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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콤부차 발효액의 인체 방 암세포에 한 
성장억제와 Apoptosis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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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Cells Induced by Fermented Citrus Komb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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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mbucha is a slightly sour beverage fermented by symbiotic micro-organisms, including bacteria and 
yeast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citrus Kombucha (CK) produced by addition of citrus 
extract to original Kombucha (K). After fermentation for 10 day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mined by ABTS and 
DPPH assays increased by approximately 20% compared to that of K. Moreover,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significantly increased by 60% compared to that of K. Cell proliferation assays utilizing MTT showed that CK treatment 
significantly inhibited growth of bladder cancer cells, T-24 and 5637, in a dose-dependent manner with IC50 values 
of 4 and 7 mg/mL, respectively. Annexin V staining showed that CK treatment led to apoptosis of cells in a dose-depend-
ent manner. T-24 cells were more sensitive to CK treatment than 5637 cells, as 8 mg/mL of CK resulted in 97% 
apoptosis of T-24 cells. Western blotting showed that CK treatment led to up-regulation of apoptotic proteins, including 
caspases-3, -8, -9, and PARP, in bladder cells not in K-treated cell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K may be developed as a functional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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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

년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라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 30%는 식이요인, 그리고 18%는 만성 감염에 기인한

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직업, 유전, 음주, 생식요인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도 각각 1~5%가량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중 방광암은 우리나라에서 

2012년 남성 기준 10대 암 중 아홉 번째로 높은 암으로 꼽혔

으며 방광암 치료를 위한 수술, 약물요법, 항암 치료의 부작

용으로 소화기계, 비뇨기계 감염, 혈액계, 감각계 합병증 및 

골수 억제, 백혈구 감소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2).

최근에는 항암,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을 갖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물에서 발견된 물질

들이 암세포의 자가 사멸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는 연구 결과와 플라보노이드류와 폴리페놀류 같은 phy-

tochemical이 암세포 증식 및 전이의 억제에 관여한다는 보

고들이 있다(3-5).

감귤은 정균 및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플라보노이드 화합

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알칼로이드 및 비타민 계열의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며, 암 예방 효과, 지질과산화

물 형성 억제, 노화 지연, 항염증 효과, 모세혈관 보호, 항콜

레스테롤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2).

콤부차(Kombucha, K)는 국내에서 홍차버섯이라고 알려

진 발효음료로서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 면역 T세포의 증가, 소화기 혹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해독작용 및 항균 활성이 있는 

usnic acid의 함량이 높고, glucuronic acid, vitamin B1, 

B2, B6와 같은 영양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

었다(13-16). 일반적으로 콤부차를 제조할 때에 홍차, 녹차, 

우롱차 등을 사용하는데 그중 녹차는 홍차나 우롱차 같은 

발효차에 비해 차 카테킨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17). 

특히 차 카테킨은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화 

방지제로도 사용되며 체중, 허리둘레, 신체질량지수 등 혈중

지질 성분에 대한 저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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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콤부차 발효 공정에 녹차 추출물과 감귤액을 첨가하여 

각 성분의 생리적 활성에 대한 콤부차로의 이행 효과를 유도

하였으며, 감귤 콤부차(citrus Kombucha, CK) 발효액의 항

산화 능력과 총페놀 함량을 확인하였고, 방광암세포 증식 

억제 및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천연물 

소재 유래 발효음료의 건강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치를 확인

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콤부차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콤부차는 Local Domestic Kombu-

cha이며, 민간에서 분양하여 판매하는 것을 인터넷(www. 

auction.co.kr)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콤부차는 녹차(동서녹차 티백, Seoul, Korea) 추출액 900 

mL에 설탕 90 g을 교반한 후 전배양을 통해 얻은 배양액 

100 mL와 pellicle 20 g을 넣어 전배양과 같은 조건인 30°C

에서 10일간 배양하였고, 감귤 콤부차는 콤부차 배양과 동

일한 과정에 전배양을 통해 얻은 배양액 100 mL에 녹차 추

출액 700 mL, pellicle 20 g, 감귤농축액(60 brix, (주)일해, 

Jeju, Korea) 200 mL에 acetic acid 500 μL를 첨가하여 

콤부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시료처리

항산화 실험 및 페놀 함량 측정 시 콤부차(K)와 감귤 콤부

차(CK)를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사용하였고, 세포실험에

는 상등액을 주사기용 필터 유닛(pore size 0.45 μm, EMD 

Millipore Inc., Billerica, MA, USA)을 이용하여 여과한 후 

RPMI-1640(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실험에서 사용한 T-24와 5637 인체 방광암세포주는 한

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RPMI-1640 

(Sigma-Aldrich Co.) 배지에 10% FBS(Gibco Inc., San 

Francisco, CA, USA)와 1% Penicillin(Gibco Inc.)을 첨가

한 후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시료 1 mL에 에탄올로 용해한 0.2 mM DPPH(2,2-di-

phenyl-1-picrylhydrazyl) 용액(Sigma-Aldrich Co.) 4 mL

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상온에서 20분간 반응하였다. 반응 

시료는 ELISA microplate reader(Versa Max, Molecular 

Devices, LLC.,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517 nm

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Experiment
)×100

Control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7.4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

line-6-sulphonic acid); Sigma-Aldrich Co.]와 potas-

sium persulfate(Sigma-Aldrich Co.)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m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

하였다. 이후 시료 100 μL와 ABTS 용액 900 μL를 첨가하

여 30분간 방치하고,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735 nm에

서 측정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Experiment
)×100

Control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시료 1 mL와 10% Folin-Ciocalteu's(Sigma-Aldrich 

Co.) 용액 1 mL 및 2% sodium carbonate(Sigma-Aldrich 

Co.) 용액 1 mL를 각각 혼합하여 1시간 동안 방치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페놀 함량 분석은 tannic 

acid(Sigma-Aldrich Co.)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 함량을 계산한 후 페놀 함량은 시료 중량당 μg/mL로 나

타내었다.

세포 증식 실험(MTT assay)

콤부차(K)와 감귤 콤부차(CK) 처리에 따른 세포증식 억

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방광암세포를 분

주하여 배양한 후 K와 CK의 농도를 달리하여 24시간 배양

하였다. 그 후 5 μg/mL MTT(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Sigma Aldrich Co.) 시약을 10 μL씩 처리하여 

1시간 반응시키고 배지를 제거한 후 DMSO를 100 μL씩 분

주하여 생성된 formazan을 모두 녹인 다음 56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증식률은 시료의 흡광도를 대조

군(무처리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포 형태 관찰 및 이동성 실험(scratch-wound assay)

방광암세포를 6-well plate에 각각 4×105씩 분주하여 배

양한 후 K와 CK를 24시간 농도별로 처리하여 도립현미경

(CK40-CPG30,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으

로 확인하였으며, 세포이동성은 세포의 수가 plate 면적의 

약 90% 정도로 자랐을 때 팁 끝으로 긁어 스크래치를 내어 

세포를 제거한 시점을 0으로 하고, 상층의 배지를 제거하고 

K와 CK를 배지에 희석한 후 방광암세포에 처리하여 24시간 

후 세포이동성의 변화를 도립현미경(Olympus Optical Co.)

으로 세포가 스크래치의 경계를 지나 자라는 정도를 관찰하

였다.

Annexin V 측정(flow cytometry)

방광암세포를 6-well에 배양하여 용기에 부착된 방광암

세포에 K와 CK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배지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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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ombucha (K) and cit-
rus Kombucha (CK)

Sample DPPH antioxidative 
activity (%)

ABTS antioxidative 
activity (%)

K
CK

87.9±0.42
 91.2±0.25*

78.78±1.57
 94.59±1.81**

The antioxidant activities, based on the radical scavenging ca-
pacity, of K and CK were assessed by DPPH and ABTS assay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and **P<0.01 compared to 
K by Student's t-test.

Table 2. Contents of total phenolics in Kombucha (K) and citrus 
Kombucha (CK)

Sample Amount of total phenolics (μg/mL)
K

CK
17.82±0.08
28.62±0.55**

The results are expressed mean±S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compared to K by Student's
t-test.

포를 tube에 옮겨 1,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세포를 1× cold PBS(Sigma-Aldrich Co.)로 세척

하여 다시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1% Cold 

Binding Buffer(Sigma-Aldrich Co.) 200 μL로 1×106의 세

포를 희석하여 여기에 5 μL PE Annexin V(Sigma-Aldrich 

Co.)를 넣고 약하게 vortex 한 후 25°C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1×Binding buffer 400 μL를 넣은 후 염색 정도를 

flow cytometer(Moxi Flow Cytometry, ORPLO, Cam-

bridge, MA, USA)로 측정하였다.

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western blot assay)의 검출 

및 정량

방광암세포를 6-well plate에 1×105씩 분주하여 배양한 

후 K와 CK를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한 다음 배지를 제거하

고, 1× cold PBS로 1회 세척 후 40 μL RIPA lysis buffer 

(Bio-sesang Co., Seongnam, Korea)를 넣고 scraper로 

세포 파쇄액를 모아 1.5 mL 튜브에 옮긴 후 20분간 얼음에

서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를 통해 상등액을 취하였고, BCA 

protein assay kit(Pierce Inc., Appleton, WI, USA)을 이

용하여 단백질의 양을 정량하였다. 이후 12% SDS-PAGE 

gel에서 각 시료의 25 μg의 단백질을 취하여 3시간 동안 

단백질을 분리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Merck Mil-

lipore, Billerica, MA, USA)에 2시간 transfer 한 후 5% 탈

지유로 blocking 하였다. 1차 항체는 4°C에서 18시간 반응

시켰고, 다음 날 2차 항체에 1시간 반응시킨 후 ECL+용액

(Pierce Inc.)과 반응시켜 단백질 ECL 화상분석기(Fusion- 

Fx7 Advance, Vilber Lourmat, Marne-la-Vallée, France)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estern band의 정량은 

Fusion-Capt Advance Software 16.06(Vilber Lourmat)

을 사용하여 상대 강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3번 이상 반복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통계분석용 프로그램 SPSS Version 18.0 

Package Program(IBM, New York, NY, USA)을 이용하

여 각 실험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t-test 분석 

후, P<0.05 수준에서 처리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DPPH assay는 빠르고 간단하게 유리 라디칼 소거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이다. DPPH는 짙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organic ni-

trogen radical로 에탄올 용액 상태에서 흡광도를 보이며

(19), ABTS assay는 양이온(ABTS･＋)에 대한 항산화제의 

소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

하여 녹색의 ABTS 라디칼을 형성하고 생성된 ABTS 라디

칼은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 무색의 물질

로 환원된다(20).

이런 천연물의 항산화 활성의 활성 라디칼 소거능은 식품

중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거나 인체 내에서는 활성 라디칼

에 의한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1). 콤

부차 배양액(K)과 감귤액을 첨가한 감귤콤부차(CK)의 항산

화 활성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1 mg/mL의 K와 CK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각 87.9%, 91.2%였으며,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각 

78.78%와 94.59%로 CK가 유리 라디칼에 대한 소거 활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콤부차의 발효에 의하

여 free-radical scavenging activity가 일반적으로 증가하

며 발효 시 첨가하는 재료에 따라 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다는 Jayabalan 등(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

인다.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페놀 함량 측정법은 시료의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능을 예측할 수 있으

므로 항산화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이다(23). 폴리페

놀 화합물의 벤젠고리에 치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수산기가 

유리 라디칼과의 환원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이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시료에 포함된 총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24). 발효

하기 전 측정한 총폴리페놀 함량보다 발효 후 총폴리페놀 

함량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data not shown), 발효 후 총폴리페놀 함량의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K와 CK의 총페놀 함량이 μg당 tannic acid의 등량값으로 

나타낼 때 K는 17.82 μg/mL, CK는 28.62 μg/mL로 감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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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Kombucha (K) and Citrus Kombucha (CK) on the viability of bladder cancer cells. T-24 and 5637 cells were 
plated in 96-well plates at a 1×10⁴cell/well in RPMI 1640 supplemented with 10% FB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K or CK 
at concentrations as indicated for 24 h. Cellular survival rate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by Student's two tailed t-test.

Fig. 2. Effect of Kombucha and citrus 
Kombucha on morphological change 
of bladder cancer cells. T-24 and 5637 
cells were treated with Kombucha or 
citrus Kombucha for 24 h. The mor-
phological changes were examined by 
optical microscopy with 100× (0.25 
php) magnification.

을 첨가한 CK가 K보다 높은 페놀 함량을 보였다. 이상 라디

칼 소거능 측정과 총페놀 함량 측정 결과에 의하면 감귤액을 

첨가한 CK가 K보다 항산화 능력이 높게 확인되었으며 총페

놀 함량도 CK가 K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방광암세포(T-24와 5637)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

K 혹은 CK 자체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실험 

결과 유사 정상세포인 RAW 264.7 대식세포의 세포 생존율

은 8 mg/mL까지 대조군 대비 100% 이상이었다(data not 

shown). 그러므로 세포의 사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농도

인 0~8 mg/mL의 농도를 설정하여 방광암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광암세포(T-24와 5637)에 K

와 CK를 0부터 8 mg/mL까지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MTT assay를 통하여 측정하였

다. 방광암세포 T-24에 K를 처리한 결과 1, 2, 4, 6, 8 mg/ 

mL의 농도에서 생존율은 각각 82.57%, 69.01%, 50.12%, 

33.47%, 26.06%로 나타났고, CK 처리군에서는 각 농도에 

대해 81.96%, 72.77%, 50.36%, 19.49%, 13.44%의 생존

율을 나타내었다. K와 CK의 T-24 세포의 증식에 대한 저해 

효과는 농도에 의존적인 저해로 나타났으며, K 처리군보다 

CK 처리군의 성장이 더욱 저해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 또한, 5637 방광암세포에 K를 처리한 결과는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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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4

5637

Fig. 3. Scratch wound assays on bladder cancer cells. Capacity of wound recovery was assessed for bladder cancer cells, T-24 
and 5637, treated with Kombucha or citrus Kombucha for 24 h. Cellular migration was examined by optical microscopy with 40×
(0.13 php) magnification.

6, 8 mg/mL 농도에서 생존율이 각각 84.22%, 84.71%, 

85.63%, 80.63%, 68.22%였고, CK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는 실험 농도에 대해 각각 82.5%, 74.24%, 76.03%, 65.71 

%, 35.87%의 생존율을 보였다(Fig. 1). 이 결과에서도 T- 

24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인 성장 억제 경향을 보였

으며, K 처리군보다 CK 처리군에서 방광암세포의 생존율이 

크게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존율에서 T-24는 5637 

세포주에 비해 K 혹은 CK의 처리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방광암세포 형태 변화

방광암세포 T-24, 5637에 K와 CK를 24시간 동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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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Kombucha (K) and citrus Kombucha (CK) on 
apoptosis of bladder cancer cells. Apoptotic populations of T-24 
and 5637 cells were measured by PE Annexin V kit after 24 
h treatment of K or CK.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P< 
0.001; compared to the control by Student's two tailed t-test.

한 후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도립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Fig. 2). T-24 세포에 K를 8 mg/mL의 농도로 처리 시 생존 

세포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형태학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T-24 세포에 CK를 처리하였을 때는 농도 

6 mg/mL 이상에서 세포 형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착능력이 상실되면서 세포의 외형

상 심한 변형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5637 세포주에 K를 처

리 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포의 형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5637 세포에 

CK를 처리하였을 때는 8 mg/mL에서 약간의 형태상의 변화

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T-24 세포에서의 변화와 비교할 

때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방광암세포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scratch-wound assay)

세포 이동(cell migration)은 동물의 성장과 생리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25)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세

포의 집단 이동이 다종의 종양전이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

다(26). 이에 T-24와 5637 방광암세포들을 K 혹은 CK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scratch wound assay를 통해 세포들

의 이동 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방광암세포 T-24의 

비교군에서는 24시간 후에 세포의 이동이 현저하게 증가하

였으나, K 혹은 CK 하에서는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의 

이동성이 점점 억제됨을 확인하였다(Fig. 3). 이 이동성의 

저해는 K보다 CK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광암세

포 5637에서는 K를 8 mg/mL로 처리한 실험군에서만 세포

의 이동성 억제가 관찰되었다. CK 처리군에서는 농도 의존

적으로 세포의 이동이 저해되었지만 T-24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낮았다.

Apoptotic cell 분석(Annexin V 측정)

T-24와 5637에 K 혹은 CK 처리 시 일어나는 성장 억제 

및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apoptosis에 의한 것인지를 확

인하기 위해 방광암세포를 K 혹은 CK로 24시간 처리한 후 

PE Annexin V kit을 이용하여 세포사멸의 정도를 정량적으

로 확인하였다(Fig. 4). 방광암세포 T-24에 K를 처리하였

을 때 apoptosis의 유발 정도가 0, 4, 6, 8 mg/mL의 농도에

서 각각 4.47%, 4.07%, 6.4%, 11.1%로 나타났고, CK를 

처리하였을 때는 각각 3.50%, 6.87%, 30.97%, 97.40%로 

CK 8 mg/mL에서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의 유발 정도

가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방광암세포 5637에 K를 

처리하였을 때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의 비율은 각각 

3.87%, 5.57%, 6.73%, 7.83%로 확인되었고, CK를 처리하

였을 때는 각각 3.87%, 6.27%, 7.3%, 15.73%로 나타났다.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발현(western immunoblot assay)

K와 CK의 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apoptosis 관련 단백질

의 발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실시하였

다(Fig. 5). T-24와 5637에 K와 CK를 0부터 8 mg/mL까지 

농도별로 처리한 후 단백질 시료를 제조하여 Bcl-2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T-24에서는 CK를 처리하

였을 때 anti-apoptotic 단백질인 Bcl-2의 발현이 6 mg/ 

mL 이상에서 현저히 감소하였고, pro-apoptotic 단백질인 

Bax의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cleaved caspase-9, 

cleaved caspase-8, cleaved caspase-3의 경우 CK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현저히 증가하였고, pro-caspase-9, pro- 

caspase-8, pro-caspase-3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발현이 

감소하였다. 특히 CK 처리 시 caspase의 활성화(cleaved- 

caspase)로 인한 PARP의 분절이 현저히 증가함을 관찰하

였다. 반면 T-24 세포주에 K를 처리하였을 때는 농도별 발

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637 세포에서는 K와 CK 

간의 변화가 없었으며, 농도별로도 별다른 발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홍차버섯이라고 알려진 콤부차(Kombucha, 

K)에 플라보노이드 성분 및 각종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감귤

액을 첨가하여 감귤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콤부차로 이행되

는 효과를 기대하여 감귤 콤부차(citrus Kombucha, C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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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anti- or pro-apoptotic proteins in bladder cancer cells treated with Kombucha (K) or citrus Kombucha (CK). 
(A) T-24 and 5637 cells were incubated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K or CK for 24 h followed by separation of proteins by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Numbers indicate relative intensities of western bands compared to 0. β-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Relative intensity was measured by quantification of western immunoblot bands of caspases indicated.

배양한 후 항산화 능력 및 인체 방광암세포(T-24와 5637)

를 이용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암의 증식을 억

제시킬 수 있는 천연소재 탐색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항산화 및 총페놀 함량 결과는 K보다 CK의 항산화 능력

과 페놀 함량이 높게 확인되었으며 방광암세포 T-24와 

5637에 K 혹은 CK를 24시간 처리한 후 MTT assay를 통해 

세포독성을 확인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생존율이 감소하

였다. 특히 T-24 세포에서는 CK를 처리하였을 때 현저한 

세포의 형태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Western immunoblot을 

통해 apoptosis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을 확인하였는데 

T-24에 CK 처리하였을 때 Bcl-2의 발현은 크게 감소하였

으며, pro-caspase-9, pro-caspase-8, pro-caspase-3

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cleaved caspase-9, 

cleaved caspase-8, cleaved caspase-3는 농도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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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leaved PARP가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반 콤부차보다 

감귤액을 첨가한 감귤 콤부차가 인체 방광암세포 T-24에 

caspase에 의한 apoptosis가 유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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