주하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

하여 세포를 염색하 다. 1% acetic acid 용액으로 5회 세척 후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염색된 세포들에 10 mM Trisma base (pH 

10.5)용액을 가하여 SRB를 용출시켰다. 각 plate의 흡 도는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20 nm 장에서 측정하 으며, 

약물을 가하지 않은 well (CC)과 약물을 처음 가할 때 well (Tz) 

 약물을 가한 각 well (DT)를 비교하여, DT≥Tz인 경우에는 

[(DT-Tz)/(CC-Tz)] ×100의 수식으로, DT<Tz인 경우에는 

[(DT-Tz)/(Tz)]×100의 수식으로 약물의 세포독성을 계산하 다.

 

5. MES-SA 세포의 형태변화 찰

    세포를 5×105 cells/well로 6-well plates에 분주하고, Vitisin 

A를 0.5, 1, 2, 4 μM의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

포를 미경하에서 ×20의 배율로 찰한 후 사진을 촬 하 다.

6. 유세포 분석 (Flow cytometry analysis)

    세포를 5×105 cells/well로 6-well plate에 분주하고, Vitisin 

A를 0.5, 1, 2, 4 μM의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를 수거하 다. 수거한 세포는 차가운 PBS로 두 번 세척하

고, 원침하여 상층액을 제거하 다. 세포가 서로 엉겨 붙지 않도

록 주의하며, 차가운 75 % 에탄올을 첨가하여 -20 ℃에서 over 

night하여 고정시켰다. 고정된 세포를 원심분리하여 에탄올을 제

거하고 다시 PBS로 씻어  후, 2 ㎎/㎖ RNase A를 첨가한 PBS 

100 ㎕를 넣고 37 ℃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 다. PI (propidium 

iodide)를 PBS에 50 ㎍/㎖로 희석하여 첨가한 후 상온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각 처리군을 유세포측정분석기 (FACSCalibur, 

BD, USA)로 측정하 다. 

7. TUNEL assay

    세포 핵 내의 DNA 단편화(nuclear DNA fragmentation)를 

측정함으로써 세포의 세포사멸 여부를 측정하기 하여 TUNEL 

Assay를 실시하 다. 세포를 Chamber slide에 배양한 후, 조

군과 각각의 조건에 맞도록 약재 처리하 다. 24시간이 지난 후, 

세포를 4% methanol-free formaldehyde solution에 4 ℃에서 25

분간 고정시키고, PBS에 5분간 담가 두었다. 고정이 끝난 후 100 

㎕의 equilibration 용액에 담가 실온에서 5분간 equilibrate하

다. 세포내부의 DNA fragment를 라벨하기 해서, 

fluorescein-12-dUTP가 함유되어있는 50 ㎕의 terminal deoxy 

-nucleotidyltransferase를 첨가하고 라스틱 coverslip을 덮어 

37 ℃에서 습기가 유지되는 암환경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Coverslip을 제거하고 SSC용액에 15분간 담가 반응을 종결시킨 

후, PBS로 3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fluorescein 12-UTP를 제

거하 다. 핵을 염색하기 해 1 ㎍/㎖ 농도의 PI에 15분간 염색

하고, 형 미경 (Axio Observer, Carl Zeiss)의 520 ± 20 nm와 

620 nm 이하의 장에서 사진을 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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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분석

    모든 실험 자료는 Microsoft Excel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

균값과 표 오차를 계산하여 평균 ± 표 오차로 표시하 다. 유

의성 검정은 Sigma Stat 로그램의 Student-Newman Keuls 

test에 의한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하

다. 유의성 검정은 p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과  고찰 

1. 장암세포에 한 독성평가 

    장암세포주인 DLD-1, HCT116, SW620, KM12  HCT15 

세포에 한 Vistin A의 세포독성을 평가하 다(Fig. 2). 

    장암세포주 DLD-1 세포에 Vitisin A의 농도를 0.1, 0.3, 

1.0, 3.0, 10.0  30.0 μM로 처리한 경우 각각 99.08 ± 0.61, 98.88 

± 0.31, 99.72 ± 2.32, 91.36 ± 1.15, 91.52 ± 0.18  68.06 ± 1.77%

의 세포생존율을 보 으며, HCT116 세포는 99.58 ± 0.73, 90.18 ± 

3.01, 41.07 ± 4.82, 30.96 ± 14.94, 32.85 ± 15.78  38.51 ± 

14.95%, SW620 세포의 경우 101.14 ± 0.24, 102.04 ± 0.39, 102.48 

± 0.25, 94.13 ± 0.74, 97.41 ± 1.08  70.62 ± 1.80%, KM12 세포

의 경우 97.99 ± 0.83, 98.58 ± 2.99, 97.18 ± 4.68, 26.61 ± 1.83, 

18.82 ± 4.52  0.18 ± 4.87%, HCT15 세포의 경우는 각각 101.02 

± 2.50, 98.75 ± 0.50, 95.77 ± 0.62, 67.64 ± 4.36, 47.93 ± 4.08  

27.19 ± 3.32%의 세포생존율을 보 다(Fig. 2, 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장암세포주인 DLD-1, HCT116, 

SW620  KM12 세포에 Vitisin A를 처리하여 72시간동안 배양

한 결과, DLD-1과 SW620 세포의 경우 독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

으며 HCT116, KM12과 HCT15 세포는 Vitisin A에 한 IC50값

이 각각 0.84 ± 0.11 μM, 1.97 ± 0.14 μM, 8.57 ± 1.77 μM 를 보여 

Vitisin A의 농도에 의존 으로 독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Table 1). 

Fig. 2. Cytotoxicity of Vitisin A against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 

(DLD-1, HCT116, SW620 and KM12) in vitro. Cell survival fractions were 
assessed after continuous drug-exposure for 3 days by SRB assay.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E of at least three experiment.

2. 유방암세포주에 한 독성평가 

    유방암세포주인 MCF7, T47D, MDA-MB-231  435S 세포

에 한 Vistin A의 세포독성을 평가하 다(Fig. 3).

    MCF7 세포의 경우, Vitisin A의 농도를 0.1, 0.3, 1.0, 3.0, 

10.0  30.0 μM로 처리한 경우 각각 99.57 ± 0.73, 95.39 ± 2.13, 

95.18 ± 0.62, 62.21 ± 4.58, 32.17 ± 2.94  28.67 ± 4.48%, T47D 

세포의 경우, Vitisin A의 각각의 처리 농도에 따라 98.22 ± 2.96, 

98.88 ± 3.04, 70.51 ± 3.53, 12.81 ± 4.48, 1.31 ± 4.56  -5.30 ± 

7.50%, MDA-MB-231 세포의 경우 95.41 ± 1.13 98.65 ± 1.37, 

97.33 ± 1.60, 49.10 ± 6.17, 21.26 ± 1.75  21.20 ± 2.56%, 435S 

세포의 경우 97.38 ± 2.60, 90.93 ± 1.94, 53.72 ± 3.13, 32.75 ± 3.63, 

-2.01 ± 13.23  -20.20 ± 9.71%의 세포생존율을 보 다(Fig. 3).

Fig. 3. Cytotoxicity of Vitisin A against human breast cancer cells 

(MCF7, T47D, MDA-MB -231 and 435S) in vitro. Cell survival fractions 
were assessed after continuous drug-exposure for 3 days by SRB assay.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E of at least three experiment.

    의 결과를 통해 유방암세포주인 MCF7, T47D, 

MDA-MB-231  435S 세포에 Vitisin A를 처리하여 72시간동안 

배양한 결과, Vitisin A에 한 IC50값이 각각 3.90 ± 0.46, 1.38 

± 0.07, 3.07 ± 0.44  1.56 ± 0.44 μM 를 보여, Vitisin A가 

MCF7, T47D, MDA-MB-231  435S 세포에 농도에 의존 으로 

독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Cytotoxicity of Vitisin A against human cancer cells. 

Cells
Compounds (IC50, μM)

1)

Vitisin A

Coloretal Cancer

DLD-1 > 30.0

HCT116 0.84 ± 0.112)

SW620 > 30.0

MK12 1.97 ± 0.14

HCT15 8.57 ± 1.77

Breast Cancer

MCF7 3.90 ± 0.46

T47D 1.38 ± 0.07

MDA-MB-231 3.07 ± 0.44

435S 1.56 ± 0.44

Uterine Cancer MES-SA 1.11 ± 0.05

Renal Cancer

CAKI-1 18.21 ± 4.47

RXF-393 2.23 ± 0.22

RXF-631 2.86 ± 0.17

786-O 11.66 ± 1.30

1) Concentration that cause 50% cell growth inhibition. 2) Mean ± SE (standard error) 
from distinct 3 experiments, at least.

3. 신장암세포주에 한 독성평가 

    신장암세포주인 CAKI-1, RXF-393, RXF-631  786-O 세포

에 한 Vistin A의 세포독성을 평가하 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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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I-1 세포의 경우, Vitisin A의 농도를 0.1, 0.3, 1.0, 3.0, 

10.0  30.0 μM로 처리한 경우 각각 99.40 ± 1.83, 96.55 ± 0.58, 

95.89 ± 3.36, 74.83 ± 5.27, 62.34 ± 6.68  37.06 ± 4.65%, 

RXF-393 세포의 경우 95.83 ± 1.18, 96.60 ± 2.82, 95.99 ± 3.10, 

29.04 ± 5.80, 9.02 ± 0.72  -0.35 ± 2.40%, RXF-631 세포의 경우 

95.74 ± 3.57 98.24 ± 4.30, 93.58 ± 0.57, 43.30 ± 3.48, 22.70 ± 3.32 

 7.60 ± 5.03%, 786-O 세포의 경우 98.73 ± 1.67, 97.93 ± 1.23, 

96.37 ± 0.31, 75.99 ± 2.95, 55.04 ± 4.70  12.80 ± 8.44%의 세포

생존율을 보 다(Fig. 4). 

    의 결과를 통해 신장암세포주인 CAKI-1, RXF-393, 

RXF-631  786-O 세포에 Vitisin A를 처리하여 72시간동안 배

양한 결과, Vitisin A에 한 IC50값이 각각 18.21 ± 4.47, 2.23 ± 

0.22, 2.86 ± 0.17  11.66 ± 1.30 μM 를 보여, Vitisin A가 

CAKI-1, RXF-393, RXF-631  786-O 세포에 농도에 의존 으로 

독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Fig. 4. Cytotoxicity of Vitisin A against human renal cancer cells 

(CAKI-1, RXF-393, RXF-631 and 786-O) in vitro. Cell survival fractions 
were assessed after continuous drug-exposure for 3 days by SRB assay.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E of at least three experiment.

4. 자궁암세포주인 MES-SA 세포에 한 독성평가 

    자궁암세포주인 MES-SA 세포에 한 Vitisin A의 세포독성

을 평가하 다. Vitisin A의 농도를 0.1, 0.3, 1.0, 3.0, 10.0  30.0 

μM로 처리하 을 때, MES-SA 세포는, 각각의 농도에 하여 

102.19 ± 1.83, 91.55 ± 1.46, 58.65 ± 3.75, 2.99 ± 2.16, -8.38 ± 

3.62  -9.10 ± 7.63%의 세포생존율을 보 다(Fig. 5). 

Fig. 5. Cytotoxicity of Vitisin A against MES-SA and HCT15 human 

cancer cells. Cell survival fractions were assessed after continuous drug-exposure for 
3 days by SRB assay. 

    Vitisin A에 한 IC50값은 1.11 ± 0.05 μM로 가장 강한 독

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따라서 MES-SA 세포에 한 Vitisin 

A의 세포사멸 양상을 찰하 다. 

5. MES-SA 세포에 Vitisin A를 처리하 을 때의 세포의 형태학

인 변화 찰

    Vitisin A의 처리 농도에 따른 MES-SA 세포의 사멸 양상을 

찰하기 하여, Vitisin을 처리하여 24시간이 지난 후 미경하

에서 세포의 모양을 찰하 다. MES-SA 세포는 Vitisin A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사멸되어가는 양상

을 찰할 수 있다(Fig. 6). 

Control 0.5 μM of Vitisin A

1 μM of Vitisin A 2 μM of Vitisin A

4 μM of Vitisin A 8 μM of Vitisin A

Fig. 6. Morphological feature of MES-SA cells treated with Vitisin A. 
MES-SA cells were treated with 0.5, 1, 2, 4 and 8 μM of Vitisin A and incubated for 24 h. 

Morphological changes of MES-SA cells were observed under microscope (×200). 

6. MES-SA 세포에 Vitisin A를 처리하 을 때의 세포단편 찰

    아폽토시스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이 일어나면 핵내효

소에 의해 DNA가 일정 크기의 편으로 단된다. 

TUNELassay는 DNA의 염기서열 에 가장 화학 으로 약한 부

분인 AT 염기가 단되면서 말단부 인 T가 cohensive-end 상

태로 되는데, 이를 인지하는 probe부분에 FITC가 conjugated된 

2차 항체를 통해 세포사의 상을 악할 수 있는 세포핵내의 

DNA 분 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형 미경하에서 찰하여 

Vitisin A의 효과를 검정하 다. Fluorescein-12-dUTP 가 표지된 

세포를 PI로 염색하여 형 미경하에서 찰한 결과, 세포사멸

의 특징 인 형태인 세포단편 (apoptotic body)이 Vitisin A 처리

군에서 찰되었다(화살표)(Fig. 7). 

7. MES-SA 세포에 Vitisin A를 처리하 을 때의 DNA함량의 변

화 분석 

    아폽토시스(apoptosis)에 의한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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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기의 각 단계에서의 DNA 함량에서의 변화가 생기는데, 

결과 으로 세포사멸에 따라 sub-G1기의 DNA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Vitisin A가 MES-SA 세포의 세포사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Vitisin A를 1 μM, 2 μM과 4 μM의 농도

로 MES-SA 세포에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PI 로 염색

하여, DNA의 함량을 유세포 분석기 (Flow cytometer)로 측정하

다. MES-SA 세포의 sub-G1기의 DNA의 함량은 조군의 경

우 2.84%를 보 으며, Vitisin A를 1 μM, 2 μM과 4 μM 처리하

을 때는, apoptotic portion이 각각 16.66%, 16.46%, 8.50%로서 

조군에 비하여 세포 자멸사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Fig. 8). 

Control 1 μM of Vitisin A

2 μM of Vitisin A 4 μM of Vitisin A

Fig. 7. Apoptotic bodies were observed in MES-SA cells treated with 

Vtisin A. MES-SA cells were treated with 1, 2 and 4 μM of Vitisin A for 24 h and 
harvested. Morphological changes were investigated by TUNEL (TdT-mediated-dUTP 

Nick-End Laveling staining) assay. MES-SA cells were analyzed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using standard fluorescein filter set to view the green flurescence of fluorescein 

at 520 ± 20 nm and view red fluorescence of propidium iodide at > 620 nm (×200). Arrows 

indicate apoptotic bodies.

Control 1 μM of Vitisin A

2 μM of Vitisin A 4 μM of Vitisin A

Fig. 8. Vitisin A increased sub-G1 portion of MES-SA cells by flow 

cytometric assays. MES-SA cells were treated various concentration (1, 2 and 4 μ
M) of Vitisin A and incubated for 24 h. After fixing in 75 % ethanol, cells were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in the dark and sub-G1 DNA contents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ic system.

결    론

    왕머루포도에서 추출 분리한 Vitisin A의 유방암, 신장암, 자

궁암  장암 세포주에 한 세포독성 특성을 분석하고 그  

유효한 세포독성을 보 던 자궁암세포주인 MES-SA에 한 항

종양효과 기 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장암세포주인 DLD-1, HCT116, SW620  KM12 세포에 

한 세포독성 평가에서는 HCT116과 KM12 암세포에 해 보다 

유효한 효과를 보 고, 유방암세포주인 MCF7, T47D, MDA-MB- 

231  435S 세포에 해서는 T47D  435S에 해 보다 유효한 

효과를 보 으며, 신장암세포주인 CAKI-1, RXF-393, RXF-631  

786-O 세포에 한 세포독성에서는 RXF-393, RXF-631에 해 유

효한 세포독성을 보 고, 자궁암세포주인 MES-SA 세포는 장

암주인 HCT-15 세포보다 유효한 효과를 보 다. 특히 자궁암 세

포주인 MES-SA 세포의 IC50값이 1.11 ± 0.05 μM 으로 가장 세

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Vitisin A의 자궁암세포 

MES-SA 세포주에 한 항암효과의 특성연구에서 세포 자멸사

의 특징 인 형태인 apoptotic body이 찰되었고, cell cycle 분

석에서 sub-G1기의 DNA의 함량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Vitisin A의 MES-SA 세포주에 한 항종양효과는 

세포 자멸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

로 더 자세한 기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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