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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Bitter melon 추출물이 구강편평암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구강병리학 전공

(지도교수 이재일)

김 보 경

1. 목 적

구강편평암세포암종(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은 두경부영역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중의 하나이다. Bitter melon

extract(Momordicacharantia, BME)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치료하고 예방

하는 데 기능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BME가 유방암 세포

와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세포예정사(apoptosis)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보고들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OSCC에 BME를 처리했을 때,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고, 그 과

정이 세포 예정사를 통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방 법

두 종류의 OSCC 세포주, SCC4와 Ca9-22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주를 96

wells plate에서 24시간 안정화시킨 후, BME를 3가지 다른 농도(1%, 2%, 5%)

로 처리하여 1일, 2일 후의 세포 생존력을 MTT assay를 통해 확인하였다.

BME 처리 후의 핵의 변화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3. 결 과

OSCC 세포주 중 Ca9-22에서는 BME를 처리하였더니 모든 농도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 생존력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에 SCC4 에서는 1%의 BME



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24시간 후 약간의 감소를 보이다가 48시간 후에는 오히

려 조금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두 세포주 모두 2%의 BME를 처리

한 그룹에서는 시간에 따라 경미한 감소를 보이고, 5%의 BME를 처리한 그룹

에서는 확연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 Ca9-22 세포주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SCC4 세포주에서는 5%의 BME

를 처리한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a9-22에 2% BME를 20시간 처리한 후 핵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chromatin의 응축과 DNA fregmentation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1) 두 종류의 OSCC 세포주에 BME를 처리하여 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BME의 농도가 높을수록,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높은 억

제률을 보였다.

2) DAPI(4',6-diamidino-2-phenylindole)형광염색을 이용하여 핵을 염색한 후,

변

화를 확인한 결과 크로마틴의 응축과 DNA fregmentation으로 보이는 현상

들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BME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세포 예정

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구강편평세포암종, Bitter melon extract, 세포예정사

학 번 : 201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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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강암은 세계적으로 8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가진 암으로 구강편평암세

포암종(OSCC)은 전체 구강암에서 90%를 차지한다.1 또한, 두경부에서

가장 호발 하는 종양 중의 하나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

나 5년 이내 생존율은 10 ~ 30% 로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악성종양이다

2. 치료법에는 수술,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병행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50%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과 전이가 발생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이다. 그리하여,

OSCC의 수술 후 병의 진행을 조절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식이요

법을 통한 수술 후 예방법이 연구되고 있다3. 그 중에 한 가지가 Bitter

melon의 항암효과에 유효한 성분이 있다는 연구들이었다.

Bitter melon(Momordica charantia)은 balsam pear 또는 karela로도 불

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널리 경작되어지고 있으며

인도, 중국, 증앙아메리카에서 당뇨의 치료제로서 민간요법으로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지고 있다4. 한국에서는 여주, 여자, 또는 고야라는 이름으로

당뇨치료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Bitter melon 열

매와 씨에서 추출한 혼합물은 charantia( a steroid glycoside)와 폴리펩

티드 “p" 또는 plant insulin(a 166-residue insulin mimic peptide)을 함

유하고 이것이 저혈당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그 외에

도 밝혀진 효능으로는 Bitter melon의 열매와 씨는 anti-HIV, anti-ulcer,

anti-inflammatory, anti-leukemic, anti-microbial, anti-tumor 효과가 있

다7. Bitter melon의 성분으로는 mormordin protein, 비타민 C, 카로테노

이드 플라바노이드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8,9.

최근의 논문들에서 Bitter melon의 성분 중 항암효과와 관련된 주요 단



백질로는 30kDa에 해당하는 ⍺- mormordine, β-mormordin이 확인되었

다10.

Bitter melon extract의 항암 효과를 연구한 논문에서 발표된 바로는

BME에는 암세포의 증식에는 억제 효과가 있고 정상세포에는 세포 종류에

따라 세포독성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in vitro에

서 유방암(breast cancer)세포(MDA-MB 231, MCF-7)가 BME로 처리를

했을 때 2%의 농도에서 현저하게 암세포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정상세포

에서는 세포 생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1. 부신피질암종 세포주 NCI

H295R(H295R)에 BME 처리시에 여러 가지 매카니즘을 통하여 암세포

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었다12. 비인강암종(Nasopharygeal

carcinoma)에서는 bitter melon 씨에서 Momordica charantia

lectin(MCL)을 추출하여 각기 다른 농도를 만들어 비인강암종 세포주

NPC에 처리하였을 때 7.5mM/L이하의 농도에서는 정상상피 세포(NP69)

의 사멸은 보이지 않았고 비인강 암세포에서는 MC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생존력이 감소하였다13. 이런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이

는 공통적인 사실은 BME가 암세포의 증식 억제는 세포예정사

(apoptosis)를 통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In vivo의 연구에서는 전립

선암(prostate cancer)의 TRAMP(Transgenic adenocarcinma of mouse

prostate) mice 모델에 BME의 위관영양법을 실시하였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암의 성장이 지연됨을 확인하였다14.

BME가 구강암세포에서 암세포증식 억제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본 기존

의 연구가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강편평세포암종에

BME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증식 억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것이 세포예정사를 통한 억제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BME 준비

BM은 한국에서 재배되는 어린 녹색을 띠는 생과를 사용했다. BM은

깨끗이 세척한 후 자연 상태에서 물기를 없앤다. BM의 씨의 단단한 부

분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가정용 녹즙기(Hurom. Korea)를 사용하여

추출했다. 이것을 4℃에서 560Xg, 3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

후 표면에 뜬 상층에 있는 BME는 50ml tube에 넣은 후 sealing하여 분

석에 쓰이기까지 영하 80도씨에서 보관하였다.

2. 농도별 BME 조제

 BME는 각 세포에 맞는 배양액에 1%, 2%, 5%의 세 가지 농도로 희

석한 후, 0.2 μm pore size filter(sartorius. HANNOVER. GERMANY)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는 media는 사용하기 1시

간 전에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BME는 한 번 해동하면 재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3. pH 측정

BME를 원심분리 후 상층에 뜬 BME를 50ml tube에 넣은 후 pH 미

터기(Therm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Cells. 
OSCC는 SCC4(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USA)와

Ca9-22(Hiroshima university, Japan)를 사용하였다. SCC4는



DMEM:F12 1:1 mixture (DMEM :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 WellGene, Korea, F12 : Gibco, CA, USA), 10% FBS(Fetal

Bovine Serum, OMEGA scientific. Inc. CA, U.S.A), 1% Antibiotic

antimycotic soluion을 혼합한 배양액을 사용하였고, Ca9-22는 RPMI

1640 (WellGene, Korea), 10% FBS, 1% Antibiotic antimycotic soluion

을 혼합한 배양액을 사용하였다. 세포는 37℃의 온도에 5%의 CO2가 공

급되며 습도가 유지되는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5. MTT assay.

SCC4와 Ca9-22는 각각 3 X 104 cell/well, 5 X 104 cell/well의 양으로

96 well plate에서 배양하였고, 24시간이 지난 후 세포가 안정된 다음

BME를 1%, 2%, 5%의 농도별로 처리 하였다. BME 처리 후 24, 48 시

간 후에 MTT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SIGMA, CA,

USA)를 5mg/ml의 농도로 200μl씩 분주하여 37℃ 인큐베이터에서 3시간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DMSO(Sigma, CA, USA)를 150μl씩 분주

하고 10분간 shaker에서 혼합시킨 다음 새로운 96well plate에 100μl 씩

옮긴 후 550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은 2회의 반복실험으로 진행

하였고, 각 실험에서는 그룹 당 3wells 씩 진행하였다.

6. DAPI 형광염색

BME로 처리한 OSCC가 세포예정사를 통해 세포가 사멸하는지를 검사

하기 위해 24 well plate에 13mm cover slip을 넣은 후 Ca9-22를 5 X

104 cell/well의 양으로 배양하였다. 20시간 지난 다음 2% BME를 20시

간 처리한 후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dihydrochloride,

SIGMA, CA, USA)를 염색하여 공초점 현미경(Olympus. Japan)을 통해

관찰하였다.



7. 통계학적 분석

각 실험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통

해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BME를 처리하였더니 시간과 농도에 따라 세포의 생존률이 감소

하였다.

두 종류의 구강편평암세포주 SCC4와 Ca9-22를 세 가지 농도의

BME(1%, 2%, 5%)로 처리한 후 24시간과 48시간 지난 다음 세포의 생

존률을 확인하였다. Ca9-22세포주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세포의 생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의 BME에서 24시

간에 5.9%, 48시간에 5.3% 감소하였고, 2%의 BME에서는 24시간에

21%, 48시간에 40.6%, 5% BME에서는 24시간에 28%, 48시간에 41% 감

소함을 보였다.

반면 SCC4에서는 1%의 BME를 처리한 그룹에서 24시간 후에는 0.5%

감소를 보이다가 48시간 후에는 오히려 7%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2%의 BME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24시간 후에 2.9%의 감소를 보이고,

48시간 이후에는 1.4%의 감소를 보이는 등 Ca9-22와 비교하면 미약한

감소치를 보였다. 5%의 BME로 처리한 그룹에서는 24시간에 16.2%, 48

시간에는 25%의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BME의 농도와 시간에 따라 세포의 생존률이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포주의 종류에 따라 세포 생존률의 양

상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I)

2. BME pH



BME의 성분 중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는

것이 BME의 산성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H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BME 원액의 pH 값은 6.37이였으며, 세포주가 자라기

위한 모든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배지의 농도는 pH 7.64로 측정되었다.

배지와 1%, 2%. 5% BME가 섞인 용액의 농도는 7.63-7.72의 pH값이 나

왔다. 따라서 BME 처리 후에 일어난 세포의 사멸은 BME의 산성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3. BME는 크로마틴의 응축과 DNA fregmentation을 유도한다

세포예정사가 일어난 세포들에서 핵 안의 크로마틴의 형태변화는

DNA-binding fluorochrome으로 염색하여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세포 예

정사가 일어나는 경우에 핵막이 손상이 되면서 세포막의 투과성이 높아

지고 DNA에 결합되는 DAPI의 양이 증가하면서 세포의 빛에 대한 민감

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세포가 사멸하기 전에 크로마틴의 응축현상과

DNA의 조각들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포예정사의 징후이다.

본 실험에서는 DAPI 염색 후 핵 형태의 변화를 공초점 레이져 현미경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2% 농도의 BME로 20시간 처리한

Ca9-22 세포에서 핵막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대조군에 비해 형광이 밝게

발현되었고 크로마틴의 응축, DNA 분절(fragmentation)이 보였다.

(Table Ⅱ)

 

4. 통계학적 분석

세 가지 농도의 BME로 처리한 2종류의 세포주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각각 비교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통계학적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1% 농도의 BME로 처리한 Ca9-22에서는 P=0.001, 2%와

5% 농도의 BME로 처리한 Ca9-22에서는 같은 결과인 P=0.000으로 세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SCC4에서는

1% 농도의 BME에서 P=0.124, 2% 농도의 BME에서 P=0.062로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5% 농도의 BME만 P=0.000 으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Table Ⅲ)

 Ⅳ. 고 찰

OSCC는 수술,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병행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50% 이상의 환자

에서 재발과 전이가 발생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이다15. 암의 치료

및 예방 또는 수술 후의 재발 방지로 여러 가지 민간치료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암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BME를 이용한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In vivo에서 유방암 세포4와

비인강 암세포12에 BME를 처리한 전립선암의 in vitro 결과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는 세포예정사를 유발13함으로써 이들 암의 진행과정을 늦추고

재발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구강편평세포암종 세포주 SCC4와 Ca9-22에서 BME를

24시간 48시간 처리한 후 세포 생존력을 MTT assay를 이용하여 확인

해 본 결과 BME는 농도와 시간에 따라서 OSCC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으로 증식을 억제시킨

경로가 세포예정사를 통해 이루어다는 것으로 간주할만한 크로마틴의 응

축과 DNA fregmentation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쓰인 두 종류의

OSCC 세포주가 BME에 대한 세포생존력이 세포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현상에 관한 정확한 매커니즘을 본 연구

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세포의 타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YU LIU등이 연구한 OSCC cell line(SCCKN, SCCTF)에서

peplomycin에 의해 유도된 약물에 대한 민감성은 암종의 죵류에 따라

특이적이라고 밝힌바 있다16. Takigawa S 등이 Ca9-22에 butyric acid의

효과를 농도별로 실험을 한 결과 >0.2mM의 농도 이상에서 암세포의 증

식이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고 이것은 adhesion molecule이 감소됨으로

발생한다고 보고했다17. Adhesion molecules는 상피 barrier 형성과 세포

의 활성과 증식, 분화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의 증식을 유의성있게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 실험에서의 SCC4와 Ca9-22에서 서로 다

른 세포생존력을 보이는 것은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adhesion

molecule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BME는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을 본 실험의 결과

에서는 Ca9-22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세

포를 가지고 암세포의 증식 억제가 세포예정사를 통해 일어나는 지를 면

역형광 염색 DAPI로 염색한 후 핵의 변화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을 통하여 크로마틴의 응축과 DNA fragmentations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OSCC 세포주 모두

농도와 시간에 따른 세포 생존력의 감소를 보았지만 특히, Ca9-22 세포

에서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었고, 이는 세포예정사를 일으키게 되면서 세

포 사멸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실험에서 BME 처리시에 나타

나는 세포사멸이 세포 예정사의 어떤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지,

정상세포에서 세포독성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강편평세포암종의 증식을 세포예정사 신호 전달을 통해 조절하고 정상

세포에 유의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면 OSCC의 재발의 예방을 위한 식이

요법, 치료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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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result of MTT on SCC4와 Ca9-22 MTT

 BME inhibits OSCC cell proliferation, especially

Ca9-22. OSCC cells(SCC4, Ca9-22)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ME(1%, 2%, 5%). Cell

viability was measured after 24 h and 48 h by MTT

assay.



Table Ⅱ.

        

 Figure 1.
No changes in cells without BME.

Ca9-22 cells without BME showed

intact nuclear membranes and no

changes of light intensity. (x120)

  
Figure 2.

BME induce apoptosis in Ca9-22

cells with 2% BME.

Fig 2-1.

2% BME treatment in Ca9-22 cells for

20 hours showed grooves in the cell

membranes and increased the light

intensity exhibiting apoptosis. The

arrows show condensation of

chromatins. (x120)

  

Fig 2-2.

BME induced DNA fragmentations in

Ca9-22 cells. Ca9-22 cell were cultured

in 2% BME for 20 hours, cells

exhibiting DNA fragmentation. (x240)



❏대응표본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대응 1 Control 12 0.514 0.176

SCC4 with 1%

BME

12 0.540 0.203

대응 2 Control 12 0.514 0.176

SCC4 with

2% BME

12 0.493 0.180

대응 3 Control 12 0.514 0.176

SCC4 with 5%

BME

12 0.308 0.124

대응 4 Control 12 0.350 0.077

Ca9-22 with

1% BME

12 0.285 0.104

대응 5 Control 12 0.350 0.077

Ca9-22 with

2% BME

12 0.042 0.046

대응 6 Control 12 0.350 0.077

Ca9-22 with

5% BME

12 0.005 0.004

❏대응표본 상관계수

N 상관계수 유의확률

대응 1 12 0.971 0.000

대응 2 12 0.980 0.000

대응 3 12 0.943 0.000

대응 4 12 0.874 0.000

대응 5 12 -0.517 0.086

대응 6 12 0.025 0.939

Table Ⅲ. T- test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t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차 상한

대응 1 　 -0.026 0.053 0.008　 -1.664 0.124

대응 2 　 0.022 0.036 0.044　 2.080 0.062

대응 3 　 0.206 0.072 0.252　 9.881 0.000✳
대응 4 　 0.065 0.053 0.099　 4.309 0.001✳
대응 5 　 0.308 0.108 0.377　 9.919 0.000✳
대응 6 　 0.346 0.077 0.394　 15.568 0.000✳



Abstract

Influence Of Bitter Melon Extraction O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Bo K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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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ae-il Lee. D.D.S.,M.S.D.,Ph.D.)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is one of the most common

carcinomas in the head and neck area. Bitter melon extraction

(Momordicacharantia, BME) has been used as a functional food to

prevent and treat human health related issues. It has recently been

reported that BME inhibits breast cancer cell growth by arresting cell

cycle and promoting apoptosis. In this study, we aimed at proving

the inhibitory action of BME on OSCC proliferation.

We used two OSCC cell lines, SCC4 and Ca9-22. Both cell line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1%, 2%, and 5%) of BME.

Cell viability was examined by MTT assay. DNA condensation was

visualized by immunofluorescence microscope to determine the signs

of the cell apoptosis.

Cell number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bitter melon at concentration of 1% of BME on Ca9-22

cell line (P=0.001) but no significant effect on SCC4 (P=0.124) at the

same concentration. 2% BME treatment of the Ca9-22 cell line

induces chromatin condensation and DNA fragmentation after 20

hours.



It seems that BME inhibits the proliferation of Ca9-22 cell line by

inducing apoptosis. Thus, BME may be used as a dietary supplement

for prevention of OSC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Bitter melon extract,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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