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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proliferation effects of 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were investigated in the RC58T/h/SA#4 cells 
treated with environmental hormones including dioxin and bisphenol A. The proliferation was decreased at the 
concentration over 500 μg/mL in the RC58T/h/SA#4 cells with ethanol extra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1, 
10, 100, 500, and 1000 μg/mL). The environmental hormones such as dioxin and bisphenol A increased the growth 
of RC58T/h/SA#4 cells in the charcoal-treated FBS (cFBS) medium. The proliferation was the highest at 1 
nM and 0.1 μM for the tested dioxin and bisphenol A concentration, respectively. Ethanol extracts showed 
inhibition of the prolifer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at the tested concentrations (10, 100, 300, and 500 
μg/mL) in the RC58T/h/SA#4 cells treated with the environmental hormones. The anti-proliferation was the 
highest at 500 μg/mL concentration among the tested ethanol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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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경호르몬이란 독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  생체의 호

르몬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체내에서 호르몬 생

산, 분비, 사, 결합  배설 등에 작용하여 교란을 유발하는 

외인성 물질을 총칭한다(1). 이들 화합물들은 생체 내에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작용을 흉내 내어 인체의 생식 

 성 발달 과정 괴, 면역기능 하, 피부질환, 정자 감소

증, 유방암  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련 암을 유발하는 

등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최근에 환경호르몬  dioxin, bisphenol A 등이 

표 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dioxin은 합성된 화합물  독

성이 가장 강한 화합물로서, 다른 환경호르몬보다 극소량으

로도 치명 인 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 

한 bisphenol A는 일회용 식품용기, 일회용 음료 캔  

식품캔, 치과 재료재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구성

물로써,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로 이루어진 라스크를 고온, 

고압 멸균을 수행할 때 bisphenol A가 용출되어 인체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3).

한편 산수유(Cornus officianalis)는 로부터 다뇨증, 요

통, 이명, 폐결핵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과실은 

자양, 강장, 음 , 이조에 약효가 있고, 간경화, 신경에 좋고, 

이뇨작용, 압강하작용, 항암  항균작용이 있다고 한방자

료에 기록되어 있다(4). 최근 산수유의 생리활성에 한 연

구로는 산수유 종자의 항당뇨효과(5), 물 추출물의 항히스타

민 효과(6), 납에 의한 조직손상 억제(7), 부종억제효과(8), 

정자 운동성 증가에 미치는 효과(9), 항산화 효과(10,11), 항

암 효과(12), 항균효과(13), 티로시나아제 해작용(14) 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환경 화학물질들이 암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이 두됨에 따라 환경호

르몬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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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의 본 연구결과(15)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 던 산수

유 에탄올 추출물이 dioxin  bisphenol A와 같은 환경호르

몬에 의해 유도된 인체 립선암세포(RC58T/h/SA#4) 증식

에 한 억제 효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산수유는 2007년 10월에 남 구례군에

서 수확하여 씨를 제거한 건조과실로서 분쇄시킨 후 10 g 

당 80% 에탄올을 200 mL 비율로 첨가하여 65
oC에서 3시간 

동안 3회 열수추출하고 여과하 다. 이 여과액을 회 식감

압농축기(EYELA, Rikakikai Co., Tokyo, Japan)로 감압농

축한 후, 4oC 냉장고에서 보 하면서 각종 생리활성 실험을 

한 시료로 사용하 다.

FBS 내의 Steroid hormones 제거

Serum에 포함된 estrogen의 활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FBS에 5% charcoal을 처리하여 55oC에서 30분 동안 교반한 

후 3,000 rpm, 4oC,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

고, 이를 2회 반복하여 얻은 상등액을 0.45 μm micro filter로 

여과하여 cFBS(charcoal treatment FBS)를 얻은 후 -20oC

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RC58T/h/SA#4 세포의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암세포주인 RC58T/h/SA#4는 Center 

for Prostate Disease Research(Department of Surgery,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Bethesda, USA)에서 분양받아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으며, 이때 사용된 배지는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으로 10% 

FBS(Fetal Bovine Serum)를 첨가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Monolayer로 자란 암세포주를 0.25% trypsin-EDTA 시약

으로 처리하여 single cell로 만든 후 최종 농도가 1×104 
cells/mL 되도록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청에 함유된 

세포증식인자를 제거한 charcaol 처리 FBS를 1% 함유한 

phenol free DMEM 배지를 well에 첨가하고 세포를 37oC, 

5% CO2 incubator에서 10분간 안정화 시켰다.

암세포 증식 억제능 측정

Dioxin, bisphenol A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72시간 반응시킨 RC58T/h/SA#4 세포의 배양액

을 제거하고 각 well에 차가운 12% TCA(trichloroacetic 

acid)를 100 μL 첨가하고 4
oC에서 1시간 세포를 고정시켰다. 

TCA를 버린 후 well을 세척하고 1% acetic acid에 0.4 %의 

농도로 비한 SRB(sulforhodamine)용액을 50 μL 첨가하

여 세포를 1시간 동안 염색하 다. 염색 종료 후 1% acetic 

acid로 well을 세척한 후 차가운 10 mM Tris buffer 100 μL

를 첨가하여 SRB를 녹 다. 상등액 50 μL를 96 well plate에 

옮겨 microplate reader(multiscan plus, Titertek, Helsinki, 

Finland)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암세포의 형태학  찰

립선암(RC58T/h/SA#4) 세포에 환경호르몬(dioxin, 

bisphenol A)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500 μg/mL)을 처리

하여 72시간 반응시킨 후 상차 미경(DM IL LED, Leica, 

Wetzlar, Germany)을 이용하여 조군과 시료처리군의 형

태학  변화를 비교 찰하 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3반복에 한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으

며, 각 실험군을 조군에 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각 실

험군간의 통계  유의성에 한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 다.

결과  고찰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립선 암세포 성장에 한 억

제효과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이 립선 암세포인 RC58T/h/SA#4 

성장을 억제하는지를 조사하기 하여 산수유 에탄올추출

물을 1, 10, 100, 500, 10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72시간 

배양시킨 후 립선 암세포의 성장정도를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성장을 억제하 으며, 500 μg/mL 농도 

이상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

내었다(Fig. 1). Kim 등(12)은 산수유로부터 분리된 물질을 

폐암세포주(A549)  유방암세포주(MCF-7)에 100 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이들 암세포 성장을 90% 이상 억제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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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growth inhibition effects in the RC58T/h/SA#4 
cells treated with 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for 24 hr 
by SRB assay.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at 

*
p<0.05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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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의 연구 결과와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산수유에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함유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립선 암세포(RC58T/h/SA#4)의 증식에 한 환경호

르몬의 향

환경호르몬의 농도를 결정하기 해서 dioxin과 bi-

sphenol A(BPA)의 농도를 각각 0～1 nM 과 0～1 μM 의 

농도를 1% cFBS를 첨가한 배지에 처리하여 72시간 배양한 

후 세포의 증식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즉 이들 환경

호르몬은(dioxin, BPA) 농도 의존 으로 RC58T/h/SA#4의 

증식을 증가시켰으며, dioxin과 bisphenol A는 각각 1 nM, 

0.1 μM 농도에서 립선암세포의 성장을 가장 높게 유도하

다.

Park 등(16)은 인체 유방암 세포인 MCF-7 세포에 bi-

sphenol A를 첨가한 후 증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 0.1 μM 

의 농도에서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호르몬들이 호르몬 의존 암세포인 유방암  

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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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environment hormone on the proliferation 
of RC58T/h/SA#4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dioxin (0.0
1～1 nM) (A) or bisphenol A (0.01～1 μM) (B) for 72 hr. Cell 
growth inhibition was measured using the SRB assay. Data val-
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1% 
cFBS) at 

*
p<0.05 by Student's t-test.

추후 환경호르몬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 에 

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호르몬에 의해 유도된 RC58T/h/SA#4 세포의 증식

에 한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억제효과

인체 립선 암세포인 RC58T/h/SA#4에 dioxin  bi-

sphenol A를 호르몬을 제거한 배지(cFBS)에 각각 1 nM과 

0.1 μM의 농도로 처리하여 립선암세포의 증식을 유도시

킨 후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을 10, 100, 300  50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72시간 동안 배양시켜 그 생존율을 찰한 

결과는 Fig. 3, 4와 같다. 즉 dioxin을 처리한 군은 조군에 

비하여 암세포의 성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반면에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 첨가 시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 성장

을 억제하 으며, 300, 500 μg/mL 농도에서는 각각 41%, 

59% 정도의 억제율을 나타내어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이 di-

oxin에 의한 립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3). 한 bisphenol A를 처리한 군도 dioxin을 처리한 

실험군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300, 500 μg/mL의 

농도에서 약 40% 이상의 생존율을 보여 환경호르몬에 의해 

유도된 립선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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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on diox-
in-induced proliferation in the RC58T/h/SA#4 cells. A: 
RC58T/h/SA#4 cells were treated with Corni fructus ethanol ex-
tracts in presence of dioxin for 72 hr, and the cell growth in-
hibition was measured using the SRB assay. B: Phase-contrast 
micrographs (×200) of RC58T/h/SA/#4 cells treated with 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in the presence of 1% cFBS and 1 nM 
dioxin. (A) Control (1% cFBS), (B) dioxin (1 nM), (C) dioxin (1 
nM)＋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500 μg/mL).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
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1% cFBS) at 
*
p<0.05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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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on bisphenol 
A-induced proliferation in the RC58T/h/SA#4 cells. A: 
RC58T/h/SA#4 cells were treated with Corni fructus ethanol ex-
tracts in presence of bisphenol A for 72 hr, and the cell growth 
inhibition was measured using the SRB assay. B: Phase-contrast 
micrographs (×200) of RC58T/h/SA/#4 cells treated with 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in the presence of 1% cFBS and 0.1 μM 
bisphenol A. (A) Control (1% cFBS), (B) bisphenol A (0.1 μM), 
(C) bisphenol A (0.1 μM)＋Corni fructus ethanol extracts (500 
μg/mL).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1% cFBS) at *p<0.05 by Student's t-test.

Park 등(16)은 인체 유방암 세포인 MCF-7 세포에 환경호

르몬인 bisphenol A 0.1 μM을 처리하여 증식을 유도시킨 

후 당귀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dercusin을 처리한 결과 

1 μg/mL 이상에서 조군에 비하여 환경호르몬에 의해 유

도된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 다고 보고하 다. 따라

서 항암 활성을 가지는 천연물질들이 환경호르몬에 의해 유

도되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환경호르몬에 의한 인체 피해를 이기 해서 생리

활성들이 입증된 천연물들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이 환경호르몬인 dioxin  bi-

sphenol A(BPA)에 의해 유도된 인체 립선 암세포인 

RC58T/h/SA#4(prostate epithelial primary cancer cell 

lines)의 성장을 억제하는지를 조사하 다. 즉 산수유 에탄

올 추출물을 10, 100, 300  500 μg/mL 농도로 RC58T/ 

h/SA#4에 처리했을 시 500 μg/mL 농도 이상에서 높은 성장 

억제율을 나타내었으며, dioxin과 bisphenol A를 다양한 농

도로 처리한 결과 각각 1 nM, 0.1 μM 농도에서 가장 높은 

립선암세포 증식을 유도하 다. 한편 환경호르몬(dioxin, 

BPA)에 의해 RC58T/h/SA#4의 증식을 유도시킨 후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을 10, 100, 300  500 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조군에 비하여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 500 μg/mL 농

도에서 그 억제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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