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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골골골골    육종육종육종육종    세포주에서세포주에서세포주에서세포주에서    아연아연아연아연    복합물의복합물의복합물의복합물의    증식증식증식증식    억제억제억제억제    효과효과효과효과    

    

골 육종 환자에서 화학 요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지 구제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화학 요법에 

듣지 않는 비 반응군 및 치료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다중 약물 저항성이 항암제 치료 실패의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광물질인 아연이 임파선 암, 유방 암, 

전립선 암, 난소 암, 그리고 대장 암 세포에서 세포의 성장 억제와 세포 고사 

기전을 유발시켜 암세포의 자연사를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 골 육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골 육종에 대한 

아연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섬유 모세포주와 골 육종 세포주를 

대상으로 아연에 대한 세포 및 분자 생물학적 반응을 연구하였다. 

정상 섬유 모세포주 (CCD-1120Sk)와 골 육종 세포 (MG-63)에 대한 

아연의 증식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연 (Zncl2)을 단독 혹은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투여한 후 각각 다양한 농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약제 처리에 대한 세포의 생존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CCK-8 

assay를 이용하였으며, 세포 성장 주기와 세포 독성에 대한 평가는 유세포 

분석기와 Agarose gel electrophoresis를 사용하였다. 세포 고사의 분자 



2 

생물학적 기전은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p21WAF1, Bax, Bcl-2, 

procaspase-3를 측정하였으며, caspase-3 activity는 ELISA로 측정하였다. 

 CCK-8으로 측정한 결과 아연-구연산 복합물은 시험관 내에서 시간과 

농도에 비례하여 정상 섬유 모세포에 비해 골 육종 세포에서 세포 독성을 나

타내었고, 골 육종 세포를 72시간 동안 아연-구연산 복합물에 노출 시켰을 때, 

아연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 보다 정상 섬유 모세포에 비해서 뚜렷한 세포 증

식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고농도 (0.5mM 아연과 12.5mM 구연산)의 아연-구연

산 복합물에서는 세포 괴사가 보였으나, 아연 0.3mM과 구연산 7.5mM의 농도에

서는 세포 고사를 유도하였다. 세포 고사는 유세포 분석과 DNA laddering 분

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는 p53 비의존성 p21WAF1기전과 

관계가 있었고, Bcl-2의 쇠퇴 및 Bax 단백질의 활성화에 의한 caspase-3의 활

성화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적정 농도의 아연-구연산 복합물은 in vitro에서 농도에 

따라 골 육종 세포에서 세포 괴사 및 세포 고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

어 골 육종에서의 항암 치료제 및 보조제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in vivo 및 전향적 임상 시험이 필요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골 육종, 아연, 구연산, 생존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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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골골    육종육종육종육종    세포주에서세포주에서세포주에서세포주에서    아연아연아연아연    복합물의복합물의복합물의복합물의    증식증식증식증식    억제억제억제억제    효과효과효과효과    

 

<지도교수 한한한한    수수수수    봉봉봉봉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박박박    홍홍홍홍    준준준준    

 

 

I.I.I.I. 서서서서    론론론론    

 골 육종 환자에서 화학 요법의 도입으로 사지 구제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환자의 생존율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화학 요법에 듣지 

않는 비 반응군 및 치료 후에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다중 약물 저항성으로 항암제 치료가 실패되기도 

한다. 1 따라서, 현재의 항암제보다 좀 더 효과적인 항암제의 출현이 

기대된다. 

최근 종양 신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아연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Zowczak 등2 에 의하면 이미 전이가 진행된 폐암, 

유방암, 위장관 암 그리고 부인암 환자의 혈청 내에는 아연의 농도가 정상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실험적 보고에 의하면 아연이 

갑상선 암3, 백혈병4, 전립선 암5, 대장 암6, 난소 암7 그리고 유방암8에서 

강력한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세포 독성은 세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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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의 농도에 따라 세포 괴사 (necrosis) 혹은 세포 고사 (apoptosis)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연은 발암 현상에 관련된 내인성 항산화 방어 기전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보조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9 아연은 일부 악성 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 고사를 유도하는데, Bcl-2와 같은 항 세포 고사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 혹은 p53과 관련 없는 p21의 

활성과 caspase-3의 활성화를 통해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 독성을 유발한다. 

6,8,10 또한, 아연은 암세포의 무제한적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인 텔로메레이즈 

(telomerase)의 작용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11 

골 육종 환자에서도 아연의 역할에 대한 연구 보고들이 있었다. 

1976년 Fisher 등12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내 아연의 농도를 관찰한 

결과에서 전이성 골 육종 환자에서는 원발성 및 사지 절단으로 치료된 

환자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고, 원발성 골 육종 환자에서는 정상인 혹은 

절단으로 치료 받은 환자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하였고, 신생 혈관 

생성에 중요한 구리 (copper)와 아연의 비율 (serum copper level: serum zinc 

level)이 높을수록 질병이 진행된 경우이며, 예후도 좋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상당히 제한된 환자 수로 인하여 좀더 많은 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  

골 육종에서 변이 p53의 축적과 P-당단백 (P-glycoprotein)의 발현이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13 p53 단백질의 발현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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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과는 무관하다는 보고도 있다.14 p21은 많이 발현될수록 화학요법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Bcl-2 단백질의 발현과 함께 

항암제 치료에 대한 내성과 관계된다고 한다.15 

광물질인 아연이 유방 암, 전립선 암, 난소 암, 그리고 대장 암 같은 

상피성 (epithelial) 악성 종양 세포에서 세포의 성장 억제와 세포 고사 

기전을 유발시켜 암세포의 자연사를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 중간엽 

(mesenchyme)에서 유래된 골 육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골 육종에 대한 아연의 세포학적 및 분자 생물학적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 정상 섬유 모세포주 (CCD-1120Sk)와 골 육종 세포주 

(MG-63)를 대상으로 아연에 대한 세포 및 분자 생물학적 반응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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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아연 복합물의 조제 

 아연-구연산 복합물 (CIZAR®) 은 BH Biomedic Co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이는 zinc chloride (5mM) 와 citric acid anhydrous (100mM)로 

구성되고, pH를 7.0으로 만든 후 15분 동안 121℃ autoclave에서 가열되었다. 

 

 2. 시약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과 fetal bovine serum 

(FBS)은 Cansera (Ontario, Canada) 에서, Streptomycin, Penicillin, MTT 

(3-(4,5-dimethylthiazol-2-yl)-2,5-phenyltetrazolium bromide), WST-8 

(2-(2-methoxy-4-nitrophenyl)-3-(4-nitrophenyl)-5-(2,4-disulfophenyl)-2H-

tetrazolium, monosodium salt)(CCK-8), RNase A, Proteinase K, propidium 

iodide (PI), L-arginine 은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에서, p21, 

p53, Bcl-2, Bax, procaspase-3, β-actin 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caspase-3 assay kit 는 BioSource 

(Camarillo, CA, USA) 에서 각각 구입한다.  

 

3. 세포주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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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할 골 육종 세포주 (MG-63)와 정상 섬유 모세포주 

(CCD-1120Sk)는 미국의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분양 

받았다. 실험에 사용할 정상 섬유 모세포주와 골 육종 세포주는 DMEM 

medium에 10 % (v/v) heat - inactivated FBS, 100μg/ml streptomycin, 100U/ml 

penicillin, 100 μg/ml L-glutamine 을 첨가한 배지에 37℃의 배양기에서 5% 

carbon dioxide 와 95% air, 100% 습도의 조건으로 배양한다. 

 

4. 적정 세포수의 결정 

골 육종 세포와 섬유 모세포주를 DMEM 배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BRL, Gaithersberg, MD, USA)를 사용하여 75 cm2 의 

flask 에서 배양하였다. 골 육종 세포가 80~90% 세포 증식에 도달하였을 때, 

단층 배양세포를 trypsin-EDTA 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는 

배양액으로 희석하고 1,500rpm 으로 원심 분리한 후에 상층액을 제거하고 

다시 세포를 배지로 부유하여 hemocytometer로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 의 한 well 에 200μl 안에 2x 105 개의 세포가 들어가게 한 뒤 차례로 

반으로 희석하여, 11 번째 well 에는 195 개의 세포가 들어가도록 하고, 최종 

12 번째 well 에는 세포가 없이 배지만 넣고, 각각의 well 에는 배지가 총 

100μl 가 되게 하여 5% CO2, 37°C 에서 4 일간 배양한 후 MTT 

(3-(4,5-dimethylthiazol-2-yl)-2,5-phenyltetrazolium bromide)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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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로 세포주의 성장 곡선을 

구하였다. 각 세포주에서 급격하게 세포 수가 증가되는 곳을 실험하기 최적인 

세포수로 정하였으며, 1.2 x 104 개를 적정 세포수로 정하였다. 

 

5.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골 육종 세포에 대한 세포 생존력 분석 

 정상 섬유 모세포주 (CCD-1120Sk)와 골 육종 세포 (MG-63)에 대한 

아연의 증식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연 (Zncl2)을 단독 혹은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투여 후 각각 다양한 농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다. 세포의 생존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CCK-8 assay 를 이용하며, 

세포는 96-well plates 에서 각 well 당 1.2 x 104 개의 세포가 포함되도록 

하고, 10μl 의 여러 가지 농도의 정제된 아연 (Zncl2)을 단독 혹은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첨가한 후에 24 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를 통해 정상 

세포에는 세포 독성이 적고 골 육종 세포에는 최대의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최적의 농도를 구한다. 아연 혹은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노출 시간에 따른 

세포 생존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연 혹은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최적 

농도로 처리하고, 6, 12, 24, 48, 72 시간 동안 각각 노출시킨다. 그 후에 20 

μl CCK-8 solution을 각 well에 첨가시키고, plate를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450nm에서 Bio-Rad model 3550 microplate reader (Richmond, C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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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세포 분석기 (Flow Cytometry)를 이용한 DNA Fragmentation 분석  

 Telford 등 16 이 사용한 PI staining technique 을 이용하여 cellular 

DNA 의 status 를 분석한다. 섬유 모세포와 골 육종 세포 (2 x 106 cells)를 

아연-구연산 복합물로 6, 12, 24 시간 동안 각각 처리하여 세포를 모은다. 

세포를 ice-cold PBS로 2회 세척한 후 pellet에 washing buffer (5mM EDTA in 

PBS)를 300μl 넣고 700μl 의 차가운 100% ethanol 을 천천히 떨어뜨린 후 

4℃에서 24 시간 동안 방치하며 고정한다. 4℃, 3000rpm 으로 1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500μl의 washing buffer와 20μg/ml RNase A로 

실온에서 30 분간 처리한 후, 얼음 위에서 10 분간 차갑게 보관한다. RNase 

solution 에 있는 세포에 PI solution (50μg/ml)을 첨가하여 mesh filter 로 

여과시킨 후 암실에서 실온으로 1 시간 동안 세포를 방치한다. 이후에 세포를 

Becton Dickinson FACS system 의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DNA 

histogram 을 Becton Dickinson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로 얻는다. 15-mW air-cooled argon ion laser 와 617-long pass 

optical filter를 통한 Propidium fluorescence를 사용하고, DNA modeling은 

ModFit (Verity Software House, Topsham, Maine)을 사용한다. 

 

 7. DNA Laddering 분석  



10 

 DNA 는 Leszczynski 등 17 이 기술한 방법을 응용하여 추출한다. 2x106 

개의 섬유 모세포와 골 육종 세포를 적절한 농도의 아연-구연산 복합물로 6, 

12, 24, 48, 72시간 동안 처리한 후, 부유하거나 유착된 세포를 모은 후, 세포 

pellet 을 lysis buffer (0.5% sodium dodecyl sulfate(SDS), 2mM EDTA, 50mM 

Tris-HCL buffer (pH 8.0))로 용해 시키고 0.5M proteinase K 를 넣은 후 

55℃에서 3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DNA 는 동량의 phenol/ chloroform/ 

isoamyl alcohol (25: 24: 1)을 섞은 후 4℃, 12,0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 

후 상층액만 취하며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한다. 상층액과 동량으로 cold 

absolute ethanol 을 첨가하고 0.1 volume ammonium acetate 을 취하여 

-20℃에서 overnight 동안 방치한다. 12,000rpm 에서 원심 분리하여 

pellet만을 얻은 후 TE buffer (0.5M EDTA in 1 M Tris-HCL buffer, pH 8.0) 에서 

용해하고, RNase A (10mg/ml) 와 함께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는 

1 시간 동안 100V 로 0.5 μg/ml ethidium bromide 가 포함된 1.5%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 시킨 후, UV transillumination을 이용하여 관찰 한다.  

 

 8. Exclusion of PI combined with hydrolysis of FDA 

세포 사멸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막의 상태를 평가한다. 한 

개의 well당 1x 105개의 세포가 포함되도록 한 6-well plate에서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다.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각 well 에 첨가한 후에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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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 동안 각각 방치하고, PBS 로 2 회 세척한다. 약 2μl 의 FDA stock 

solution 을 각 well 에 첨가한 후 15 분간 37℃에서 배양하고, 20μl 의 PI 

stock solution을 첨가한 후 5분간 실온에서 방치한다. 이후에 세포를 모아서 

FACSCalibur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에 

넣고, 488nm 의 파장에서 증폭시키고, 530/20 band-pass filter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자료는 FACSCalibur의 CELLQuest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9. Western Blot 분석  

 아연-구연산 복합물이 처리된 섬유 모세포와 골 육종 세포를 1, 3, 6, 

12, 24 시간 배양한 후 세포를 모은다. 이를 4℃, 2,000rpm 에서 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추출한 세포를 100μl 의 lysis buffer 에서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하여 용해 시킨다. 용해된 세포액은 4℃, 12,000rpm 으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단백질을 추출하고, 단백질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Bio-Rad, 

Philadelphia, PA)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00g 의 단백질을 5 분간 끓인 다음 

10% sodium dodecyl sulfate(SDS)/ polyacrylamide gel에서 100V로 2시간 동안 

전기 영동 시킨다. 그리고, nitrocellulose paper 로 100V 에서 1 시간 동안 

이동시킨 후에, membrane을 1시간 동안 5% nonfat milk in PBS, 0.05% Tween 

20 에서 block 한다. specific pro-apoptotic protein 과 anti-apoptotic 

protein 을 알아보기 위하여, p21WAF1, p53, Bax, Bcl-2, procasp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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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actin 에 대한 primary antibody 를 사용하여, membrane 을 4℃에서 

overnight 동안 rocker위에 방치한다. primary antibody는 p21WAF1, p53, Bax, 

Bcl-2, Procapase-3, β-actin 1:500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로 희석하며, PBS 와 0.05% Tween 20 를 이용하여 3 회 세척하며, 각각의 

membrane은 1: 5,000으로 희석시킨 secondary antibody (Calbiochem, San Diego, 

CA)를 이용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에 membrane을 PBS와 0.05% Tween 

20로 3회 세척시킨다. Specific protein bands는 ECL Western blotting system 

(Amersham, Piscataway, NJ)을 이용하여 얻는다. 

 

10. Caspase-3 activity 분석 

골 육종 세포 5 x 106 개의 세포를 PBS 로 세척 후에, 차가운 lysis 

buffer 50μl 를 넣고 얼음 위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1 분간 4℃, 

12,000rpm 에서 원심 분리를 시행한 후에, 상층 액을 새로운 tube 에 옮기고, 

얼음 위에서 보관한다. 단백질 정량은 Bio-Rad Protein Assay (Bio-Rad, 

Philadelphia, PA)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Lysis buffer 50μl 속에 protein 

100μg 이 들어있도록 맞춘 후 96 well 에 옮긴다. 0.1M DTT 10μl 을 2x 

reaction buffer 1ml과 섞는다. 0.1M DTT-2x reaction buffer 50 μl를 sample에 

첨가한다. 4mM DEVD-pNA 5 μl 를 첨가하고,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37℃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다. ELISA로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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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 세포 생존력 분석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다양한 농도가 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골 육종 세포 (MG-63)와 정상 섬유 모세포 (CCD-1120Sk)를 사용하였으며,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처리한 후에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를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 2). CCK-8으로 측정

한 결과 아연-구연산 복합물은 농도에 비례하여 골 육종 세포 (MG-63)에서 세

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 골 육종 세포를 72시간 동안 아연 (0.3mM)과 

아연-구연산 복합물 (아연 0.3mM + 구연산 7.5mM)에 노출 시켰을 때, 정상 섬

유 모세포 (CCD-1120Sk)에 비해서 뚜렷한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특

히, 아연-구연산 복합물은 아연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정상 섬유 모세

포주의 생존력이 골 육종 세포주 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림 4). 

 

 

 

 

 

그림 1. 시험관 내 3일간 배양된 골 육종 세포 (MG-63)의 현미경 관찰 소견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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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험관 내 배양 후 24시간 동안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처리한 후 골 

육종 세포의 현미경 관찰 소견 (x400).  

 

그림 3. CCK-8 분석을 이용한 골 육종 세포주 (MG-63)의 생존력 분석. 그림의 

농도 좌표에서 NT는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처치하지 않은 군을 표시하며, 구

연산+아연의 농도를 표시하였다. 골 육종 세포주는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처

치에 대해 농도 의존성을 보이는 세포 생존력의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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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CK-8 분석을 이용한 아연과 아연-구연산 복합물이 골 육종 세포 

(MG-63)와 섬유 모세포 (CCD-1120Sk)의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 골 육종 세포

주는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처치에 대해 시간 의존성을 보이는 세포 생존력의 

감소를 보였으며, 아연 (0.3mM)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아연-구연산 복

합물 (0.3mM zinc and 7.5mM citrate)을 사용함으로써 정상 섬유 모세포에는 독

성이 적고 골 육종 세포에는 강한 독성을 보였다. 각 실험값은 3회 반복한 값

의 평균±표준 오차로 표시하였다.  

 

2. 유세포 분석기 (Flow Cytometry)를 이용한 DNA Fragmentation 분석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세포 사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DNA의 양을 histogram으로 나타내었을 때 아연-구연산 

복합물에 노출된 후 12시간 후부터 세포 고사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G2기에 세포수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골 

육종 세포의 수가 세포 고사에 의해서 점차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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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   6h  12h  24h        

    

    NTNTNTNT    6h6h6h6h    12h12h12h12h    24h24h24h24h    

GGGG0000----G1G1G1G1    51.21%51.21%51.21%51.21%    48.97%48.97%48.97%48.97%    52.86%52.86%52.86%52.86%    57.72%57.72%57.72%57.72%    

SSSS    43.69%43.69%43.69%43.69%    42.73%42.73%42.73%42.73%    32%32%32%32%    20.1%20.1%20.1%20.1%    

G2G2G2G2----MMMM    6.06%6.06%6.06%6.06%    7.34%7.34%7.34%7.34%    15.14%15.14%15.14%15.14%    22.17%22.17%22.17%22.17%    

SubSubSubSub----G1G1G1G1    0.82%0.82%0.82%0.82%    0.9%0.9%0.9%0.9%    9.84%9.84%9.84%9.84%    13.05%13.05%13.05%13.05%    

그림 5. 아연-구연산 복합물 투여 후의 유세포 분석기에 의한 골 육종 세포 

(MG-63)의 세포 주기 분석. 

 

3. DNA Laddering 분석 

 세포 사멸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DNA laddering을 사용하였다 (그림 

6). DNA fragmentation은 세포 고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여러 조각으로 

끊어진 DNA가 전기 영동에 의해서 이동하는 형태가 ladder 모양으로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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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CCDCDCDCD----1120Sk1120Sk1120Sk1120Sk    

   NT     6     12    24    48    72h 

 
MGMGMGMG----63636363 

NT     6     12    24    48    72h 

 
 

그림 6. 섬유 모세포주 (CCD-1120Sk)와 골 육종 세포주 (MG-63)에서 

아연-구연산 복합물 (0.3mM 아연+7.5mM 구연산)의 처치 시간에 따른 DNA 

fragmentation 분석.  

 

4. Exclusion of PI combined with hydrolysis of fluorescein diacetate (FDA) 

 Propidium iodide (PI)는 DNA 혹은 double stranded RNA와 결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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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적색 형광을 나타낸다. PI는 전하를 띄고 있으므로, 세포막이 온전한 

세포에서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며, 세포막이 파괴된 세포만 염색이 되게 

한다. FDA는 전하가 없으며 생존하는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며, FDA가 가수 

분해된 전하를 띈 물질은 녹색 형광을 띄면서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되지만, 

괴사된 세포에서는 세포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생존한 정상 세포는 

PI를 배제하므로 PI에 염색되지 않고 FDA에 의해 녹색으로 염색이 되지만, 

괴사된 세포는 PI에 의해서 강한 적색 형광과 비교적 약한 녹색 형광을 띄게 

된다. 아연-구연산 복합물이 저 농도(0.1mM 아연+2.5mM 구연산)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중등도 농도 (0.3mM 아연+7.5mM 구연산)에서는 세포 고사, 고 농도 

(0.5mM 아연+12.5mM 구연산)에서는 세포 괴사가 관찰되었다 (그림 7). 

그림 7. 골 육종 세포에서 아연-구연산 복합물의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의 

차이. 저 농도에서는 세포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등도 농도에서는 세포 

고사를 보였으며, 고 농도에서는 세포 괴사 (N)가 관찰되었다. 

0.1mM Zinc+ 

2.5mM C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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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stern Blotting 분석 

세포 고사에 관여하는 pro-apoptotic, anti-apoptotic 단백질을 알아

보기 위하여, p21WAF1, p53, Bcl, Bax, procaspase-3 그리고 β-actin을 이용하

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골 육종 세포주에 아연-구연산 복합물 투여 

시 Bcl-2와 procaspase-3는 감소하였고, p21과 Bax는 증가하였다 (그림 8). 

 

P53  

P21  

Bcl-2  

Bax  

Procaspase-3  

 

β-actin  

  NT 1  3 6 12 24h 

그림 8. 아연-구연산 복합물 처치 후의 pro-apoptotic과 anti-apoptotic 

단백질의 발현 양상.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처치하고 1, 3, 6, 12, 24시간 경과 

후에 western blo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Anti-apoptotic Bcl-2는 감소되고, 

pro-apoptotic Bax는 증가하였으며, p21은 p53와 관련 없이 증가되었으며, 

procaspase-3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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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pases-3 activity의 측정 

 세포 고사에 관여하는 최종 단백인 caspase-3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spase-3 assay kit (BioSource, Camarillo, CA)를 사용하였다. 

아연-구연산 복합물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caspase-3의 활성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포 고사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그림 9). 

 

caspase-3 activitycaspase-3 activitycaspase-3 activitycaspase-3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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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연-구연산 복합물을 처리한 골 육종 세포에서 caspase-3의 활성도. 

아연-구연산 복합물에 노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caspase-3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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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 V. V. V. 고고고고    찰찰찰찰    

 골 육종의 치료는 지난 수 십 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왔으며, 과

거에 외과적 수술로만 치료하던 때의 5년 생존율은 약 20% 이하였으나, 현재

는 여러 가지 화학요법의 병행으로 5년에서 8년의 추시 관찰 시에 49~76%의 

무병 생존율 (disease free survival)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균 60% 이상으

로 알려져 있다. 18 또한, 항암 화학 요법의 도움으로 과거의 고식적인 절단술

에서 벗어나서 사지 구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과 삶

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1 그러나, 항암제에 대한 비 반응군 및 종양의 재발 

가능성이 아직도 높으며, 최신의 다각적 집약치료법 (multimodality 

treatment) 이나 독성이 훨씬 더 강한 이차 항암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항암제의 병

용에 따른 항암제의 독성에 의한 사망이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현재 60% 이상의 생존율은 두 가지 이상의 약제의 복합적 사용으로 

가능하지만, 이들 약의 효능은 서로가 부가적 (additive)이지 못한데, 이는 

약효가 다소 중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약제의 복합적 사용으로 약물의 독성

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한 투약의 중단 및 투약 cycle의 간격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약효의 감소와 약물 저항성이 증가하게 된다. 약물의 부작용은 거

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소화기, 신장, 신경, 심장, 간,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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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 청각기 및 조혈 기관의 독성 및 탈모증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술

적으로 종양과 전이 병소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최

소한 사용하여 최대한의 항암 효과를 얻고 부작용을 줄이며, 약물에 대한 저

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일 것이다. 현재는 전형적인 골 

육종 (classical osteosarcoma)에 대해서는 high dose-methotrexate (HD-MTX), 

Adriamycin, cisplatin, ifosfamide 등이 주로 쓰여지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부작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향후에 좀더 생리적이면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된다면 현재 난국에 봉착한 골 육종의 치료에 있어서, 

나머지 30 ~ 40%의 생존율의 증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래에 생존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초 강력 항암 화학 요법 

(ultra–aggressive chemotherapy)이 대두가 되었지만, 과연 어느 환자에서 이

러한 강력한 항암제 치료가 진정으로 필요할 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

며, 이 요법의 부작용으로 급성 독성 효과와 장기적 합병증, 신장과 심장의 

독성, 그리고 속발성 신생 종양 (secondary malignancy)의 발생 및 사망의 가

능성이 있다. 또한, 다량의 여러 항암제 투여로 인해 조혈 기관에 대한 독성

으로 성장 인자 (growth factor)를 투여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항암제의 선택 시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1 

 Rosen 등 19에 의한 술전 화학 요법 (neoadjuvant chemotherapy)의 도



23 

입으로 약물에 대한 효과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병리 조직 검

사상 약물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수술 전과 동일한 약으로 투여하지만, 효과적

이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 기존 항암제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골 육종의 성장과 전이

가 가능하고 더 많은 양의 항암제가 투여 되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미 수

술 전에 썼던 약물에 노출이 되었으므로 이 약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된

다. 최근에는 영상 의학의 발달로 자기 공명 영상 (MRI)을 이용하여 수술 전 

화학 요법의 평가가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술 전에 효과 

있는 다른 항암제로의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기 공명 영상 외에도 단순 

방사선 촬영, 혈관 조영술 (angiography), Tl 201 scan이나 Tc-99m MIBI 

(methoxyisobutylisonitrile) 등을 이용하여 수술 전에 항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20  

 HD–MTX는 골수 억제 작용 등의 부작용이 비교적 적으므로 골 육종에

서 흔히 사용되며, 수술 전 항암 화학 요법 시에 최고 혈중 농도를 1,000μM 

이상으로 높게 유지해야 종양의 괴사율이 높다고 한다. 21 Doxorubicin 

(Adriamycin)은 현재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총 축적량에 따른 

심장 독성이 문제가 된다.1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일차적으로 HD–MTX 와 

Doxorubicin을 투여하고 수술 후에 결과가 안 좋으면 cisplatin과 

HD–ifosfamide를 투여하며, 기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인 종양의 경우에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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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개별적인 치료 방침이 필요한데, 적극적인 추시 관찰을 통하여 재발을 조

기에 발견하고, 재발 시에는 이전에 쓰지 않았던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다중 

약물 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의 발생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고, 나머

지의 효용 가능한 약제를 복합해서 투여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골 육

종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골 육종에 효과적인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절실하다. 

 골 육종과 금속인 아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약 2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1976년 Fisher 등12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내 아연의 

농도를 관찰한 결과에서 전이성 골 육종 환자에서는 원발성 및 사지 절단으로 

치료한 환자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고, 원발성 골 육종 환자에서는 정상인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신생 혈관 생성에 중요한 구리 (copper)와 아연의 비율 

(SCL/SZL)이 높을수록 질병이 진행된 경우이며 예후도 좋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상당히 제한된 환자 수로 인하여 좀더 많은 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1978년 Breiter 등 22은 18명의 골 육종 환자에서 조사한 

결과 구리/아연의 비율은 병의 진행과 무관하며, 아연의 혈중 농도는 정상과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아연의 골 육종에서의 생체 내 항암 효과는 

아직까지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1990년 일본의 Noda23가 염화 카드뮴 

(Cdcl2)과 염화 아연 (Zncl2)을 처음 실험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염화 아연의 

경우에 최하 5μM에서 최고 100μM의 농도로 쥐의 육종 세포들 (murine 



25 

sarcoma cells)에서 in vitro 실험을 하였을 때, 최고 농도인 100μM에서 

생존하는 골 육종 세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in vivo 

실험에서는 염화 아연은 대조군인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군과 비교해서 종양 

크기의 변화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염화 카드뮴만이 “Dunn 골 육종”에서 

효과적이었고, 염화 아연은 생체 내에서 항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아연의 투여량, 조직 내 아연의 

축적도, 혈청 내 아연의 단백질과의 결합 속도 및 해리 상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23 

 아연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미량원소의 하나

로서 세포의 증식과 면역, 활성 산소 (free radical)에 대한 방어, DNA 염색질 

(chromatin)의 구성 요소로서 DNA의 복제 (replication)와 복구 (repair) 등

에 관여하는 물질이며, 2,000개 이상의 아연 관련 transcription factor와 300

개 이상의 DNA-binding protein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24,25,26 또한, 아연은 항

산화 (antioxidant), 항염 (anti-inflammatory), 항암 작용 (proapoptotic 

action)을 가지며, 27 특히 전립선에서는 암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28 그리고, p53 종양 억제 인자 (tumor suppressor)

의 DNA binding과 전사에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29 최근의 몇몇 연구

에서는 아연의 체내 농도가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2, 30  

 동물 실험에서 아연의 식이 섭취 결핍은 식도의 과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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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lasia)을 일으키며, 종양을 유발시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NMBA (N-nitrosomethylbenzylamine)에 의해서도 아연 결핍 시에는 식도암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31 또한, cis-platinum이나 daunorubicin과 같은 항암제에 

의한 이차적인 발암 현상은 염화 아연을 투여하여 메탈로치오닌 

(metallothionein)을 유도하면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 32, 33 

 아연이 전립선 암에서 다른 장기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전립선의 특이한 성질 때문이다. 즉, 정상 전립선 세포는 다른 조직에 비해 

아연과 구연산 (citrate)의 농도가 높은데, 전립선 암 세포는 정상의 전립선 

세포와 달리 아연과 구연산의 농도가 낮고 타 장기의 정상 세포 수준이다. 이

는 정상 전립선 세포는 구연산을 생성 (citrate-producing)하기 때문인데, 이

는 mitochondrial-aconitase (m-aconitase)가 적어서 Krebs cycle에서 구연산

을 산화시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전립선 암세포는 구연산

을 산화 (citrate-oxidizing)시키기 때문에 그 양이 적어지는데, 이때 아연은 

구연산을 cis-aconitate로 만드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m-aconitase에 대해서 

경쟁적인 억제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34 미토콘드리아의 아연은 m-aconitase를 

억제하고, 이는 구연산의 산화를 방해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도 

악성 골 육종 세포의 세포 내 아연 농도는 7.5 µmol/L로서 정상 섬유 모세포

의 19.5 µmol/L에 비해서 아연을 축적시키는 능력이 감소 되어있어, 아연의 

감소는 구연산의 산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세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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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볼 수 있다.  

 아연 (free zinc)은 그 농도 혹은 세포에 따라서 세포 고사를 억제하

기도 하며 반대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95년 Provinciali 등 35

은 쥐의 흉선 세포 (mouse thymocyte)에서 높은 농도 (600~75μM)의 아연에서

는 세포 고사를 억제시킨 반면, 낮은 농도 (15~7.5μM)에서는 세포 고사를 증

가시켰다고 발표하였으며, 2001년 Schrantz 등 10은 human Burkitt lymphoma B 

cell에서 10~50μM의 낮은 농도의 아연은 caspase 3를 억제하여 세포 고사를 

억제하지만, 50~100μM의 높은 농도에서는 caspase 3를 활성화시켜 세포 사멸

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인 망막 색소 세포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에서 아연 이온 (Zn2+)이 세포 내 ROS (reactive oxygen species)를 유도

해서 세포를 사멸 시키며, 이는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 

1/2, JNK 1/2/3, p38 MAPKs를 활성화시키고, 이들 MAP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화를 통해서 100μM 정도의 낮은 아연 농도에서는 세

포 고사를, 1mM 정도의 높은 농도에서는 이차적인 세포 괴사를 나타낸다는 보

고도 있다. 36 이와 같이 아연은 농도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이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저 농도(0.1mM 아연+2.5mM 구연산)

에서는 골 육종 세포에 변화가 없었고, 중등도 농도 (0.3mM 아연+7.5mM 구연

산)에서는 세포 고사, 고 농도 (0.5mM 아연 + 12.5mM 구연산)에서는 세포 괴

사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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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n vivo에서 아연에 의한 세포 고사의 조절은 훨씬 복잡해서 

Down 증후군 환자에서는 혈중에 아연의 농도가 낮으며, 이 때에는 말초 혈액 

에서 immature myeloid cell 뿐만 아니라 고사된 말초 혈액 세포 (apoptotic 

peripheral blood cell)가 다수 관찰 되지만, 아연의 보충 시에는 세포 고사 

작용으로 immature myeloid precursor cell이 소실되고, 고사된 말초 혈액 세

포는 감소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세포사멸에 관한 아연의 작용

은 상당히 복잡한 기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7, 38 

 아연이 세포의 어느 곳에서 작용하여 세포사멸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가설이 많이 있는데, 아연이 +2가의 이온으로서 종양의 신생 혈관 형성을 방

해하는 endostatin과 결합하여 암 전이를 막는데 작용 한다고도 하며, 39 Park 

등 6은 세포 외부의 아연이 ERK에 의한 p21Cip/WAF1 의 활성화로 대장암의 치료

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Prasad 등24은 아연이 항산화제 (antioxidant)이면서 

NF-қB를 활성화 시키고, 이는 DNA에 작용하여 IL-2를 활성화 시켜 면역이 증

강되고, ROS를 없애주는 metallothionein을 유도하므로 암의 예방에도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Kim 등40은 아연과 아연의 ionophore인 pyrithione이 

시간과 농도 의존성으로 NF-қB의 활성화를 억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소의 

뇌 내피 세포에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ostello 등 28은 전립선 암

세포에서 아연이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여 cytochrome C의 유리를 통한 

apoptotic cascade를 통해 세포 고사가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 5, 28 백혈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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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 (HL–60 cell line)에서는 아연의 ionophore인 pyrithione (py)을 사용하

여 세포 내로 아연을 이동시켜 줌으로써, P38 MAPK를 통한 caspase의 활성화에 

의해서 세포사멸이 가능하였고, 낮은 농도에서는 세포 고사를 높은 농도에서

는 세포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아연의 세포 내로의 이동이 없을 시에는 세포

사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4 Jeong 등41은 MTX-LDH 

(methotrexate-layered double hydroxide) 혼성체를 만들어 세포 내로 메토트

렉세이트 유입을 증가 시켰다고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아연에 구연산을 첨

가함으로써, 아연-구연산 복합물로서, 아연이 세포 내로 쉽게 진입되도록 하

였다. 한편, Kim 등42은 아연과 아연의 ionophore인 pyrrolidine 

dithiocarbamate (PDTC)는 ubiquitin-proteasome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억제

하며, proteasome의 기질인 p21, p53의 반감기가 길어지며, 따라서 p21이 증가

된다고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PDTC에 의한 p21의 신생 합성 (de novo 

synthesis)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유방암 세포주에서는 p53의 wild 혹은 mutant type에 따라서 signal 

pathway가 달라지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 wild type p53인 세포

주에서는 아연의 신호 전달은 p53과 p21Cip/WAF1을 통한 세포 고사로 진행되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고, p53 mutant type의 세포주에서는 Akt, cyclin D1

을 통한 세포의 증식이 진행되므로, 기능하는 p53의 존재 여부가 아연에 의한 

세포 생사의 역할에서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8 p53 mutant형은 실제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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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50%이상에서 발현되며, 보통 cisplatin과 같은 약제에 저항성이므로, 이

때에는 아연을 제거하는 것이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tachpyridine과 같은 iron & zinc chelator가 오히려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것

이라는 주장도 있다. 43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p53 mutant형인 골 육종 세포

에서 아연-구연산 복합물은 p53과 무관한 p21의 증가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G2기에서 세포의 분열이 정지됨을 볼 수 있었다. 

 Bcl-2는 세포 고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는 세포 고사를 

억제하며, 44 Bax와 함께 세포의 생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5 Bax

는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에 작용하여 막공 (pore)을 형성하여 cytochrome c와 

같은 세포 고사에 필요한 단백을 세포질로 방출하게 하는 세포 고사에 있어 

중요한 단백질이다. 46 본 실험에서는 골 육종 세포주에서 아연-구연산 복합물

의 투여로 인해 Bcl-2의 쇠퇴 및 Bax 단백질의 활성화에 의한 caspase-3의 활

성화에 의해 세포 고사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연-구연산 복합물은 골 육종 세포의 세포 고사를 일으

키는데, 이는 p53과 관련 없는 p21의 활성화와 항 고사 인자인 Bcl-2의 쇠퇴 

및 고사 인자인 Bax 단백질의 활성화에 의한 caspase-3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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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아연-구연산 복합물이 골 육종 세포에서 세포 고사를 일으킴을 처음으로 발견

하였으며, 이러한 세포 고사는 세포 내의 다양한 anti-apoptotic gene과 

pro-apoptotic gene을 자극해서 일어났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

으로 동물 실험을 통한 생체 내에서의 아연-구연산 복합물이 항암 효과가 있

는지가 밝혀진다면 이는 향후에 사용 가능한 또 하나의 항암 치료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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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advent of chemotherapy in osteosarcoma limb salvage procedure 

has become possible and the survival rate of the patients has improved. Ye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drug resistance and relapse. Multi-drug 

resistance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is treatment failure in patients 

with osteosarcoma.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zinc, as a mineral 

component, has cytotoxic and apoptotic effects on various cancer cell lines 

of lymphocyte, breast, prostate, ovary, and col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study regarding the effect of zinc on the osteosarcoma cell 

lin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iological and molecular effects of zinc 

on the osteosarcoma cell line in vitro study by comparing the osteosarcoma 

cell with normal fibroblast cell. 

Primary cultured normal fibroblast (CCD-1120Sk) and osteosarcoma cells 

(MG-63) were exposed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zinc chloride and 

zinc-citrate compound. Each was cultured for various time durations.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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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CCK-8 assay. The cytotoxic effect on cell 

cycle was evaluated with flow cytometry and the apoptosis was confirmed by 

the DNA laddering using the agarose gel electrophoresis. I checked the 

activity of p21WAF1, Bax, Bcl-2, procaspase-3 using the Western blot analysis 

and caspase-3 activity by ELISA to check the molecular mechanism of 

apoptosis. 

The CCK-8 assay revealed that the zinc-citrate compound rather than zinc only, 

in vitro condition, had distinguishably cytotoxic effects on osteosarcoma 

cell line in proportion to the dose and time comparing with the normal 

fibroblast. The flow cytometry and the DNA laddering analysis further showed 

the apoptosis of the osteosarcoma cells by the particular zinc-citrate 

compound (0.3mM zinc and 7.5mM citrate). The molecular mechanisms of 

apoptosis are associated with inactivation of Bcl-2, enhancement of Bax, and 

activation of caspase-3.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zinc-citrate compound induces apoptosis 

of osteosarcoma cells. The zinc-citrate compound is expected to be a new 

regimen of the chemotherapy although in vivo investigations should follow 

to ascertain the clinical relev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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