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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의 Bcl-xL 조 에 의한 

HL-60 세포의 아폽토시스(Apoptosis)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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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cancer properties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 were investigated. The extract from 
S. subspinipes mutilans by 80% EtOH was fractionated with n-hexane, dichloromethan (CH2Cl2), ethylacetate 
(EtOAc), and butanol (BuOH) in order. The EtOAc fraction showed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y (about 80%) 
against human leukemia (HL-60) cell growth at 50 μg/mL. To explore the mechanism of cytotoxicity, we used 
several measures of apoptosis to determine whether these processes were involved in EtOAc fraction-induced 
HL-60 cell death. Our results showed EtOAc fraction induced cell shrinkage, cell membrane blebbing, apoptotic 
body, and DNA fragmentation. The EtOAc fraction gradually decreased the expression of anti-apoptotic Bcl-xL 
and led to the activation of caspase-3, -9 and cleavage of PAR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 subspinipes 
mutilans  exhibits potential anticanc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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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재까지의 유용생물자원활용에 한 심이나 연구는 

주로 한약재와 같은 식물군에 하여 집 되어 왔으나, 동물

군에 속하는 지동물문(Arthropoda)의 이용개발에 해서

는  세계 으로 그 심도가 아주 낮은 형편이었다. 그러

나 최근에 들어 지동물의 다양성과 활용성이 재인식됨과 

동시에 농업과 생물 산업의 기술개발에 지동물이 생물자

원으로서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생물자

원으로서의 이용이란 천 으로서의 활용, 생산  이용, 약용 

 식용 등을 비롯하여 gene pool로서의 요성 등이 강조될 

수 있다. 특히 지동물을 약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동서

양의학을 통해 잘 알려져 온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부터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지동물이 약용으로 쓰이

고 있으나, 과거의 참고자료나 고서들에 있는 한방제로서의 

효용이나 용법은 부분이 과학  분석결과가 없이 경험, 

민간요법, 한의학의 시도에 의한 것들이다(1,2). 로부터 한

약제로 자주 이용되어 온 동물군으로는 주로 굼벵이, 에, 

동충하 , 지네 등 약 30여종이 유용동물군으로 이용되고 

있다(3).

본 연구에 사용된 왕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

tilans)는 분류학 으로 지동물문(Arthropoda), 순각강

(Chilopoda), 왕지네목(Scolopendromorpha), 왕지네과

(Scolopendridae)에 치한다(4). 오공(蜈蚣)은 왕지네과에 

속한 지네류의 충(全蟲)을 말린 것을 말하며, 천룡(天龍), 

낭 (螂蛆), 무가천(無加天)  백족(百足) 등 많은 이명(異

名)을 가지고 있는 동물성한약이다(5). 오공(蜈蚣)은 신농본

경(神農本草經)에 “蜈蚣味辛溫 主鬼注蟲毒 敢諸蛇蟲魚毒 

殺鬼物 老精溫虐 去三蟲”라고 최 로 문헌에 기록된 이래, 

본 강목(本草綱目)에서는 소아의 견풍, 간, 경련, 단독, 

독창(禿瘡), 나력(瘰癧), 충사교상(虫蛇蛟傷) 등을 치료한다

고 하 다(6,7). 한 국에서 발행된 약 사 (中藥大辭

典)에 따르면 약리학 으로 항종양작용, 진경작용, 항진균작

용이 있다고 하며 결핵병의 치료, 백일해의 치료, 암증상의 

치료에 한 임상결과를 보고하고 있다(8).

2004년 통계청에 의하면 암은 우리나라 체 사망원인의 



왕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의 Bcl-xL 조 에 의한 HL-60 세포의 아폽토시스(Apoptosis) 유도 1409

26.3%를 차지하는 주된 사망원인이다(9). 이런 암은  

의학의 부신 발 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방

법들이 개발되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 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들이 남아있다. 특히 암 치료에 있

어서 항암제 요법은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항암제 자체의 비특이성  독성으로 인한 정상세포의 손상

은 해결해야 될 시 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 보

다 안 한 천연항암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10,11).

Apoptosis는 유 으로 보존된 련 유 자에 의해 이루

어지며, 조 이 가능한 능동  세포 죽음과정이다. 이 과정

은 형태 으로 세포의 비 감소, 세포막의 괴, 염색체의 

응축 등과 더불어 세포내부의 물질들이 사멸체(apoptotic 

body)라는 포낭을 형성하고 형성된 사멸체들은 식세포 작용

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다(12). 반면 괴

사(necrosis)는 직 으로 독성이 있거나 물리  상해 등 

갑작스런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수동  과정으

로 염색사의 불규칙한 응집과 세포질의 팽창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막이 괴되면서 세포가 분해되고 

이들은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13). 이에 apoptosis 유도에 

의한 세포사멸은 종양이 항암치료에 의해 효과를 나타내는 

요한 기 으로 알려져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약용동물 에 외상, 종기, 종양, 결핵, 신경통, 통 

등을 치료하는데 민간 약제로 사용해 왔다고 보고된 오공(蜈

蚣)  왕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의 추출

물을 이용하여 apoptosis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지 알아보

았다.

재료  방법

시료의 추출  용매분획

왕지네의 에탄올 추출물  순차  분획물의 제조는 80% 

에탄올(EtOH)  분획용 헥산(n-hexane), 디클로로메탄

(CH2Cl2), 에틸아세테이트(EtOAc) 그리고 부탄올(BuOH)

을 사용하여 용매의 극성을 이용한 순차  추출법을 사용하

다. 즉 분말 건조된 시료에 80%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감압 농축하여 동결건조기로 완  건

조시켰다. 상기의 과정을 3회 반복 추출하여 에탄올 추출물

을 얻은 뒤, 건조된 에탄올 추출물에 10배량의 증류수와 동

량의 헥산을 첨가하여 분획한 후 감압 농축하여 헥산 분획물

을 얻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그리고 물 층을 분획하여 각각의 순차 분획물을 얻었

으며, 모든 과정은 3회 반복 실시하 다.

세포배양

HL-60(human promyelocytic leukemia cells), B-16 

(murine melanoma cells), CT-26(mouse colon cancer 

cells)과 A-549(human lung carcinoma cells) 세포주를 한

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KCLB)으로부터 분

양 받아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GIBCO, 

Grand Island, NY, USA)과 10%의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Grand Island, NY, USA)이 함유된 RPMI 

1640 는 DMEM 배지(GIBCO,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여 37
oC, 5% CO2 항온기에서 배양하 으며, 계  배

양은 3～4일에 한 번씩 시행하 다.

암세포 증식억제효과 측정(Cytotoxicity)

4종의 암세포( 액암: HL-60, 피부암: B-16, 장암: 

CT-26, 폐암: A-549)에 한 왕지네의 80% 에탄올 추출물

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와 왕지네의 80% 에탄올 추출물의 

순차  분획물에 한 HL-60 세포 증식억제 효과는 MTT 

방법을 사용하여 행하 다. 이를 해 암세포별로 3.0～

5.0×104/mL의 농도로 세포수를 조정하여 96-well plate의 

각 well에 넣고, 시료를 농도별로 첨가하 다. 이를 3～4일간 

배양한 다음, 3-(4,5-dimethylthiazol)-2,5-diphenyltetrazo-

lium bromide(MTT, Sigma, St. Louis, MO, USA) 100 μg을 

첨가하고 4시간 동안 더 배양하 다. Plate를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조심스럽게 배지를 제거한 다음, di-

methylsulfoxide(DMSO, Sigma, St. Louis, MO, USA) 150 

μL를 가하여 MTT의 환원에 의해 생성된 formazan 침 물

을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Bio-TEK instrumenis. 

Inc., Winooski Vermont, WI, USA)를 사용하여 540 nm에

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각 시료군에 한 평균 흡 도 값

을 구하 으며, 조군의 흡 도 값과 비교하여 세포 증식억

제 정도를 조사하 다.

DNA 단편화 상 측정

HL-60 세포(2.0×105/mL)에 시료(100 μg/mL)를 처리하

여 배양이 끝난 후 세포를 수집하여 Promega Wizard
Ⓡ 

Genomic DNA Purification Kit(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DNA를 분리하 다. 분리한 DNA를 

1.0% agarose gel에서 20분(100 V) 동안 기 동을 한 다음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고 UV transilluminator 하에서 

DNA 단편화 상을 찰하 다.

세포주기 분석

HL-60 세포(2.0×105/mL)에 시료 농도를 100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HL-60 세포를 수확하여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하 다. HL-60 세포를 

4
oC에서 70% 에탄올로 30분 동안 고정시킨 후, PBS로 세척

하고, RNase A를 처리한 다음 propidium iodide(PI, Sigma, 

St. Louis, MO, USA)로 염색하고, BD FACSCalibur™ 

Flow Cytometer(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로 

세포주기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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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형태학  변화 측정

Apoptosis의 형태학  특징 의 하나인 핵의 변화를 

찰하기 해 HL-60 세포(2.0×105/mL)에 시료를 처리(100 μg/ 

mL)하여 배양이 끝나기 30분 에 DNA 특이 으로 결합하

는 생체 형  염색액인 Hoechst 33342(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DNA를 염색하고 형

미경으로 찰하 다.

Immunoblotting

배양이 끝난 세포를 수집하여 2～3회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한 후 1 mL의 lysis buffer를 첨가하

여 30분간 lysis 시킨 후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막 성분 등을 제거하 다. 단백질 농도는 BSA 

(Bovine serum albumin)를 표 화하여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하 다. 20～30 μg의 lysate를 

8～12% mini gel SDS-PAGE(Poly Acrylamide Gel Ele-

ctrophoresis)로 변성 분리하여, 이를 PVDF 막(BIO-RAD)

에 200 mA로 2시간 동안 transfer하 다. 그리고 막의 

blocking은 5% skim milk가 함유된 TTBS(TBS＋0.1% 

Tween 20) 용액에서 상온에서 2시간동안 실시하 다. 단백

질 발  양을 검토하기 한 항체로는 Cell Signaling(Cell 

Signaling Inc., MA, USA)사의 Bcl-xL, Cleaved Caspase 

-3, -9와 PARP를 사용하 으며, TTBS 용액에서 1:1000 희

석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TTBS로 3회 세정하

다. 2차 항체로는 HRP(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mouse IgG(Amersham Pharmacia Biotech., NY)를 

1:50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TTBS

로 3회 세정하여 ECL 기질(Amersham Pharmacia Biotech., 

NY)과 1～3분간 반응 후 X-ray 필름에 감 하 다.

결과  고찰

에탄올 추출물  순차분획물의 수율

왕지네 시료(90.3 g)를 80%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 19 g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에탄올 추출물(15 g)을 10배량의 증류

수로 탁시킨 후에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그

리고 부탄올 등으로 순차 으로 분획하여 헥산 층에서 1.35 

g, 디클로로메탄 층에서 2.52 g, 에틸아세테이트 층에서 0.4 

g, 부탄올 층에서 1.84 g  잔사인 물 층에서 8.33 g의 분획

물을 얻었다(Fig. 1). 각 순차  분획물의 수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추출에 사용한 왕지네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

은 약 21.04%이었다. 에탄올 추출물에 한 각 순차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수율이 2.67%로 가장 낮았고, 수

용성 분획물이 55.53%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 다.

암세포 증식억제효과(Cytotoxicity)

왕지네 에탄올 추출물  순차  용매분획물의 각종 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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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atic purification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Table 1. Yield of each fractions extracted from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Solvent Yield (%, w/w)1)

EtOH extract
n-Hexane fraction
CH2Cl2 fraction
EtOAc fraction
BuOH fraction
Water fraction

21.04
 9.00
 16.80
 2.67
12.27
55.53

1)Yield (%)＝{solid extract or fraction (g)/ raw material (dry 
weight)}×100.

포( 액암: HL-60, 피부암: B-16, 장암: CT-26, 폐암: 

A-549)에서의 세포증식억제효과는 tetrazolium salt의 하나

인 MTT를 사용하여 MTT의 환원에 의해 생성되는 for-

mazan의 흡 도로 측정하 다. 그 결과 왕지네 80% 에탄올 

추출물에서의 세포증식억제효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암세포에서 농도 의존 으로 억제효과가 나타났지만 특히 

액암 세포인 HL-60 세포에서 가장 우수한 세포증식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2). 이와 같은 결과는 지네의 메탄올 

추출물이 HeLa(자궁경부암) 세포에 한 증식억제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15)로 지네가 항암효과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세포별 세포증식억제효과

가 가장 높게 나타난 HL-60세포를 상으로 순차  용매분

획물에 따른 세포증식억제효과  세포사멸 등의 생리기능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왕지네 에탄올 추출물  순차

 용매분획물에서의 세포증식억제는 HL-60 세포에 해 

낮은 농도에서도 디클로로메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서 아주 강한 세포성장 억제능을 보여주었으며, 헥산과 부탄

올 분획물에서는 고농도에서 세포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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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
lans against growth of the tumor cells (HL-60, B-16, CT- 
26, and A-549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62.5, 125, 250, 
and 500 μg/mL) for 96 hours and measured for cell viability by 
MTT assay to determine cell growth inhibitory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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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
lans against growth of HL-60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50, 100, and 125 
μg/mL)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and measured for 
viability by MTT assay at 96 hours after treatmen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그러나 잔사인 수용성분획물인 경우는 본 연구에 사용된 농

도 범 에서는 세포증식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

DNA 단편화 상

왕지네 용매분획물의 세포독성효과에 의한 HL-60 세포

에서의 세포증식 억제작용이 apoptosis 유도에 의한 것인지 

그 기 을 알아보기 하여, apoptosis 유도에 의하여 나타

나는 DNA 단편화 상을 기 동을 통해 확인하 다. 왕

지네 에탄올 추출물  순차  용매분획물의 농도를 100 μg/ 

mL로 하여 찰한 결과 모든 분획물에서 DNA 단편화 상

이 나타났으나, 그  디클로로메탄과 에틸아세테니트 분획

물에서 HL-60 세포에 한 DNA 단편화 상이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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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NA fragmentation by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s in HL-60 cells. 
HL-60 cells (2×105/mL) were treated with the Scolopendra sub-
spinipes mutilans (100 μg/mL) for 24 hours. The DNA was iso-
lated and subjected to 1.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for stain-
ing with ethidium bromide. Lane M: DNA maker, Lane 1: control, 
Lane 2: 80% EtOH ext., Lane 3: n-hexane fr., Lane 4: CH2Cl2 
fr., Lane 5: EtOAc fr., Lane 6: BuOH fr., Lane 7: water.

세포주기 분석

왕지네 에탄올 추출물  순차  분획물의 apoptosis 유도

에 의하여 sub-G1 hypodiploid 세포가 증가하는지 알아보았

다. 즉 DNA에 결합하여 형 을 나타내는 물질인 PI로 염색

한 후 유동세포분석기(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세포내 

DNA 함량을 sub-G1 구간을 환산하여 apoptotic cell의 per-

centage로 측정하 다. 그 결과 헥산, 디클로로메탄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HL-60 세포에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control과 비교 찰시, sub-G1 hypodiploid 세포

가 control(12.2%)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은 20.28%, 헥산 분

획물은 58.99%, 디클로로메탄 분획물은 64.63%,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물은 84.14%, 부탄올 분획물은 34.19% 그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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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ar graph for cell cycle patterns of HL-60 cells treat-
ed by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HL-60 cells (3.5×105/mL) were treated with 100 μg/mL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s for indicated 24 hours.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with BD FACSCallibur 
flow cytometer (B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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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
tracts on cell cycle pattern and apoptotic portion in 
HL-60 cells by flow cytometric analysis.  
Histogram patterns of HL-60 cells treated with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s (100 μg/mL) for 24 hours by 
cell cycle analysis.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with BD FACSCallibur flow cytometer (BD, USA).

용성 분획물은 13.37%로 나타났다. 특히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물인 경우는 조추출물인 에탄올 분획물에 비하여 G0/G1 

세포가 약 4배 정도 감소되었고 sub-G1 hypodiploid 세포가 

약 4.2배 이상 증가하 다(Fig. 5, 6).

세포는 성장 분열을 하기 해서 G1 세포주기를 거쳐 S 

세포주기로 이행되어야 한다(16). 부분의 종말 분화 세포

들은 거의 G0/G1 세포주기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세포의 

자연사(apoptotic cell death)를 맞게 된다. 세포가 손상을 입

게 되면 세포분열을 하기 에 G1 세포주기에 머물면서 

apoptosis 유도로 갈 것인지, 혹은 손상을 수복한 후 재분열

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17). 그래서 G1 세포주기는 

세포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왕지네의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의해 G1 세포주기가 arrest 되면서 sub-G1 hypo-

diploid 세포가 증가된다는 결과는 앞 실험결과인 암세포 증

식 억제 상이 apoptosis 유도에 의해 일어남을 간 으로 

뒷받침해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핵의 형태학  변화

Apoptosis 유도 기 에 하여는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세포질 내 칼슘치가 증가되어 칼슘의존성 endonu-

clease가 활성화되어 핵내 DNA 분 이 일어나며, trans-

glutaminase가 활성화되어 세포질 내 단백질의 cross-link-

ing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농축이 일어나고 수액이 세포 밖

으로 빠져나가면서 apoptotic bodies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8-21). 이에 apoptosis 유도가 일어난 세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 인 변화인 형태학  변화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정상세포핵의 형태는 정상 인 둥근 형태이나 

헥산,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세

포의 크기가 축소되며, 핵의 모양이 불규칙하고 부분 인 

핵의 응집 상을 찰할 수 있었다(Fig. 7).

Apoptosis 련 단백질 발  변화

Apoptosis 유도의 분자  기 을 밝히기 해 anti-apop-

tosis 단백질로 알려진 Bcl 단백질군(Bcl-2와 Bcl-xL)과 

pro-apoptosis 단백질인 Bax의 발 을 확인하여 보았다. 

Apoptosis 유도가 일어나는 경우에 Bcl-2 단백질의 감소  

Bax 단백질의 증가가 찰되는 경우가 많다. Bcl-2는 분자

량 26-kDa의 단백질로서 chemoresistance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여러 종류의 자극에 해 apoptosis 유도를 억제하

는 특이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Bax는 이와는 

반 로 apoptosis 유도를 유발하여 세포사멸를 진하는 기

능이 있다. Bax는 Bcl-2와 heterodimer를 형성함으로써 

Bcl-2의 anti-apoptotic 효과를 방해한다(22). Fig.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왕지네 에탄올 추출물  순차  분획물을 처

리 시, 헥산,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서 Bcl-xL 발 이 감소하 다. 그러나 Bax 단백질 발 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data not shown). 이는 Bcl-xL의 작

용기 에 의해 apoptosis 유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까지 수많은 apoptosis 유도 련 유 자가 알려져 

있는데, 그 에서도 공통 인 경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과 련이 깊음이 알려졌다. 특히 시스테인계의 단백질 

Fig. 6.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
tracts on cell cycle pattern and apoptotic portion in 
HL-60 cells by flow cytometric analysis.  
Histogram patterns of HL-60 cells treated with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s (100 μg/mL) for 24 hours by 
cell cycle analysis.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with BD FACSCallibur flow cytometer (B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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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egree of apoptosis is represented as the 
DNA content measured by the photographs showing 
cells with highly condensed nuclei stained with 
Hoechest 33342. 
HL-60 cells (2×105/mL) were treated with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s (100 μg/mL) for 24 hours.

분해 효소인 caspase가 발견되면서 apoptosis 유도 기 의 

심 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23). Caspase는 tetrapep-

tide motif를 인식하여 기질을 단하는 cystein protease이

며, 그 인식 peptide의 특이성은 caspase isoform에 따라 차

이를 나타낸다. 재까지 14종류의 caspase isoform들이 보

고되었는데, 이들  caspase-3이 세포사멸 분야에서 가장 

보편 인 심을 받아왔다. Caspase-3은 다양한 apoptosis 

유도 자극에 의해서 공통 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활성화

된 caspase-3은 여러 종류의 caspase와 PARP를 단하거

나 직 으로 핵의 응축과 DNA 단에 향을 주어 apop-

tosis를 유도한다(24). Caspase-3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procaspase-3을 단하는 caspase-9가 있어야하며, pro-

caspase-9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세

포질내로 cytochrome c가 유리되어야 한다. Cytochrome c

의 방출은 cytochrome c의 방출을 도와주는 Bax 단백질양

의 증가하거나 cytochrome c의 방출을 억제하는 Bcl 단백질

양의 감소에 의해 방출을 하게 된다. PARP는 핵 내에 존재

하는 효소 의 하나로서, 그 매부 는 caspase-3을 포함

한 여러 caspase에 의해 단되고 단된 PARP는 DNA에 

직 으로 향을 미쳐 apoptosis를 유도하게 된다(25). 

HL-60 세포에 왕지네의 에탄올 추출물  순차  분획물을 

각각 처리한 후 단백질을 분리하여 effector caspase의 하나

인 caspase-3이 활성화되는지 조사하 다. 한 손상된 

DNA 복구에 여된 단백질로써 apoptosis 과정  caspase

에 의해서 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25)
 PARP가 

caspase의 작용에 의하여 단되는지 같은 조건하에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지네 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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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 
on apoptosis-related proteins in HL-60 cells by western blot 
analysis.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extract on 
the extract on the expressions of Bcl-xL, caspase-3, -9, and 
PARP in HL-60 cells. Lane 1: control, Lane 2: 80% EtOH ext., 
Lane 3: n-hexane fr., Lane 4: CH2Cl2 fr., Lane 5: EtOAc fr., Lane 
6: BuOH fr., Lane 7: water.

올 추출물  순차  분획물을 처리하 을 때 헥산, 디클로

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caspase-3의 활성

형(19 kDa)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상  기 인 

caspase-9 역시 caspase-3의 발  양상과 마찬가지로 헥

산,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단백

질 발 이 조구에 비해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caspase-3의 활성화에 의하여 기질인 

PARP(116 kDa)가 단되어 85 kDa의 밴드가 나타나는 처

리구와 거의 일치함을 보 다. 이는 anti-apoptosis 단백질

인 Bcl-xL에 의해 하  기 인 caspase-9와 -3 단백질이 

활성이 일어나고 apoptosis 유도에 직 으로 여하는 

PARP 단백질을 활성화 시키면서 apoptosis로 유도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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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왕지네 에탄올 추출물  순차  분획물  디클로로메탄

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HL-60 세포 성장이 강하게 

억제되었다. 한, 디클로로메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을 처리하 을 때 apoptosis의 특징인 DNA 편화, 핵의 

응축과 apoptotic body가 찰되었다. 이는 왕지네 분획물의 

암세포성장 억제가 apoptosis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클로로메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apopto-

sis 유도는 anti-apoptosis 단백질인 Bcl-xL의 억제를 통하

여 apoptosis 유도가 시작되고 세포사멸에 직 으로 향

을 미치는 casapse-3과 PARP의 활성을 일으켜 apoptosis를 

유도하 다. 본 연구는 왕지네의 항암효과를 과학  근거를 

제시하고 기능성식품이나 항암제로 개발할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향후 왕지네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을 해서는 

유효성분의 동정  그 성분의 작용 기 에 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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