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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Citrus junos)씨와 유자씨 유지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HT-29 대장암 세포 생장 억제 효과 및 유효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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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roliferative effect of methanolic extracts from Citrus junos seeds and 
seed oils on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and identification of

their major bioactiv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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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proliferative effect of methanolic extracts from Citrus junos
(yuja) seeds and yuja seed oils against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and to identify the key compounds responsible
for this effect. Extracts from yuja seeds, yuja seed oil prepared using hexane, and cold-pressed yuja seed oil were prepared
using 60% methanol (ES, EHO, and ECO, respectively). The key compounds in the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HPLC-MS. Among the extracts, EHO and ECO inhibited proliferation of HT-29 cells. EHO and ECO were fractionated
using preparative LC and the bioactive compounds were determined. Five of the fractions showed a significant anti-
proliferative effect and the main compounds in the fractions were isopimpinellin, bergapten, and ichangensin. These
compounds showed anti-proliferative effects on HT-29 cells when treated individually, and ichangensin showed the highest
anti-proliferative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se compounds may be responsible for the anti-cancer effect of EHO
and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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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itrus 속의 유자(Citrus junos)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은 리모노

이드(limonoid)이다. 리모노이드는 트라이터펜 유도체로, 아글리콘

(aglycone)과 글라이코사이드(glycoside) 형태가 있다. Citrus 내의

리모노이드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대부분 극성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것을 버린 후, 비극성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것에 존재

하는 리모노이드 아글리콘에 치중되어 있었다(1). 예를 들어, 벤

젠과 아세톤을 이용하여 나벨(navel) 오렌지 주스와 발렌시아

(valencia) 오렌지의 종자로부터 각각 리모닌(limonin)을 추출하였

다(2). Hasegawa 등(3)은 자몽 종자의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여러

종류의 리모노이드 글루코사이드를 확인하였으며, Herman 등(4)

은 오렌지 주스로부터 리모닌 글루코사이드, 노밀린(nomilin) 글

루코사이드, 노밀리닉(nomilinic) 글루코사이드, 데아세틸노밀린산

(deacetylnomilnic acid) 글루코사이드, 오바큐논(obacunone) 글루코

사이드 등의 리모노이드 글루코사이드를 획득하였다.

이찬젠신(ichangensin)은 리모노이드에 속하는 물질로, Citrus

ichangensis와 그 교배종인 C. junos, C. sudachi, C. sphaerocarpa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5-8). 이찬젠신은 케탈(ketal)과 케토

(keto) 형태의 이성체가 있으나, Citrus 내에는 케탈 형태만 존재

한다고 알려져 있다(9). 유자 씨 내에 함유된 리모노이드 중에서

이찬젠신은 15.6%를 차지하고 있다(10).

리모노이드는 항염증 효과와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방암, 위암, 구강암 세포에 대한 생장 억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4). 특히, 리모닌, 노밀린, 리

모닌 글루코사이드는 대장암세포의 생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1,15-17). 리모닌과 리모닌 글루코사이드의 대장

암세포(SW480)의 생장억제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이 리

모노이드들이 모두 효과적이었으나, 리모닌 글루코사이드가 리모

닌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16). 또한 오렌지 씨로부

터 획득한 리모닌, 데아세틸노밀린(deacetylnomilin), 노밀린, 오바

큐논, 리모닌 글루코사이드, 오바큐논 글루코사이드, 노밀린산 글

루코사이드(nomilinic acid glucoside)가 인간 대장암세포(Caco-2)와

신경아세포종세포(SH-SY5Y)에 대하여 유의적인 생장 억제 효과

가 있고, 리모노이드 글라이코사이드가 아글리콘보다 더 효과적

이었다(15). 햄스터에 7,12-디메틸벤즈안쓰라센(dimethylbenz(a)

anthracene)로 유발한 경구 종양에 대한 이찬젠신, 데옥시리모닌

(deoxylimonin), 오바큐논의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데옥시

리모놀(deoxylimonol)이 가장 효과적이었다(17).

잔토톡신(xanthotoxin), 아이소핌피넬린(isopimpinellin), 버갑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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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apten) 등의 퓨라노쿠마린(furanocoumarin)은 Citrus가 속해있

는 Rutaceae 과의 식물들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스위트 오렌지

(sweet orange), 레몬, 자몽, 버가모트(bergamot), 푸멜로(pummelo),

클레멘틴(clementine) 껍질의 80% 메탄올 추출물에서 퓨라노쿠마

린이 확인되었다(18). 그리고 버가모트, 레몬, 자몽, 만다린(man-

darin), 탄제린(tangerine), 비터 오렌지(bitter orange)로부터 추출한

유지에서도 이 물질들이 확인되었다(19). 잔토톡신, 아이소핌피넬

린, 버갑텐이 인간 대장암세포(HT-29)에 대한 농도 의존적인 생

장 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20), 잔토톡신, 아이소핌피넬

린, 버갑텐이 인간 위암세포(AGS), 인간 섬유육종세포(HT1080),

인간 백혈병세포(U937)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

인되었다(21).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 내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

지만,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 내의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의

메탄올 추출물이 인간 대장암세포(HT-29 세포)의 생장 억제 효

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억제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물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2012년과 2013년에 경상남도 통영에서 수확한 유자씨와 냉압

착 유자씨 유지를 Jinhee (Tongyeong, Korea)에서 제공받았다. 유

자씨는 수세 후 열풍 건조(60oC, 12시간)한 것을 제공받아 사용

전까지 냉동(−20oC) 보관하였다.

리모닌과 3-(4,5-디메틸-2-티아졸릴-2,5-디페닐테트라졸리움 브로

마이드(3-(4,5-dimethyl-2-thiazol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노밀린은 LKT Laboratories, Inc. (St. Paul, MN, USA)에서 구입

하였다. 아이소핌피넬린과 버갑텐은 Tokyo Chemical Industry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헥산, 메탄올, 디메틸 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DMSO), 인산(phosphoric acid)은 Samchun

Chemical Co.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고, 아세토나이트릴

(acetonitrile)은 JT Baker (Phillipsburg,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Whatman #1 여과지(filter paper)와 Whatman #2 여과지는 What-

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에서 구입하였고,

0.45-µm 시린지 여과지(syringe filter)는 Pall Corp. (East Hill,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로즈웰 파크 메모리얼 인스티튜트 배

지(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 RPMI), 10% 페탈

보바인 세럼(fetal bovine serum; FBS), 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

토마이신(streptomycin), 트립신(trypsin)-EDTA는 Gib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HT-29 인간대장암세포(human

colon cancer cell)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유자씨로부터 헥산 가용물질 추출

유자씨를 믹서기(HMF-347(E), Hanil Electric Co., Bucheon,

Korea)를 사용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후, 유자씨 분말 200 g에 헥

산 1,000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기(MSH-20D,

Daihan Scientifi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400 rpm으로 교반하

였다. 헥산과 씨 분말의 혼합물을 깔때기와 Whatman #2 여과지

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후 남은 씨 분말을 위의 추출 과

정을 2번 더 반복한 후 추출물을 모아 40oC에서 감압농축기(A-

10005, Eyela Co., Tokyo, Japan)로 헥산을 제거하였다. 시료는 질

소를 충진한 뒤 사용 전까지 냉장(4oC) 보관하였다.

유자씨로부터 메탄올 가용물질 추출

유자씨를 믹서기(Hanil Electric Co.)를 사용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후, 유자씨 분말 10 g에 60% 메탄올 100 mL를 가하여 상온

에서 70분 동안 교반기(Daihan Scientific)를 이용하여 400 rpm으

로 교반하였다. 메탄올과 씨 분말의 혼합물을 깔때기와 Whatman

#1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후 남은 씨 분말을 위의

추출 과정을 2번 더 반복한 후 추출물을 모아 40oC에서 감압농

축기(Eyela Co.)를 이용하여 메탄올을 제거하였다. 유자씨 추출물

을 ES라고 명명한다. 시료는 질소를 충진한 뒤 사용 전까지 냉

동(−20oC) 보관하였다.

유자씨 유지로부터 메탄올 가용물질 추출

상기 방법으로 얻은 유자씨 유지와 Jinhee에서 제공받은 냉압

착 유자씨 유지로부터 메탄올 가용물질을 Tsimidou 등(22)의 방

법을 변형하여 추출하였다. 유자씨 유지 15 g에 15 mL의 헥산을

가한 후, 60% 메탄올 9 mL를 가하여 상온에서 70분 동안 교반

기(Daihan Scientific)를 이용하여 400 rpm으로 교반하였다. 분액깔

때기에 옮겨 30분간 정치시킨 후, 메탄올 층만을 취하고, 헥산 층

을 위의 과정을 2번 더 반복하였다. 이 메탄올 추출물을 모아 45

mL의 헥산을 가하여 70분간 교반하였다. 분액깔때기에 옮겨 30

분간 정치시킨 후, 메탄올 층만 깔때기와 Whatman #1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액을 감압농축기(Eyela Co.)를 이용하여

40oC에서 메탄올을 제거하였다. 헥산 추출 유자씨 유지 추출물과

냉압착 유자씨 유지 추출물을 각각 EHO와 ECO로 명명한다. 시

료는 질소를 충진한 뒤 사용 전까지 냉동(−20oC) 보관하였다.

유자씨 유지 추출물의 분획

유자씨 유지로부터 얻은 메탄올 가용 추출물을 UV 검출기(UV

detector 310, JAI, Tokyo, Japan)가 장착된 제조용 LC (prepara-

tive LC; LC-9201, Hitachi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획하

였다. 시료를 60% 메탄올에 녹여 0.45 µm 여과지로 여과하여 준

비하였으며, 주입량은 3 mL였다. 컬럼은 JAIGEL-GS310 (21.5×

500 mm, 15 µm, JAI)를 사용하였다. 유속은 4 mL/min으로 유지하

였고, 210 nm 검출파장에서 측정하였다. EHO는 11-18분, 18-27분,

27-47분, 47-63분, 63-77분, 94-112분에 획득하여 각각 분획물 A-

F로 명명하였다. ECO는 13-19분, 19-32분, 32-41분, 87-109분에

획득하여 각각 분획물 I-IV로 명명하였다.

유자씨 메탄올 가용 추출물로부터의 이찬젠신 분획

유자씨로부터 얻은 메탄올 가용 추출물을 UV 검출기(JAI)가

장착된 제조용 LC (Hitachi Inc.)를 이용하여 분획하였다. 시료는

60% 메탄올에 녹여 0.45 µm 여과지로 여과하여 준비하였으며, 주

입량은 3 mL였다. 컬럼은 YMC-Pack ODS-A (10.0×250 mm, C18,

5 µm, JAI)를 사용하였다. 유속은 4 mL/min으로 유지하였고,

210 nm 검출파장에서 측정하였다. 분획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

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등용매 조건(아세토나이트릴:증류

수=40:60 (v/v)) 하에서 유자씨 메탄올 가용 추출물로부터 34-41

분에 노밀린과 이찬젠신의 혼합물을 분획하였다. 획득한 분획물

을 100% 메탄올에 녹여 100 mg/mL의 농도로 만들었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획득한 분획물을 등용매 조건

(아세토나이트릴:증류수=45:55 (v/v)) 하에서 동일한 컬럼에 주입

시켜 210분 동안 재주입(recyle)한 후, 220-235분에 검출되는 피

크(peak)를 분획하여 이찬젠신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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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의 메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리모닌과 노

밀린의 HPLC 분석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 추출물의 조성을 Woo 등(23)의 방법을

변형하여 Ultimate 3000 HPLC system (Dionex Corporation,

Sunnyvale, CA,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를 60% 메탄

올에 녹여 2.0 mg/mL (ES), 0.067 mg/mL (EHO), 0.16 mg/mL

(ECO) 농도로 제조하여 0.45 µm 여과지로 여과하여 준비하였다.

Nova-Pak C18 column (300×3.9 mm I.D., 4 µm, Waters, Milford,

MA, USA)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3 mM 인산 수용액(용매 A)

과 아세토나이트릴(용매 B)이었다. 용매의 기울기(gradient)는 0-5

분, 용매 A 85-77%; 5-25분, 용매 A 77-74%; 25-50분, 용매 A

74-65%; 50-65분, 용매 A 65%로 하였다. 210 nm에서 측정하였다.

주입 용량은 20 µL였고, 유속은 1.0 mL/min이었다.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의 메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HPLC-ESI-

MS 분석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추출물과 분획물의 조성을 HPLC-ESI-M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urveyor LC system (Thermo Scientific,

San Jose, CA, USA)에 장착된 LCQ Deca XP plus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였고, 모세관 온도(capillary temperature)는

275oC, 모세관 전압(capillary voltage)은 15 V, 스프레이 전압(spray

voltage)은 5 kV였다. 시료는 60% 메탄올에 녹여 0.45 µm 여과지

로 여과하여 준비하였다. Thermo Hypersil Gold column (2.1 mm

×50 mm, 1.9 µm, Bellefone, PA, USA)을 사용하였다. 21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질량 분석은 ESI positive와 negative mode를 사용

하였고, 질량 스펙트럼은 50-2000 m/z 원자질량단위에서 확인하

였다. 이동상은 0.1% 개미산(formic acid) 수용액(용매 A)과 0.1%

개미산/아세토나이트릴(용매 B)이었다. 용매의 기울기는 0-5분, 용

매 A 85-77%; 5-25분, 용매 A 77-74%; 25-50분, 용매 A 74-

65%; 50-55분, 용매 A 65%로 하였다. 주입 용량은 5 µL이었고,

유속은 200 µL/min이었다.

세포배양

HT-29 인간 대장암 세포는 본 연구실에서 계대배양하여 5-20

사이의 배양경과 세포를 이용하였다. 세포 밀도가 높아지면 트립

신-EDTA를 5분간 처리하여 계대배양하였다. HT-29 세포는 RPMI

에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5% CO2가 유지되는 37oC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생장 억제 효과 측정

추출물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Jeong 등

(24)의 방법을 참고하여 MTT 분석을 수행하였다. HT-29 세포를

1×105 cells/well 농도로 100 µL를 96 well, flat-bottom plate에 분

주하고 37oC, 5% CO2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양에 사용되었던 배지를 제거하고, 배지에 일정 농도로 희석한

시료를 100 µL씩 넣어 다시 24시간과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가 들어있는 배지를 제거하고 10 µL MTT와 100 µL 무혈청

배지를 분주한 다음, 2시간 동안 37oC, 5% CO2의 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다음, DMSO 100 µL를 가하여 상온에

서 20분 동안 발색시켰다. 분광광도계(Spectramax 190,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와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을 산출하였다.

세포 생존율(%)=(570 nm에서의 시료군의 흡광도−620 nm에서

의 시료군의 흡광도)×100/(570 nm에서의 대조군의 흡광도−620 nm

에서의 대조군의 흡광도)

통계분석

연구 결과는 SPSS program (Version 20.0,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여 t-test 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

시하였다. ANOVA 통계 분석 결과에서 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Duncan의 다중 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의 추출물 조성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 추출물의 조성을 HPLC-ESI-MS로 확인

한 결과는 Fig. 1과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positive ion mode

와 negative ion mode의 결과를 이전 연구의 HPLC-MS 결과와

비교하였다(19,25-31). ES에서는 비교적 극성인 리모닌 글루코사

이드, 데아세틸노밀린산 글루코사이드, 아이소오바큐노산(isooba-

cunoic acid) 글루코사이드 등과 같은 리모노이드 글라이코사이드

가 주로 검출되었고, 유자씨 유지 추출물에서는 비교적 비극성인

아글리콘이 주로 검출되었다. 유자씨 유지 추출물에서는 리모노

이드 글라이코사이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물질들은 착유하는 과정에서 적게 용출되는 것

으로 보인다.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

HT-29 세포에 ES, EHO, ECO, 리모닌, 노밀린을 일정 농도로

첨가하여 배양한 후, MTT 분석으로 확인한 암세포 생장 억제 효

과는 Fig. 2와 같다. ES는 유의적인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를 보

이지 않았다(p>0.05). Lee 등(32)은 인간 대장암세포(HCT-116)에 유

자씨 헥산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고농도(5 mg/mL)로 처리하

였을 때에는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처리한 것

과 같은 농도에서는 생장 억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EHO와 ECO를 10, 30, 100, 150µg/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24시간 배양 후 150 µg/mL, 48시간 배양 후 100, 150 µg/mL에서

암세포 생장이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p<0.05). 24시간 배양 후

EHO의 IC50는 0.176 mg/mL이었고, ECO의 IC50는 0.182 mg/mL이

었다. 48시간 배양 후에는 EHO의 IC50는 0.116 mg/mL이었고,

ECO의 IC50가 0.114 mg/mL이었다. EHO와 ECO의 억제 효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HPLC를 이용한 정량분석 결과, ES에는 건조유자씨 100 g당 리

모닌과 노밀린이 각각 111.4±15.2 mg와 103.4±6.5 mg 존재하였으

나, EHO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ECO에는 100 g당 리모

닌과 노밀린이 각각 52.2±3.4 mg와 93.0±7.3 mg이 존재하였다.

Poulose 등(15)은 리모닌과 노밀린이 인간 대장암(Caco-2) 세포와

인간 신경아세포종(SH-SY5Y) 세포의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리모닌과 노밀린의 HT-29 세포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

였으나, 리모닌과 노밀린의 모든 농도에서 HT-29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자씨 유지 추출물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의 주요 요인은 유자씨 유지 내에 존재하는 리모닌과

노밀린 외의 다른 물질들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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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씨와 유자씨 유지로부터의 메탄올 추출물의 분획물의 암

세포 생장 억제 효과

유자씨 유지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

를 보이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용 LC를 이용하여 획득

한 유자씨 유지 추출물의 분획물을 HT-29 세포에 처리하여 생장

억제 효과를 MTT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EHO로부터의

여섯 개의 분획물(A-F)과 ECO로부터의 네 개의 분획물(I-IV) 중

에서 다섯 개의 분획물(C, E, F, III, IV)이 이 세포의 생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다섯 개의 분획물을 10, 30, 50, 100 µg/

mL의 농도로 처리한 MTT 분석 결과와 IC50은 Fig. 3와 같다. 이

다섯 개의 분획물 중에서 분획물 C와 F가 24시간과 48시간 처

리 후 암세포 생장을 가장 크게 억제하였다.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 메탄올 추출물의 분획물에 함유된 주요

성분

유자씨 유지 추출물로부터 획득한 분획물 중에서 암세포생장

억제 효과가 있는 분획물들의 HPLC-ESI-MS 분석 결과는 Fig. 4

와 Table 2와 같다. 분획물 C의 MS 크로마토그램에서 6.42분의

정체시간(retention time)에 391 m/z와 152.1 m/z가 주요한 ion으로

검출되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질량 스펙트럼 데이타베이스(mass spectral database;

NIST Libraries and Structures version 2.0)와 비교하였을 때, 헵타

데실 4-메톡시벤조에이트(heptadecyl 4-methoxybenzoate)가 391 m/z

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헵타데실 알코올이 떨어진 fragment로서

152.1 m/z의 ion이 확인되었다. 또한, 152.1 m/z의 메톡시벤조산

Fig. 1. HPLC-ESI-MS chromatograms of the extracts of yuja seeds and yuja seed oils. (a) limonin glucoside; (b) deacetyl nomilinic acid
glucoside; (c) isoobacunoic acid glucoside and deoxylimonol; (d) heptadecyl methoxybenzoate; (e) nomilin glucoside; (f) obacunone glucoside;
(g) unidentified; (h) unidentified; (i) unidentified; (j) xanthotoxin; (k) unidentified; (l) unidentified; (m) isopimpinellin, bergepten; (n)
isoobacunoic acid; (o) byakangelicin; (p) limonin; (q) unidentified; (r) calamin; (s) ichangensin; (t) nomilin; and (u) unidentified. ES: extract
from yuja seeds; EHO: extract from hexane-extracted oil; and ECO: extract from cold-pressed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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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xybenzoic acid)로부터 hydroxyl group이 하나 떨어진 134.2

m/z의 fragment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ester bond를 형성

할 수 있게 하는 메톡시벤조산의 carboxyl group의 존재와 연관

이 있다. 그 외에도 23-24분에 473.1 m/z의 ion을 보이는 물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전 연구와 비교해볼 때 아이소오바큐노산

으로 추정된다(25).

분획물 E에서는 12.26분에 217.2 m/z의 주요한 ion이 검출되었

다. 이는 Frérot 등(19)과 Zheng 등(26)의 HPLC-MS 결과에서의

Table 1. Identification of HPLC-ESI-MS peaks for yuja seeds and yuja seed oils

Peak no.*
MS data

Identification
Positive ion mode Negative ion mode

a - 668.1, 694.9, 993.3 Limonin glucoside

b - 669.4 Deacetyl nomilinic acid glucoside

c 530.1 651 Isoobacunoic acid glucoside, deoxylimonol

d 391.1, 152.1, 134.2 - Heptadecyl methoxybenzoate

e 152.1 693 Nomilin glucoside

f - 633.4 Obacunone glucoside

g 642 669.0 -

h 642 668.8 -

i 642 668 -

j 217.2 - Xanthotoxin

k - - -

l - - -

m 247.2, 217.3 - Isopimpinellin, bergapten

n 473 - Isoobacunoic acid

o 333.9, 231.1 Byakangelicin

p 471.2 - Limonin

q 798 779 -

r 522 549.1 Calamin

s 445, 462 531 Ichangensin

t 515.2 - Nomilin

u - - -

*Peak numbers refer to Fig. 1

Fig. 2. Viability of HT-29 cells treated with the extracts of yuja seeds and yuja seed oils, limonin, and nomilin for 24 and 48 h.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n=3).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0.05, **<0.01, ***<0.001; t-test). ES: methanol
extract from yuja seeds; EHO: methanol extract from hexane-extracted oil; and ECO: methanol extract from cold-pressed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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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토톡신의 base peak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12.16

분의 물질의 최대 UV 흡수 파장이 249와 301 nm이었으며, 이전

연구에서의 최대 UV 흡수 파장은 218, 248, 302 nm로 매우 유

사하였다(19). 잔토톡신은 버갑텐과 아이소핌피넬린이 속해있는

퓨라노쿠마린의 일종으로, Citrus grandis의 껍질과 Citrus sinensis

의 껍질과 잎에서 발견되었다(33,34). 잔토톡신은 인간 대장암세

Table 2. Identification and HPLC-ESI-MS peaks for the fractions from yuja seed oils

Fraction* Peak no.**
MS data (retention time)

Identification
Positive ion mode Negative ion mode

C

a 391.1, 152.1, 134.2 (6.4 min) - Heptadecyl methoxybenzoate

b 494.3 (15.4 min) - Isoobacunoic acid

c - 279.1 (23.4 min) Unidentified

E

d 217.2 (12.2 min) - Xanthotoxin 

e 247.2, 217.3 (16.8 min) - Isopimpinellin, bergapten

f 445.2 (36.6 min) - Ichangensin

F

g 445.3 (36.8 min) - Ichangensin, 

h 203.2 (48.0 min) - Unidentified,

i 233.2 (53.4 min) - Unidentified,

III
j 530.1 (5.8 min) - Deoyylimonol, 

k - 557.0 (5.8 min) Unidentified

IV
l 391.0, 152.1, 134.2 (6.2 min) - Heptadecyl methoxybenzoate

m 550.1 (35.1 min) - Unidentified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hexane-extracted oil: C (27-47 min), E (63-77 min), and F (94-112 min); and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cold-pressed oil: III (32-41 min) and IV (87-109 min)
**Peak numbers refer to Fig. 2.

Fig. 3. Viability of HT-29 cells treated with the fractions from yuja seed oils for 24 h and 48 h.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0.05, **<0.01, ***<0.001; t-test). a,b,c,d,e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ncentra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repeated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g,h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repeated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hexane-extracted oil: C (27-47 min), E (63-77 min), and F (94-112 min); and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cold-pressed oil: III (32-41 min) and IV (87-109 min). IC50: concentration of the fraction required to 50% of survivability of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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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HT-29)의 생장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억제했다(20).

또한, 잔토톡신은 인간 위암세포(AGS), 인간 섬유육종세포(HT1080),

인간 백혈병세포(U937)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21). de

Oliveira 등(27)의 연구에서 잔토톡신을 24, 48, 72시간 동안 쥐

신경 교종세포(C6)과 인간 교모세포종세포(GL-15)에 처리했을 때

에는 실험한 모든 농도(0.2, 0.3, 0.4 mM)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

의적인 생장 억제효과를 보였으나, 잔토톡신을 정상성상교세포

(AST)에 24시간 처리했을 때에는 유의적으로 억제하지 않았고,

48시간 처리했을 때에는 0.4 mM로 처리했을 때에만 유의적으로

억제했으며, 72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에는 실험한 모든 농도(0.2,

0.3, 0.4 mM)에서 유의적인 억제효과를 보였다.

분획물 E에서 16.75분에 247.2 m/z와 217.2 m/z가 검출되었는

데, 이전 연구의 LC-MS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은 각각 아이

소핌피넬린과 버갑텐으로 추정된다(27-29). 본 연구에서 아이소핌

Fig. 4. HPLC-ESI-MS chromatograms of fractions from yuja seed oils.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hexane-extracted oil: C (27-47
min), E (63-77 min), and F (94-112 min); and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from cold-pressed oil: III (32-41 min) and IV (87-109 min). (a)
heptadecyl methoxybenzoate; (b) isoobacunoic acid; (c) unidentified; (d) bergaptene; (e) isopimpinellin; (f) ichangensin; (g) ichangensin; (h)
unidentified; (i) unidentified; (j) deoxylimonol; (k) unidentified; (l) heptadecyl methoxybenzoate; and (m) unidentified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의 항암 효과 249

피넬린이 ESI(+) 조건하에서 이온화되어 16.75분에 247.1 m/z의

이온으로 검출되었고, 이것으로부터 메톡시기(methoxy group)가

떨어진 [MH-30]+의 fragment가 검출되었다. 아이소핌피넬린의 base

peak가 247.1 m/z로 검출된다는 이전 연구들의 HPLC-ESI-MS 결

과와도 일치한다(26,29). 분획물 E의 16.75분의 최대 UV 흡수파

장은 248, 266, 313 nm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이소핌피넬

린 단일물질의 최대 UV 흡수파장은 249, 265, 312 nm였는데, 이

는 Frérot and Decorzant(19)이 아이소핌피넬린에 대하여 얻은 최

대 UV 흡수파장인 223, 269, 314 nm와 매우 유사하였다. 아이소

핌피넬린은 버가모트, 레몬, 자몽, 만다린, 탄저린, 비터 오렌지의

유지에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8).

분획물 E에서 16.75분에 217.2 m/z가 검출되었는데, 이 MS 결

과는 본 연구에서 버갑텐이 ESI(+) 조건하에서 이온화되어 16.75

분에 base peak가 217.1 m/z로 검출된 것과 일치한다. HPLC-ESI-

MS 결과에서 버갑텐의 base peak는 217.1 m/z로 검출된다고 보

고되어 있다(26,29,35). 버갑텐은 버가모트, 레몬, 자몽, 만다린, 탄

저린, 비터 오렌지의 유지에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8).

분획물 E에서 또 다른 주요물질이 36.63분에 445.2 m/z로 검출

되었으며, 이전 연구의 MS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찬젠신으로

추정된다(30). 또한 본 연구에서 36.63분에 427.3 m/z로 검출되었

으며, 이는 이찬젠신으로부터 물 분자 하나가 떨어진 fragment의

ion으로 추정된다. 유자씨 내에서 이찬젠신이 검출된 바가 있고

(6,10), 유자씨에 229 µg/g의 농도로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0).

분획물 F에서 주요물질이 36.81분에 445.3 m/z로 검출되었으며,

이것은 이전 연구의 MS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찬젠신으로 추정

된다(30). 또한 분획물 F 내에서 세 개의 주요 ion이 37-43분과 48-

49분 사이에 459.3, 203.2, 233.2 m/z로 각각 검출되었다. ES로부터

분리한 이찬젠신의 MS spectrum은 분획물 E와 F의 36분의 이찬

젠신의 MS spectrum과 일치하였다. 가장 효과가 있는 분획물인 분

획물 E와 F의 주요 물질이 이찬젠신이기 때문에 이찬젠신은 암세

포 생장 억제 효과의 주요 원인물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획물 III에서 5-6.5분 사이에 positive mode의 530.1 m/z와

negative mode의 557.0 m/z의 ion이 발견되었으며, 530.1 m/z의

ion은 이전 연구에서의 데옥시리모놀의 MS 결과와 일치한다(30).

분획물 IV에서 6.18분에 391.0 m/z가 검출되었으며, NIST chem-

ical webbook의 LC-MS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는 헵타데실 메

톡시벤조에이트로 추정된다. 헵타데실 메톡시벤조에이트가 있는

분획물 C와 IV가 유의적인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므

로, 분획물 C와 IV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는 헵타데실 메톡시

벤조에이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헵타데실 메톡

시벤조에이트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다. 그 외에도 분획물 IV에서는 35.06분에서 550.1 m/z의 ion이

검출되었다. 분획물 내에 있는 일부 다른 물질들은 시트러스 과

일 씨앗 기름에 대한 이전 연구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헵타데실 4-메톡시벤조에이트는 분획물 C에서 확인되었고, 분

획물 E에서도 비교적 낮은 농도로 확인되었다. 이찬젠신은 분획

물 F에서 확인되었고, 분획물 IV에서도 비교적 낮은 농도로 확

인되었다. 그러므로, 유자씨 유지 추출물이 HT-29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물질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출물 내의 각각의 단일물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 이찬젠신을 HT-29 세포에 처

리하여 MTT 분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 이찬젠신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 이찬젠신 단일물질을 HT-29 세포에

처리하여 MTT 분석을 이용하여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찬젠신은 유자씨 추출물로부터 제조용 LC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이 세가지 물질을 10, 30, 50, 100 µg/mL 이용하여

의 농도로 HT-29 세포에 처리하여 MTT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는 Fig. 5와 같다. 아이소핌피넬린과 버갑텐은 HT-29 세포의 생

장을 억제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p>0.05).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아이소핌피넬린과 버갑텐이 암세포 생장을 어느

정도 억제시킨다는 보고와 일치한다(20). Um 등(20)의 연구에 따

르면, 잔토톡신,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을 HT-29 세포에 처리하

여 생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장

을 감소시켰으며, 이 억제 활성은 잔토톡신, 아이소핌피넬린, 버

Fig. 5. Viability of HT-29 cells treated with isopimpinellin, bergapten, and ichangensin.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0.05, **<0.01, ***<0.001; t-test). a,b,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ncentra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repeated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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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텐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인간 위암세포(AGS)에 처리하였을

때의 억제 활성은 잔토톡신, 버갑텐, 아이소핌피넬린의 순으로 높

았고, 인간 섬유육종세포(HT1080)에 처리하였을 때는 잔토톡신,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의 순으로 높았으며, 인간 백혈병세포

(U937)에 처리하였을 때는 잔토톡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

이소핌피넬린과 버갑텐이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고 보고되어 있

다(21). Mira A and Shimizu(36)의 연구에 따르면, 버갑텐을 인간

간암세포(HepG2), 인간 상피종세포(Hep2), 인간 대장암세포

(HCT116), 인간 횡문근육종세포(RD), 인간 유방암세포(MCF7)에

처리했을 때 IC50가 각각 18.1, 23.4, 29, 31.8, 34.5 µM로 생장 억

제효과가 있었으며, 버갑텐을 정상세포인 인간 섬유아세포(WI-

38)에 처리했을 때는 IC50가 86.3 µM로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에

비해 생장 억제효과는 약했다. 한편, Lohr 등(37)의 연구에서 정

상세포인 중국 햄스터 섬유아세포(V79)에 아이소핌피넬린을 10 µg/

mL과 20 µg/mL의 농도로 72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 생장 저해효

과가 없었으나, 일부 농도(2, 5, 35, 50, 75 µg/mL)에서는 약간의

생장 저해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용 LC를 이용하여 분리한 이찬젠신을 100

µg/mL의 농도로 HT-29세포에 처리했을 때 세포의 생장을 유의

적으로 억제하였고(p<0.05),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 리모닌, 노

밀린에 비하여 더 강한 억제능을 보였다. 이찬젠신은 암세포 생

장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리모노이드 계통에 속하는 물질

이다(11,15-16). 그러나 이찬젠신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다. Miller 등(17)은 이찬젠신의 항암효과에 대

하여 연구하였는데, 이찬젠신이 구강암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찬젠신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자씨 유지 추출물과 그 분획물의 일부가 HT-

29 세포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이소핌

피넬린, 버갑텐, 이찬젠신이 유자씨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암세

포 생장 억제 물질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이찬젠신의 활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유자씨 유지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새로운 식품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그리고 앞으로 유자씨 유지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의 기

작이나 in vivo 모델에서의 실험을 통해 유자씨 유지의 항암효과

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자씨와 유자씨 유지로부터 HT-29 암세포

생장 억제효과를 확인하고 주요 원인 물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자씨, 헥산 추출 유자씨 유지, 냉압착 유자씨 유지로부터 60%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물(각각 ES, EHO, ECO)을 얻었다. 추출

물의 성분은 HPLC-M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ES, EHO, ECO

를 HT-29 세포에 처리하여 생장 억제 효과를 확인한 결과, EHO

와 ECO가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다(p<0.05). 반면, ES와 리모닌,

노밀린은 24시간과 48시간 처리 후에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가

없었다(p>0.05). 유자씨 유지 추출물의 암세포 생장 억제효과에

주요 역할을 하는 성분을 탐색하기 위해 제조용 LC로 EHO와

ECO를 분획하여 이 분획물의 암세포 생장 억제 효과와 조성을

확인하였다. 분획물 중에서 EHO의 3개 분획물과 ECO의 2개 분

획물이 유의적인 HT-29 세포 생장 억제 효과가 있었다(p<0.05).

이 5개 분획물의 HPLC-MS 분석 결과,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

이찬젠신이 주요 성분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이소핌피넬린, 버

갑텐, 이찬젠신을 HT-29 세포에 처리한 결과, 이찬젠신이 유의적

인 생장 억제 효과가 있었고(p<0.05), 아이소핌피넬린과 버갑텐은

약간의 생장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p>0.05).

따라서 아이소핌피넬린, 버갑텐, 이찬젠신이 유자씨 유지 내의 주

요 암세포 생장 억제 물질이며, 이 중에서 이찬젠신이 그 활성이

가장 높은 물질인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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