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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Ganoderma lucidum(Ganoderma or lingzhi, 靈芝) is a well-known oriental medical 
mushroom containing many bioactive compounds. The possible mechanisms involved in its 
effects on cancer cells remain to be elucid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anti-proliferative 
and apoptotic activities of the G. lucidum ethanol extract(GEE), in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were investigated. 
Methods : It was found that exposure of AGS cells to GEE resulted in the growth inhibition in 
a dose and time dependent manner as measured by trypan blue count and MTT assay. The 
anti-proliferative effect of GEE treatment in AGS cells was associated with morphological 
changes and formation of apoptotic bodies, and the flow cytometry analysis confirmed that 
GEE treatment increased the populations of apoptotic-sub G1 phase. Growth inhibition and 
apoptosis of AGS cells by GEE were connected with a concentration and time-dependent 
up-regulation of tumou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TRAIL) expression. 
Results : The levels of XIAP and survivin expression, members of IAP family proteins, were 
gradually down-regulated by GEE treatment. However other members of IAP family proteins 
such as cIAP-1 and cIAP-2 remained unchanged in GEE-treated AGS cells. GEE treatment 
also induced the proteolytic activation of caspase-3, caspase-8 and caspase-9 and a con-
comitant degradation of poly(ADP-ribose) polymerase(PARP) protein, a caspase-3 substrate 
protein. Additionally, GEE-induced apoptosis was associated with the inhibition of Akt 
activation in a concentration and time-dependent manner, and pre-treatment with LY294002, 
a phosphoinositide 3-kinase(PI3K)/Akt inhibitor, significantly increased GEE-induced growth 
inhibition and apoptosis. 
Conclusions : Therefore, G. lucidum has a strong potential as a therapeutic agent for pre-
venting cancers such as gastric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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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서 남자

의 경우 체 암 발생자  약 24%(1 ) 정도를 

차지하고, 여자는 약 15.3%(2 )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에서 암의 발생 추이는 하게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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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높은 발생률을 보

이고 있는데, 2005년 통계 기 으로 암 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남자 29.4명  여자15.7명으로 다

른 장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암의 조기 발

견과 방의 요성이 감소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는 다소 어들고 있으나 여 히 우

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암 에서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1)
.

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수술의 과거력, 만성 축성 

염, 악성빈 , 헬리코박터 이로리균의 감염, 용

종성 폴립같은 병변성 원인이나 식이  원인(질산

염 화합물, 짠 음식, 단백, 비타민 식이, 음주, 

흡연)  가족력에 의한 유 성 요인 등을 원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 

지는 微溫無毒하며 甘微苦하여 心, 脾, 肺, 肝, 

腎經에 들어가며 養心安神, 補氣益血, 止咳平喘하

는 효능이 있다
3)
. 한 polysaccharide, tritepene, 

nucleoside, steroid, fatty acid, alkaloid, 단백질, 아

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利尿作用, 

解毒作用, 補肝作用, 調壓作用이 뛰어나며, 强心, 强

壯, 强精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抗菌作用, 抗厭症作用과 免疫作用 뿐만 

아니라 抗癌作用 등의 약리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 져 오고 있다
4)
.

지를 약침액으로 조제하여 연구한 바, 알 르

기 반응을 억제하고,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발표되었으나, 지 추출물  지 약침액

에 의한 구체 인 항암 기 은 아직 완 히 밝

지지 않은 상태이다
4)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약침액의 항암효과  

그와 연 된 기 을 조사하기 하여 gastric ade-

nocarcinoma(AGS) 인체 암세포를 상으로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암세포 증식  생존율 억

제 조건을 설정하여 동일 조건에서 지 약침액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억제가 특히 세포사멸(apop-

tosis) 유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세포사멸과 연 된 다양한 유 자들의 발

 변화를 조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II.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시약

1) 지 약침액

본 실험에 사용된 지(Ganoderma lucidum, 靈

芝)는 동의 부속한방병원에서 공  받은 것으로, 

갓부분 500 g을 증류수로 수침(水沈)하여 4 L의 

25% ethanol을 첨가하여 10시간 동안 실온에서 추

출(G. lucidum ethanol extract, GEE)하 다. 추출

된 용액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0.2 

mm 여과지에서 여과하여 rotary evaporator로 500 

ml이 되도록 감압농축하 다. 실온에서 냉각시킨 

뒤 감압필터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압·

멸균하여 -20
o
C에 보 하 다가 실험직  배지에 

희석하여 사용하 다. 

2) 시약

단백질 분석을 하여 사용된 tumou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TRAIL), 

death receptor 4(DR4), DR5, Fas, Fas ligand 

(FasL), actin, Bcl-2, Bcl-XL, Bax, Bad, Bid, 

XIAP, cIAP-1, cIAP-2, survivin, caspase-3, cas-

pase-8, caspase-9  poly(ADP-ribose) polyme-

rase(PARP)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Santa Cruz, CA, USA)  CalBiochem(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 으며, immuno-

blotting을 해 2차 항체로 사용된 peroxidase- 

labeled donkey anti-rabbit  peroxidase-labeled 

sheep anti-mouse immunoglobulin은 Amersham 

Life Science Corp.(Arlington Heights, IL, USA)에

서 구입하 다. 한 caspases의 in vitro 활성 측정

을 한 colorimetric assay kit는 R&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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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 다. 

2. 암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AGS 인체 암세포는 생명공학연

구소(KRIBB, Taejeon,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90%의 RPMI-1640 배지(Gibco BRL, Grand  Is-

land, NY, USA),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에 1%의 penicillin  streptomy-

cin(Gibco BRL)이 포함된 성장배지를 사용하여 

5% CO2, 37
o
C의 조건하에서 배양하 다. 배지는 

매 48시간마다 교환해주었고, 세포수의 증식에 따

른 과 도 상을 해소하기 하여 0.05% tryp-

sin-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EDTA, Gibco 

BRL)를 처리하여 세포를 부유시킨 다음 정수의 

세포를 분주하여 재 배양하 다.     

3. Hemocytometer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의 측정

세포 배양용 6 well plate에 AGS 암세포를 3× 

10
4
개/ml의 개수로 well당 2 ml씩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 지 약침액을 정농도로 처

리하여 배양하 다. 

72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0.05% trypsin- 

EDTA를 처리하여 세포를 부유시켜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각 well 당 정량을 첨가

하여 세포를 모은 다음,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 하 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세포만 남긴 다음 

다시 PBS를 1 ml 첨가하여 잘 섞은 후 세포 부유

액과 0.5% trypan blue(Gibco BRL)를 동량으로 

섞은 후 2분간 처리한 후 도립 미경(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를 계수하

으며, 아울러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암세포의 

형태 변화를 동시에 찰하 다. 이에 따른 결과를 

Microsoft EXCE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4. MTT assay에 의한 세포 성장억제 조사

세포배양용 6 well plate에 AGS 인체 암 세포

를 3×10
4
개/m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지 약침액을 배지에 희석하여 처리하여 72

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tetrazolium bro-

mide salt(MT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시약을 0.5 mg/ml 농도로 희석하여 

200 μl씩 분주하고 3시간동안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난 다음 MTT 시약을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DMSO, Sigma)를 1 ml씩 분주하여 well

에 생성된 formazin을 모두 녹인 후 96 well plate

에 200 μl씩 옮겨서 ELISA reader(Molecular De-

vices, Sunnyvale, CA, USA)로 54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측정은 모두 세 번을 하 으며, 그

에 한 평균값과 표  오차를 Microsoft EXCE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5. DAPI staining에 의한 암세포 핵의 
형태 찰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암세포의 apoptosis 유

발 여부 확인을 한 핵의 형태  변화를 찰하

기 하여 비된 세포를 모은 다음 37% formal-

dehyde 용액과 PBS를 1：9의 비율로 섞은 fixing 

solution을 모아진 세포에 500 μl 첨가하여 충분히 

섞은 후, 상온에서 10분 동안 고정하 다.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PBS 200 μl 를 넣어서 충분히 섞은 후, slide glass 

에 80 μl 정도 떨어뜨려 1,000 rpm에서 5분간 

cytospin하 다. PBS로 2∼3회 washing하고 PBS가 

다 마르기 에 0.2%의 Triton X-100(Amresco)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고정하 다. 그 후 다시 

PBS로 washing하고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Sigma) 용액을 세포가 고정된 slide glass 

에 당량을 떨어뜨린 후 빛을 차단하고 상온에

서 염색시켰다. 15분 정도 염색시킨 후, PB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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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I 용액을 충분하게 세척하고 증류수로 재빨리 

세척한 다음 absolute alcohol을 이용하여 탈수과정

을 거친 slide glass 에 mounting solution을 처리

한 후 형  미경(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

여 400배의 배율로 각 농도에 따른 암세포의 핵의 

형태 변화를 찰한 다음 Axio Vision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촬 을 하 다.

6. Flow cytometry 분석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에 한 정량  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지 

약침액이 함유된 배지에서 72시간 동안 배양시킨 

암세포들을 씻어 내고 0.05% trypsin-EDTA를 처

리하여 부유시킨 다음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세포들만 모았다. 여기

에 다시 PBS를 첨가하여 충분히 씻은 다음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만 버리고 

남은 세포에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를 이

용하여 고정  염색을 하여 4
o
C,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시킨 다음 DNA flow cytometry 

(Becton Dickinson)에 용시켜 형 반응에 따른 

histogram을 ModiFit LT(Becton Dickinson) 로

그램으로 분석하 다.

7. Western blot analysis에 의한 단백질 
발 의 분석 

지 약침액이 처리된 배지에서 자란 AGS 세포

들을 PBS로 씻어 내고 0.05% trypsin-EDTA를 처

리하여 부유시킨 다음 원심분리를 하여 세포를 모

았다. 이 게 모아진 세포에 당량의 lysis buffer 

[25 mM Tris-Cl(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methylsulfonyl 

fluoride(PMSF), 5 mM dithiothreitol(DTT)]를 첨

가하여 4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취하

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Bio-Rad, Hercules, CA, USA)과 그 사용방법

에 따라 정량 한 다음 동량의 Laemmli sample 

buffer(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이

게 만든 동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phate(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기

동으로 분리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함유한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Schlei-

cher and Schuell, Keene, NH, USA)으로 elec-

troblotting에 의해 이시킨 후, 5% skim milk를 

함유한 PBS-T(0.1% Tween 20 in PBS)에 담구어 

상온에서 1시간 정도 incubation하여 비특이 인 

단백질들에 한 blocking을 실시하고 PBS-T로 15

분(5분간 3번)정도 세척하 다. 비된 membrane

에 1차 항체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는 

4
o
C에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세척(15분

간 1번, 5분간 5번)하고 처리된 1차 항체에 맞는 2

차 항체(PBS-T로 1：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세척(10분간 4번)하고 enhanced Chemi-

luminoescence(ECL) 용액(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용시킨 다

음 암실에서 X-ray film에 감 시켜 특정단백질의 

양을 분석하 다.   

8. In vitro caspase-3, -8  -9 활성 변
화의 측정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caspases의 활성화 정

도를 알아보기 하여 지 약침액이 처리된 배지

에서 72시간 배양된 세포를 모은 뒤 단백질을 추출

하고 정량하여 각각 150 μg의 단백질을 fluorogenic 

peptide 기질 100 μM이 함유된 extraction buffer 

[40 mM HEPES(pH 7.4), 20% glycerol(v/v), 1 

mM EDTA, 0.2% NP-40 and 10 mM DL-DTT] 

50 μl에 혼합하 으며, microtiter plate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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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 lucidum ethanol extract 
(GEE) on the viability and cell proliferation of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 AGS cells were seeded at 3×104/ml in a 6-well 
plate and incubated for 24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able concentrations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 trypsinized and the viable cells were scored by 
hemocytometer counts of trypan blue-excluding cells. 
(B) The cells were seeded at 3×10

4/ml in a 6-well plate 
and incubated for 24 h. Cells were treated with variable 
concentrations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 The 
growth inhibition was measured by the metabolic- 
bye-based MTT assay. 

extraction buffer에 희석하여 각 sample 당 총 

volume이 100 μl가 되게 하 다. 실험에 사용된 기

질은 caspase-3의 경우에는 Asp-Glu-Val-Asp 

(DEVD)-p-nitroaniline(pNA)이었고 caspase-8의 경

우에는 Ile-Glu-Thr-Asp(IETD)-pNA이었으며, cas-

pase-9은 Leu-Glu-His-Asp(LEHD)-pNA 다. 

비된 plate를 37
o
C에서 3시간동안 incubation 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의 흡 도를 

이용하여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 다. 

9. 세포 내 ROS 생성 측정 

세포 내에 ROS 생성은 DCFH-DA 염색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지 약침액이 함유된 배지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시킨 암세포들에 DCFH- 

DA를 20분 간 처리한 후 세포들을 모았다. 여기에 

다시 PBS를 첨가하여 충분히 씻은 다음 2,000 rpm

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만 버리고 남은 

세포를 PBS에 부유 시킨 다음 DNA flow cyto-

metry에 용시켜 형 반응에 따른 histogram을 

ModiFit LT 로그램으로 분석하 다.

III. 결 과 

1. AGS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율에 미
치는 향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AGS 인체 암세포의 

생존율과 세포성장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지 

약침액을 농도별로 24, 48  72시간 동안 처리한 

후, hemocytometer로 살아있는 세포의 수를 먼  

계수하 다. Fig. 1A의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체 암세포주인 AGS 세포에서 지 약침액의 

처리 시간  농도의 증가에 따라 살아 있는 세포

의 수가 차 감소되어 2% 처리군에서 72시간 후 

살아 있는 세포의 수는 30% 이하로 하게 감소

하 다. 그리고 MTT assay를 통한 세포 생존율 

조사에서도 hemocytometer를 이용한 세포계수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Fig. 1B). 이상의 결과

에서 살펴볼 때 AGS 암세포는 지 약침액에 

의해 세포성장과 생존율이 농도와 시간에 의존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2. AGS 암세포의 형태에 미치는 향

지 약침액에 의한 AGS 암세포의 성장  

증식억제와 연 된 암세포의 체 인 형태 변화

를 찰하기 하여 다양한 농도의 지 약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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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rphological changes of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fter treatment with GEE. 
The cells were seeded at 3×104/ml in a 6-well plate and 
incubated for 24 h. Cells were treated with variable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 Cell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light microscopy. Magnification, ×200.

Fig. 3. Formation of chromatin condensation by 
GEE treatment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GEE for 72 h and then 
stained with DAPI solution. After 10 min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the cells were washed with PBS 
and nuclear morphology was photographed with a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blue filter. Magnification, 
×400.

72시간 동안 처리한 후 도립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

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암세포의 도가 매우 

감소하면서 암세포 표면이 히 돌출되면서 긴 

분지를 형성하는 구조로 바 었으며, 차 부착력

을 상실하고 배지 로 부유되는 경향성이 증가하

는 것과 같은 심한 형태  변화가 찰되었다. 

3. AGS 암세포 핵의 형태에 미치는 
향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AGS 암세포의 성장 

억제, 생존율 감소  형태변화가 apoptosis 유발과 

연 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이를 한 AGS 암

세포 핵의 형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확

인하기 하여 정상  지 약침액이 처리된 배

지에서 배양된 암세포를 고정시킨 후 DAPI 염색

을 실시하여 형 미경하에서 찰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 처리군

의 경우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핵의 도 감소

와 더불어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에서 형 으

로 찰되는 염색질 응축 상이 매우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성장 억

제, 생존율 감소  형태변화가 apoptosis와 직

인 연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세포사멸 유발의 정량화

이상의 결과에서 AGS 암세포의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암세포의 생존율 억제는 세포사멸 유

발과 직 인 연 이 있었기에 지 약침액 처리

에 따른 세포사멸 유발의 정도를 정량 으로 분석

하 다. 이를 하여 정상  지 약침액이 처리

된 배지에서 자란 세포를 모아 cell cycle test kit를 

사용하여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세

포주기의 sub-G1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빈도를 증

가시켰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의 처리 

농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sub-G1기의 세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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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crease of sub-G1 cell population by 
GEE treatment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Exponentially growing cells at 50% confluency were 
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A) or with 2%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B). 
The cells were trypsinized and pellets were collected. 
The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and analyzed by flow cyto-
metry. The percentages of cells with hypodiploid 
DNA(sub-G1 phase) contents represent the fractions 
undergoing apoptotic DNA degradation. Data are means 
average of two separate experiments. 

Fig. 5. Effects of GEE treatment on the levels of 
TRAIL, DR4, DR5, Fas and FasL expression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left) or with 2%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right).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 
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가 증가하여 2% 농도에서 72 시간 처리된 경우 약 

27.5% 정도의 세포에서 apoptosis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Fas/FasL, DRs  TRAIL의 발 에 미
치는 향

재까지 apoptosis의 유발 경로는 세포막에 존

재하는 death receptor를 경유하는 extrinsic path-

way와 mitochondria의 기능 손상에 연 된 in-

trinsic pathway로 크게 나  수 있다. 이상에서 

찰된 지 약침액에 의한 AGS 암세포의 apop-

tosis 유발 기  해석을 하여 Fas/FasL, DRs  

TRAIL과 같은 apoptosis 유발의 extrinsic pathway 

개시에 요한 death receptor에 속하는 유 자들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농도  시간 

동안 지 약침액이 함유된 배지에서 자란 AGS 

암세포의 총 단백질을 상으로 Western blotting

을 실시하 다.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된 인자들 

, Fas, FasL, DR4  DR5는 큰 변화를 보여주

지 않았으나, TRAIL의 경우 지 약침액 처리 농

도  시간의 증가에 따라 매우 증가하 다. 이는 

지 약침액이 apoptosis 유발에서 Fas/FasL 경로 

보다는 TRAIL 발  증가를 통한 extrinsic path-

way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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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GEE treatment on the Bcl- 2  
family member proteins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left) or with 2%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right).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6. Bcl-2 family의 발 에 미치는 향

Mitochondria의 외막에 존재하며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MMP, Δψm)의 유실을 통한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진 Bcl-2 family에 속하는 몇 가지 유 자 

발 의 정도에 미치는 지 약침액의 향을 Wes-

tern blotting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는 Fig. 6에 나

타난 바와 같다. 

Fig. 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표 인 pro- 

apoptotic 인자로 알려진 Bax  Bad의 단백질 발

은 지 약침액 처리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으

나, 표 인 anti-apoptotic 인자인 Bcl-2의 발 은 

지 약침액 처리 농도  시간의 증가에 따라 

하게 감소되었다. 한 extrinsic pathway와 

intrinsic pathway의 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Bid의 단백질 발 은 하게 감소되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Bid 항체로는 Bid의 단

편화된 형태(tBid)의 발  증가는 찰할 수 없었

다. Bid의 경우 단편화된 tBid가 세포질에서 mito-

chondria로 이동함으로서 mitochondria 내에 존재

하는 apoptosis 유발 인자들을 세포질로 유출시키

는 작용을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tBid의 형태를 찰할 수 없

었으나 Bid의 발 이 감소된 은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이 extrinsic pathway  in-

trinsic pathway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Bax  Bad의 발 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 

Bcl-2의 발  증가로 상 인 pro-apoptotic 인자

들의 발 이 매우 증 된  등으로 미루어 Bcl-2 

family에 속하는 인자들이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7. IAP family의 발 에 미치는 향 

Apoptosis 유발의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하는 

caspase와 결합하여 그들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apoptosis 유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IAP) family에 속하는 다양한 

유 자들이 지 약침액의 처리에 의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 다. 이를 하여 동

일 조건에서 배양된 AGS 암세포의 총 단백질을 

이용한 Western blotting 방법에 한 결과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침액 처리군에서 

조사된 IAP family에 속하는 유 자 , cIAP-1 

 cIAP-2의 발 에 지 약침액은 아무런 변화를 

미치지 못하 다. 그러나 XIAP  survivin의 발

은 지 약침액 처리 농도  시간 의존 으로 발

이 매우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AGS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에 

IAP family 인자들의 선택  발  하가 련되

어 있으며, 이들의 발  하는 caspase의 활성 증



지 약침액이 인체 암 세포 성장억제  세포사멸 유발에 미치는 향

- 279 -

Fig. 7. Effects of EGG on the levels of anti- 
apoptotic IAP family members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left) or with 2%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 (right).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anti- cIAP-1, anti- 
cIAP-2, anti-XIAP and anti-survivin antibodies. Pro-
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가에 어느 정도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8. Caspases의 발   활성에 미치는 
향

Extrinsic  intrinsic pathway를 포함한 체

인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caspases의 발   그들의 활성에 

미치는 지 약침액의 향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다양한 농도의 지 약침액이 72시간 처리된 

AGS 암세포를 상으로 apoptosis 유발 경로에

서 extrinsic pathway의 표 인 initiator caspase

인 caspase-8, intrinsic pathway의 표 인 initia-

tor caspase인 caspase-9  두 경로의 공통된 표

인 effector caspase에 해당되는 caspase-3의 발

을 해당 항체를 이용한 immunoblotting 법  각 

caspase의 fluorogenic peptide 기질을 이용한 in 

vitro 활성의 정도를 직  측정하 다. 

Fig. 8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

침액의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된 3 가지 

caspase의 활성형에 해당되는 단편화된 단백질의 

발 이 모두 증가되었다. 이상의 Western blotting

에 의한 결과를 재확인하고 이들 caspases의 활성

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하여 caspases의 활성 

정도를 직  분석한 결과,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

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침액의 처리 농

도 증가에 따라 조사된 3가지 caspase의 활성이 모

두 처리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어 2.0%의 지 

약침액 72시간 처리에 의하여 모두 4∼5배의 증가

를 보여 주었다. 

한편 DNA repair  genomic stability에 여하

며 apoptosis 유도의 가장 뚜렷한 마커로 사용되는 

caspase-3의 표 인 기질 단백질인 PARP의 발

에 미치는 지 약침액의 향을 조사한 결과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정상 인 PARP 단백

질은 약 116 kDa의 분자량을 가지나 caspase-3의 

활성화로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에서는 단편화되

어 85 kDa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된다. Fig. 8에 제

시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0%의 지 약침액

이 희석된 배지에서 배양된 AGS 암세포에서 단

편화된 단백질의 발 이 찰되었으며, 2.0% 지 

약침액 처리군에서는 85 kDa로 단편화된 PARP의 

발 이 매우 증가되었다. 이는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하여 AGS 암세포에서 caspase-3의 활성화에 

의한 결과이며, 특히 caspase-9 뿐만 아니라 cas-

pase-8도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하여 활성화된 

은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AGS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에는 extrinsic pathway와 intrinsic 

pathway가 동시에 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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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GEE treatment on the levels of 
caspase-3, -8, -9 and  PARP expression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 The cells were lysed, and cellular pro-
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
branes were probed with the anti-caspase-3, anti- 
caspase-8, anti-caspase-9 and anti-PARP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Fig. 9. Activation of caspase-3, caspase-8 and 
caspase-9 by GEE treatment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 collected and then lysed. Aliquots(150 μg 
proteins) were incubated with DEVD-pNA, IETD-pNA 
and LEHD-pNA for caspase-3, caspase-8 and caspase-9 
activity, respectively, at 37oC for 3 h. The released 
fluorescent products were measured. The data shown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9. 세포 내 ROS 생성에 미치는 향

다양한 세포 내ㆍ외 신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ROS는 DNA  mitochondria의 손상을 유발시키

면서 apoptosis 유발 진 신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이상에서 찰된 지 약침액에 의한 AGS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이 ROS 생성과 연 성

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다. 이를 하여 2%

의 지 약침액이 희석된 배지에서 자란 AGS 

암세포를 상으로 DCFH-DA를 처리한 후 DNA 

flow cytometry 분석을 실시하 다.

Fig. 10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침액의 

처리 1시간부터 ROS의 생성이 조군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며, 이는 3시간 처리까지 지속되었다. 그

러나 그 후부터는 조군의 수 으로 다시 회복되

는 경향성을 보여주어 지 약침액 처리 기 단

계에 ROS의 생성이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조기 ROS의 

생성이 암세포의 증식 억제  apoptosis 유발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표 인 ROS scavenger인 N-acetyl-L-cysteine 

(NAC)을 1시간 선처리 후 지 약침액을 다시 처

리하여 그에 따른 암세포의 증식  apoptosis 유

발의 정도를 비교하 다. Fig. 1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NAC에 의한 인 인 ROS의 생성 억제는 

지 약침액에 의한 AGS 암세포의 증식억제나 

apoptosis 유발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는 

지 약침액에 의한 ROS의 생성이 apoptosis 유발

과는 연 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0. Akt 단백질의 발   인산화에 미
치는 향

Akt는 phosphoinositide 3-kinase(PI3K)의 신호



지 약침액이 인체 암 세포 성장억제  세포사멸 유발에 미치는 향

- 281 -

Fig. 10. Increased ROS generation by GEE treat-
ment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ells were treated with 2% GEE for the indicated 
times and collected. The cells were stained with 
DCF2HDA for flow cytometry analysis. At each time 
point, the fluorescent intensity was measured using a 
flow cytometer.

Fig. 11. Effect of N-acetyl-L-cysteine(NAC), a  
ROS scavenger, in GEE-induced growth inhibition 
and apoptosis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 AGS cell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NAC(10 
mM) for 1 h before challenge with 1.0% and 2.0% 
GEE for 72 h. The cell viability was then determined 
using a MTT assay. (B) The cell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A) were evaluated for sub-G1 DNA 
content using a flow cytometer. Results represent the 
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기 의 하  단백질로써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지 약침액 항암활

성의  다른 기  해석을 하여, 지 약침액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억제  apoptosis 유발에 이 

단백질의 비활성화가 동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다. 이를 하여 지 약침액이 처리된 배지에서 

배양된 암세포를 상으로 Akt 단백질의 발   

그들의 활성화 변화를 조사하 으며, 활성화의 여

부는 인산화의 정도로서 정하 다. 

Fig. 12A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침액의 처리 농도 증가에 따라 Akt 단백질 체

의 발 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 약침액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Akt의 활성형인 인산화된 

Akt(pAkt)의 발 은 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 약침액의 처리 시간 증가에 따른 

결과에서도 유사하 다(Fig. 12B). 따라서 이러한 

지 약침액 처리에 따른 Akt의 인산화 감소가 

apoptosis 유발에 직 으로 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다. 이를 하여 PI3K/Akt 특이  해제

로 알려진 LY290042를 처리하려 Akt 활성을 인

으로 다소 억제시켰을 경우 지 양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이 더욱 증가되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 다.

Fig. 13A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침액 

단독 처리에 의하여 Akt의 비활성화나 PARP의 

단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Akt의 활성을 

인 으로 억제시켰을 경우, LY290042 단독 처리

군에 비하여 PARP의 단편화 정도가 하게 증

가되었다. 아울러 정량 인 평가에서도 Akt 해제

와 지 약침액의 동시 처리에 의하여 AG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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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activation of Akt by GEE treatment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GEE for 72 h(A) or with 2% of GEE for the 
indicated times(B).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anti-phospho-Akt(pAkt) 
and anti-Akt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
ternal control. 

Fig. 13. Increase of GEE-induced apoptosis by 
inhibition of Akt signal pathway in AGS human 
gastric carcinoma cells. 
(A) AGS cells were treated with 25 µM LY294002, a 
PI3K/Akt inhibitor, for 1 h before a challenge with 
2.0% GEE for 72 h.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anti- pAkt, anti-Akt and 
anti-PARP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B) AGS cells were treated with 
LY294002(12.5 and 25 µM) for 1 h before a challenge 
with 2.0% GEE for 48 h and 72 h. The cells were 
evaluated for sub-G1 DNA content using a flow cyto-
meter. Data are means average of two separate experi-
ments. 

암세포 apoptosis 유발이 매우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3B). 이는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Akt의 비활성화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고  찰

암이란 악성 종양을 총칭하는 용어로 개체를 구

성하는 정상 세포가 각종 자극에 의하여 유 자의 

형질 환이 발생하고 그 결과 변형 세포가 유

으로 무 제한 증식을 함으로써 형성된 변형 세

포 집단을 뜻하며, 빠른 성장, 침윤, 체내 각 부

로의 확산  이 등과 같은 특성이 있어 생명의 

을 래한다.  세계 으로 이러한 암으로 인

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가 아니다. 그 에서 암은 우리나라에서 매

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1)
.

한의학에서 癌은 腫瘍, 腸覃, 癭瘤, 廮贅, 癥瘕, 

積聚, 噎膈, 反胃, 惡瘡, 岩 등의 범주에서 취 하고 

있으며, 발생 원인은 外感邪氣, 七情의 변화, 飮食

失調  精氣虛弱 등으로 인하여 氣滯血 가 되거

나 臟腑의 기능이 失調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불 

수 있으며, 治法으로 益氣建脾, 滋陰補血 등의 扶

正法과 淸熱解鬱, 祛濕解毒 등의 祛邪法  扶正祛

邪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5)
. 

지는 微溫無毒하며 甘微苦하여 心, 脾, 肺, 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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腎經에 들어가며 養心安神, 補氣益血, 止咳平喘하

는 효능이 있으며
3)
, polysaccharide, tritepene, nu-

cleoside, steroid, fatty acid, alkaloid, 단백질, 아미

노산, 무기염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利尿作用, 解

毒作用, 補肝作用, 調壓作用이 뛰어나고, 强心, 强

壯, 强精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한 抗菌作用, 抗厭症作用과 免疫作用 

뿐만 아니라 抗癌作用 등의 약리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 져 오고 있는데
4)
, 지를 약침액으로 

조제하여 연구한 바, 지 약침액에 의한 구체 인 

항암 기 은 아직 완 히 밝 지지 않은 상태이다
4)
.

본 연구에서는 지 약침액의 항암활성에 한 

기  해석의 시도로서 지 약침액이 인체 암세

포주인 AGS 세포의 증식과 생존율에 미치는 향

과 이와 연 된 apoptosis 유발 여부  련 기

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먼  정상배지  

지 약침액이 함유된 배지에서 자란 AGS 암세포

의 성장  생존율을 trypan blue와 MTT assay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Fig. 1A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상배지에 비해서 지 약침액이 처리

된 배지에서 자란 세포에서 증식  생존율의 억

제 상이 뚜렷하게 찰되었다. 이러한 증식억제 

 생존율의 감소 상이 세포의 형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 결과 Fig.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지 약침액 처리에 따라 세포질의 응축 

 부착 능력의 상실에 따라 배지 로 부유하는 

세포가 증가하는 등의 심한 형태  변형을 동반하

다. 이러한 지 약침액의 처리에 의한 암세포 

증식 억제, 생존율 감소  형태 변화가 apoptosis 

유발과 한 연 성이 있을 것으로 기 되어 이

에 한 증거를 제시하기 하여 암세포의 핵 형

태 변화를 찰한 결과,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을 처리하지 않은 암세포에서는 핵의 

형태가 뚜렷하게 정상으로 염색이 되었으나 지 

약침액이 처리된 암세포의 경우, 처리 농도 의존

으로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에서 형 으로 

찰되는 염색질 응축에 의한 apoptotic body의 증가 

상을 찰할 수 있었다
6)
. 이는 nucleosome의 

linker DNA 부분의 단에 의한 DNA 단편화의 

결과이므로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암세포의 증

식 억제, 생존율의 감소  형태  변형이 apop-

tosis 유발과 한 련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apoptosis 유발에 한 

증거로서 flow cytometry 분석에 의한 apoptosis 유

발 세포군에 해당하는 sub-G1기에 속하는 세포들

의 빈도를 확인함으로써 apoptosis 유발정도를 정

량 으로 조사한 결과는 Fig. 4A  B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약침액 처

리 농도  시간 의존 으로 sub-G1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증가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인체 암세포주인 AGS 세포

에서의 증식억제, 생존율 감소  형태변화는 

apoptosis의 유발과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rogrammed cell death라고도 불리는 apoptosis

는 개체 보존 수 에서 손상된 세포들의 제거를 

한 요한 수단으로써 개체의 발생단계나 DNA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유  조 하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개체의 생존을 한 방어기 으

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apoptosis 과정이 실패하게 

되면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7)
. 이러한 apoptosis 유발은 

intrinsic pathway  extrinsic pathway의 두 가지 

요한 apoptotic pathway로 구분되어 진다. 특히 

extrinsic pathway의 경우는 FasL 는 TRAIL과 

같은 death receptor들에 의하여 조 되며, 이때 

caspase-8은 이 과정의 요한 initiator caspase로 

작용한다
8)
. 먼  FasL의 경우에는 tumor necrosis 

factor(TNF) receptor superfamily에 속하는 Fas 

(CD95/Apo-1)와 결합함으로써 apoptosis를 개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  다른 death receptor 

ligand인 TRAIL은 Apo-2 ligand로 알려져 있으며 

두 가지 death domain-containing agonistic receptor

인 DR4  DR5와 결합함으로서 apoptosis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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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osteoprotegerin, 

DcR1(TRAIL-R3)  DcR2(TRAIL-R4)와 같은 

세 종류의 decoy receptor와 결합을 하게 되면 

TRAIL signaling이 억제된다
10)
. 특히 정상세포는 

TRAIL에 한 항성을 가지는 반면 암세포의 경

우에는 TRAIL에 해 독성을 가지므로 암세포에

서만 특이 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항암물질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
.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인체 암

세포주인 AGS 세포에서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death receptor  death 

receptor ligand가 여를 하는지 확인한 결과,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Fas, FasL, DR4  DR5는 

지 약침액 처리에 따라 그들의 발 에 아무런 

변화가 찰되지 않았지만 TRAIL의 경우에는 

지 약침액 처리시간  농도 의존 으로 단백질의 

발 양이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 약침액에 의한 apop-

tosis 유발에 있어서 TRAIL의 발  증가로 인한 

death receptor와의 결합증가 등과 같은 extrinsic 

pathway의 활성화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poptosis pathway  intrinsic pathway에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cl-2 family에 속

하는 단백질들은 네 가지의 Bcl homology(BH) 

domains(BH1–BH4)  최소한 한 개의 domain

을 포함하고 있으며, mitochondria 외막에 존재하

여 mitochondria 보존과 mitochondria에 의해 유도

되는 apoptosis를 조 하는 요한 조 자이다
12)
. 

Bcl-2 family 단백질들은 apoptosis를 억제하는 

anti-apoptotic 단백질인 Bcl-2, Bcl-XL, Mcl-1, 

Bcl-W, Bfl-1, Bcl-B와 apoptosis를 유발하는데 

여하는 pro-apoptotic 단백질인 Bax, Bak, Bcl-XS, 

Bok  BH3 only 단백질인 Bid, Bim, Bad, Puma, 

Noxa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 Bcl-2 family의 anti- 

 pro-apoptotic 단백질들은 서로 결합하여 복합

체를 형성하는데 이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

면 mitochondrial membrane의 permeability 변화가 

유발되어 mitochondria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mito-

chondria 내부로부터 cytosol로 cytochrome c가 방

출되어 cysteine-related proteases인 caspases, 종양

억제 유 자인 p53, DNA의 단편화와 연 된 

endonuclease 등의 활성을 조 함으로써 apoptosis

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 본 실험에서는 

지 약침액이 인체 암세포주인 AGS 세포에서 

유발하는 apoptosis에 있어서 Bcl-2 family에 속하

는 단백질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을 농

도  시간별로 처리한 결과 pro-apoptotic 단백질

인 Bax  Bad의 발 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 인 anti-apoptotic 단백질인 Bcl-2

의 발 이 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death receptor의 활성화를 통한 apop-

tosis 유발에 요한 역할을 하는 Bid 단백질의 경

우에도 단편화된 형태인 tBid를 찰할 수 없었으

나 발 양 자체가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 약침액에 의

한 AGS 세포에서의 apoptosis 유발은 extrinsic 

pathway  intrinsic pathway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단되며 이로 인한 mitochondria mem-

brane의 permeability 변화와 그에 따른 cytochrome 

c의 방출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Caspases 의존 인 apoptosis는 여러 단계로 조

되는데 그  IAP family 단백질들은 caspases와

의 직 인 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AP family는 사 

조 인자인 nuclear factor kappa B(NF-κB)에 의

해 조 되며 apoptosis 유발 시 요한 역할을 하

는 caspases와의 결합을 통하여 caspases를 직

으로 억제하는 등 apoptosis의 신호 달 연구에서 

있어서 매우 요한 유 자로써 human IAPs는 

재까지 8가지가 밝 져 있다
15)
. 재까지 밝 진 8 

가지 , human IAPs는 한 개 이상의 bacul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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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 repeat(BIR) domain을 가지며, 이들  일부

는 caspases의 ubiquitination  degradation을 조

하는 RING finger domain 는 protein–protein 

interaction 기능을 하는 caspase-recruitment do-

main(CARD)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 

IAP의 요한 기능으로는 BIR domain 의존 인 

상호작용  caspase-3, caspase-7  caspase-9의 

억제를 통한 apoptosis의 억제기작이다. 특히 IAP 

family  가장 강력한 IAP로 알려진 X-linked 

IAP(XIAP)는 caspases와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XIAP의 BIR3 domain은 

caspase-9와 결합하는 반면에 BIR1  BIR2 do-

main은 활성형 caspases-3  caspase-7과 결합함

으로써 apoptosis를 억제한다
17)
. 이 외에도 다른 

IAP family인 cIAP-1, cIAP-2  survivin의 경우

에도 다양한 caspases와의 결합을 통하여 apoptosis

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 본 실험에서는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하여 IAP family 단백질들

의 발 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결

과,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cIAP-1  cIAP-2

의 발 에는 큰 변화가 찰되지 않았지만 XIAP 

 survivin의 경우에는 지 약침액 처리농도  

시간의존 으로 발 양의 한 감소가 찰되었

다. 따라서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IAP family들의 발 변화에 의한 caspases

의 활성화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caspase protease라는 

효소가 요한 조 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이들은 세포가 정상 으로 성장  

생존할 때에는 핵과 mitochondria의 외막에 불활성 

상태인 proenzyme 형태로 존재하지만 apoptosis 유

발 신호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많은 기질 단백질들

은 분해함으로써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9)
. 이들 caspases는 apoptosis 과정  

기에 작용하는 caspase-2, caspase-8, caspase-9  

caspase-10 등과 같은 initiator caspases와 후기에 

작용하는 caspase-3, caspase-6  caspase-7 등과 

같은 effector caspases로 나 어진다. Initiator cas-

pases  caspase-8은 활성화된 death receptor에 의

해 형성된 DISC에 의하여 활성화되며, caspase-9

는 mitochondria에서 유리된 cytochrome c에 의해

서 형성된 apoptosome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effec-

tor caspases인 caspase-3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많은 

표  단백질들을 분해하여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 Caspase-3이 활성화되면 많

은 표  단백질들을 분해하여 apoptosis를 유발하

게 되는데 가장 표 인 기질 단백질로는 DNA 

repair, DNA stability  사조 에 여하는 

PARP 단백질 등이 존재한다. PARP 단백질은  

nuclear enzyme으로서 DNA repair 동안 DNA의 

결함을 인지하는 F1  F2라고 하는 두 개의 zinc 

finger motif를 가지고 있으며 molecular nick sensor 

기능을 하는 N-terminal DNA binding domain과 

NAD
+
가 결합하는 C-terminal catalytic domain으

로 구성되어 있다
21)
. Caspase-3가 활성화되면 

PARP 단백질의 Asp214와 Gly215 사이에서 분해

가 일어나서 116 kDa의 분자량을 가진 PARP 단

백질이 85  24 kDa의 단편으로 proteolytic clea-

vage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 본 실험에

서는 여러 종류의 caspases  intrinsic pathway 

 extrinsic pathway를 통한 apoptosis 유발에 직

으로 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caspase-3, -8  

-9의 발 과  기질단백질인 PARP 단백질의 단편

화 상에 미치는 지 약침액의 향에 해서 

조사하 다. Fig. 8에서와 같이 caspase-3, caspase- 

8  caspase-9의 경우에는 비활성형 단백질의 감

소는 찰되지 않았지만 활성형 단백질의 발 이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성

형 단백질의 증가를 재확인하기 해서 in vitro 

assay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Fig. 9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조사된 caspases 모두에서 활성 정도가 

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cas-

pase-3의 기질단백질인 PARP의 경우에도 지 약

침액 처리 농도 증가에 의하여 단편화 정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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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 약

침액 처리에 의한 AGS 암세포에서의 apoptosis 

유발은 extrinsic pathway  intrinsic pathway를 

통한 caspase-8  caspase-9의 활성화로 인하여 

caspase-3 활성화  기질단백질인 PARP로 연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OS는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물질 사과정 에 

지속 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리 인 

조건에서의 세포 내 ROS 유지는 산화환원반응의 

균형과 증식에 요한 역할을 한다
23)
. 그러나 ROS

가 과도하게 축 되면 lipid peroxidation, protein 

oxidation, enzyme inactivation  oxidative DNA 

damage 등과 같은 세포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4)
. 일반 으로 부분의 암세포에서는 

ROS가 증가되어 있으며, 물질 사의 활성  ROS 

생산의 증가와 연 된 oxidative stress를 가진다. 

따라서 암세포에서는 ROS 제거억제  외부로부

터의 ROS의 첨가 등과 같은 약간의 ROS stress에 

해서도 손상을 입기 쉬운 생화학  특징을 가진

다
25)
. 한 ROS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에 의해

서 apoptosis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

고 있다
26)
.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먼  다양한 세

포 내·외 신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ROS가 지 약

침액 처리에 의해서도 증가되는지를 확인하 다.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을 처리하

을 경우 처리 1시간부터 ROS의 생성이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나 3시간 정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약침액이 기 단계에서 ROS의 생성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ROS의 

증가가 apoptosis 유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를 확인하기 하여 ROS inhibitor인 NAC을 1 시

간 선처리하여 ROS의 생성을 인 으로 억제시

킨 다음 지 약침액을 처리한 결과, Fig. 11에서와 

같이 AGS 암세포의 증식억제나 apoptosis 유발

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로서 지 약침액이 ROS의 생성을 증가

시키지만 이는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

과는 아무런 연 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erine/threonine tyrosine kinase인 Akt는 

PI3K의 신호기 의 하  단백질로서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서 Akt는 과발 되어 있으며, anti-apop-

totic signaling pathway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 일반 으로 Akt는 

Bad, glycogen synthase kinase 3β(GSK3β)  

FOXO transcription factor 등의 단백질을 인산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o-apoptotic 단백질

인 Bad의 경우 인산화되면 mitochondria로의 tran-

slocation이 억제가 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GSK3β의 경우는 pro- apop-

totic mediator로써 mitochondrial permeability를 증

가시켜 apoptosis 유발에 여하지만 Akt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 불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FOXO transcription factor는 Bim, Bcl-6, 

FasL  TRAIL 등의 발 을 조 함으로써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FOXO transcription factor가 Akt에 의하여 인산화

되면 빠르게 핵으로부터 세포질로 재배치가 되어 

유 자의 transcription을 하지 못하게 된다
28)
.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Akt가 여하는지를 확인하기 하

여 Akt 단백질의 발  변화를 조사한 결과,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 단백질의 발 에는 아

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산화된 Akt의 

발 은 처리농도  시간 의존 으로 히 감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약침액 처리에 의한 

pAkt의 감소가 apoptosis 유발에 직 으로 여

하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PI3K/Akt 특이  

해제인 LY290042를 1시간 선처리하여 Akt의 활성

을 억제시킨 다음 지 약침액을 처리하여 apop-

tosis 유발 정도가 증가하는 지를 확인하 다.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약침액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Akt의 활성을 인 으로 억제시켰을 경우 

PARP의 단편화 상이 하게 증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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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의 유발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 약침액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있

어서 Akt의 비활성화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 약침액에 의한 인체 암

세포주인 AGS 세포에서의 증식억제, 생존율 감소 

 형태변화는 apoptosis 유발과 한 연 이 있

었으며, 이러한 apoptosis 유발에는 TRAIL의 발  

증가를 통한 caspase-8의 활성화 등과 같은 ex-

trinsic pathway  Bcl-2의 발  감소를 통한 

caspase-9의 활성화 등과 같은 intrinsic pathway가 

모두 여하여 effector caspase인 caspase-3의 활성

화와 그에 따른 기질단백질인 PARP의 단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caspases의 활성화

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IAP family  XIAP 

 survivin의 발  감소가 이러한 과정에 연 되

어 있었으며,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Akt의 인산화 억제가 지 

약침액에 의한 인체 암세포주인 AGS 세포에서

의 apoptosis 유발에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지 약침액의 생화학

 항암기  해석을 이해하고 향후 지속 인 연구

를 한 귀 한 자료로 사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지 약침액의 항암활성과 계된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여 AGS 암세포의 증식억제  생존

률 하와 연 된 apoptosis 유발에 미치는 유 자

들의 발   활성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 약침액은 처리 농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AGS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율을 감소시켰다. 

2. 농도 의존 으로 형태변화를 일으켰다.

3. 농도의 증가에 따른 apoptotic body 찰을 보

다.

4. 농도  시간 의존 으로 세포의 빈도를 증가

시켰다.

5. apoptosis 유발에서 death receptor와 유 한 유

자인 TRAIL의 발 을 증가시켰다. 

6. Bcl-2 family에 속한 유 자  anti-apoptotic 

Bcl-2의 발 을 억제하 고, Bid의 발 을 감

소시켰다.

7. 농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IAP family 유 자들 

 XIAP  survivin 발 을 하게 감소시

켰다.

8. caspase-3, caspase-8  caspase-9의 단편화에 

따른 활성화를, 특히 caspase-3 기질단백질인 

PARP의 단편화를 농도 의존 으로 증가시켰

다.

9. ROS 생성을 증가시켰다.

10. Akt 활성을 하게 감소시켰으나 Akt 해

제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을 매우 증

가시켰다.

이상의 결과로 지 약침액의 AGS 암세포의 

증식 억제  생존율 하는 내외 인 경로가 동

시에 여된 apoptosis 유도에 의한 것이며, Akt 

활성의 억제가 경로의 활성화와 한 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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