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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독이 위암 세포주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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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 Venom(below BV) has been used in alternative medicine to treat the diseases, such as pain diseases. BV

contains a variety of peptides, including melittin, apamin, adolapin, MCD peptide, enzymes(i.e. PLA2), amines(i.e.

histamine and epinephrine), and nonpeptide components. The two main components of BV are melittin and PLA2. The

cell cytotoxic effects through the activation of PLA2 by melittin have been suggested to be the critical mechanism for

the depress of cancer cell. Melittin and PLA2 have been reported to induce apoptosis and to possess anti-cancer

effects and neurite outgrowth in PC12 cells. Analysis of proliferation was confirmed by MTT assay. BV decreased cell

number through dose- and duration-dependent manner and these effects are apparent at a concentration of 3 ㎍/㎖.

To observe which signaling molecules will be activated by BV, phosphorylation of ERK, p38 MAPK, JNK and ERM

were exa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To study the long term effect of BV in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

lines, the image of cells treated with BV for 4 days were obtained. BV was shown to exhibit anti-cancer activity in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 lines at a broad range of concentrations of 3 ㎍/㎖. ERK, p38 MAPK and JNK

were found to increase in BV treated cells. However, ERM which known to be involved in the cell death, was gradually

decreased to 30minutes after addition 3 ㎍/㎖ of BV. These results provide a possible BV-induced inhibitory signal for

cancer proliferation that is initiated by the decrease in ERM activit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activation of ERK,

p38 MAPK and JNK are required for the BV-induced inhibition of cancer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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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암은 발생 빈도가 높은 암 중의 하나이다
1)

. 2011년에 발표

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폐암과 간암 다음으

로 높은 19.4%의 사망률을 보인다. 조기에 적극적인 외과적 처치

로 위암의 치료율은 90% 전후이지만, 사망률은 위와 같이 높기

때문에 외과적 처치 외에도 다른 치료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2).

봉독은 peptide components(pelittin, apamin, adolapin,

MCD peptide etc.), enzymes(PLA2, hyaluronidase, glucosidase

etc.), amines(histamin, epinephrine etc.), nonpeptide

components(lipids, carbodydrates, free amino acids etc.)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除濕, 止痛, 解痙, 消腫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16).

한의학에서는 항암에 대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고, 특히 항암

에 봉독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봉독의 진통, 소염,

면역증진, 항암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3-17). 국내에서는 박, 김, 권,

오 등이 봉독의 항암 효과를 연구 발표하였고, 국외에서는 Chu

ST, Putz T, Lin MW, Hu H, Li B, Orsolic N 등이 봉독의 구성

성분인 melittin, PLA2, apamin의 항암 효과를 보고하였다3-6,

18-27)
. 그러나 위암에 대한 봉독의 항암 효과는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봉독의 항암 효과가 위암에도 유효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위암 세포주에 봉독 희석액을 적용한 후 MTT

assay, western blot을 시행하였고 유효한 결과가 도출되어 보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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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봉독

Apis mellifera ligustica(western honeybee; Sigma, USA) 1

g을 200 ㎖의 식염수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2) 위암 세포주와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위암 세포주는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 lines, AGS로 Koean Cell Line Bank(Korea)

에서 구입을 하였다. 위암 세포주는 37°C, 5% CO2 incubator에

서 10% fetal bovine serum(FBS; Sigma, USA)이 함유된 RPMI

1640(USA)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오염 방지를 위해 100 unit/

㎖ penicillin, 100 ㎍/㎖ streptomycin(Gibco/BRL, USA)(PS) 을

첨가하였다. trypsin-EDTA(Gibco/BRL)를 처리하여 계대 배양하

였고, 배지는 2-3일 마다 교환하여 주었다.

2. 방법

1) 세포의 배양

직경 100 ㎚의 둥근 플레이트에서 RPMI 1640, FBS

10%(v/v), PS 1%(v/v)을 혼합한 배양액으로 위암 세포주를 증

식시켰다. Confluence가 80%가 되었을 때 trypsin 0.5/100 ㎖으

로 세포를 회수한 후에 플레이트 당 2×106개씩 배양하였다. 배양

은 37℃, 5% CO2의 조건에서 2~3일 소요되었다.

2) MTT Assay

24 well plate에 위암 세포주 5×103cells/well을 12시간 배양

한 후 FBS를 첨가하지 않은 serum free medium, RPMI

1640(Invitrogen)으로 교환하여 4시간동안 안정화시키고 1, 5, 10,

20, 50 ㎍/㎖ 농도의 봉독을 첨가하여 24시간 배양을 하였다. 그

리고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 2 mg/㎖를 넣고, incubator에서 4시간 배

양한 후 dimethylsulfoxide(DMSO; Sigma)로 용해시켜 590 ㎚의

파장에서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USA)로 흡광도

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세포 활성도(Cell

Viability,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상군의 OD값을 세포

의 활성도가 100% 라고 정하고, 나머지 군에서 측정한 OD값을

상대적으로 계산하였다. 즉, Cell Viability = (실험군 값 / 대조

군 값)×100이다.

3) Western Blot

위암 세포주에 세포 살상 효과가 중간 정도인 3 ㎍/㎖ 농도

의 봉독을 처리하고 이 세포들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각 단

백질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모든 세포 용해질들은

표본 완충제(62.5 mmol/ℓ Tris-HCl, pH 6.8, 2% SDS, 20%

glycerol, 10% 2-mercaptoethanol) 내의 boiling cell에 의해 만들

어졌다. 단백질 정량은 bicinchoninic acid(BCA, Pierce)법을 사용

하였다. 정량된 단백질 시료 50 ㎍는 4~12%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radient gel(Invitrogen) 전기 영

동법(SDS-PAGE)으로 분리되었고, nitrocellulose paper

(Amersham) 로 옮겼다. 단백질이 옮겨진 막을 ponceau-S로 염

색하여 단백질이 완전하게 옮겨졌음을 확인하고 0.1% Tween 20

을 포함하는 tris-buffered saline (TBS-T) 로 씻은 후 5% 탈지분

유 액으로 30분 이상 blocking 하였다. 각 단백질은 항체와 함께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막을 TBS-T에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blot을 2차 항체와 함께 1시간 반응시켰다. 2차 항체

반응 뒤 막을 씻고 enhanced chemiluminiscence system (ECL,

Pierce)으로 원하는 단백질을 가시화 하였다. 단백질의 가시화 및

정량 분석은 image 장비(LAS-3000, Fuji)를 이용하였다.

(1)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이하 ERK) 활성도

성장인자, 산화 스트레스, 세포내 칼슘 증가 혹은 glutamate

수용체의 자극 등에 활성화되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이하 MAPK)계열의 ER을 이용하여 봉독에 의한 위암 세

포주의 증식 억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단백질을 추출

하여 ERK 항체에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2) p38 MAPK 활성도

MAPK 계열로 봉독이 위암 세포주를 어떤 기전으로 사멸시

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멸 시 활

성이 증가되는 단백질 중 p38 MAPK의 활성을 인산화 특이 항

체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C-Jun N-terminal kinase(이하 JNK) 활성도

Cytokine, 열쇼크, 자외선 및 허혈 등에 활성화되는 MAPK

계열로 세포 증식, 분화 및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JNK의 활성화 정도를 인산화 특이 항체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4) Ezrin, Radixin, Moesin(이하 ERM) 단백질 활성도

세포골격 및 세포 부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상피세포가

분화 할 때 생존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ERM 단백질의

활성도를 면역 blot으로 시행하였다. 보통 세포 사멸의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는 세포가 사멸되기에 앞서 일어나므로 봉독을 처

리한 후 5, 10, 30, 45분에 세포를 용해시켜 단백질을 추출한 후

면역blot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MTT Assay

위암 세포주에 5 ㎍/㎖, 20 ㎍/㎖ 농도의 봉독을 처리하고

24시간, 48시간이 지난 뒤 MTT assay로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24시간 경과 후 5 ㎍/㎖, 20 ㎍/㎖ 농도의 봉독으로 처리한

위암 세포주의 세포 활성도가 각각 17.52%, 3.54%로 저하되었고,

48시간 경과 후에는 8.39%, 2.10%로 저하되었다(Table 1, Fig. 1).

위암 세포주에 1, 5, 10, 20, 50 ㎍/㎖의 농도로 봉독을 첨가

하여 배양을 한 결과 5 ㎍/㎖에서 39.72%, 50 ㎍/㎖에서 4.04%

로 세포 활성도가 저하되었다(Table 2, Fig. 2).

Table 1. The Effects of BV on AGS viability

CONCEN-
TRATION

% AVE. 1/2 STDEV

24h 48h 24h 48h 24h 48h

AGS 0 ㎍/㎖ 100.00 100.00 1.56 0.08 0.08

: BV 5 ㎍/㎖ 17.52 9.39 0.27 0.15 0.04 0.05

20 ㎍/㎖ 3.54 2.10 0.06 0.03 0.02 0.00

Abbreviations (BV : Bee Venom, AGS :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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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ose dependent effects of BV on AGS

Sample
CONCEN-
TRATION

AVE. 1/2 STDEV %

AGS 0 ㎍/㎖ 1.34 0.08 100.00

: Sigma BV 1 ㎍/㎖ 0.96 0.04 71.19

5 ㎍/㎖ 0.53 0.07 39.72

10 ㎍/㎖ 0.34 0.04 25.35

20 ㎍/㎖ 0.24 0.06 18.07

50 ㎍/㎖ 0.05 0.00 4.04

Fig. 1. Time dependent effect of BV on AGS viability

Fig. 2. Dose dependent effect of BV on AGS

2. Western blot

1) ERK 활성도

3 ㎍/㎖ 농도의 봉독을 위암 세포주에 처리한 후 인산화 특

이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으로 ERK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ERK 인산화가 증가되었고 시간

이 경과할수록 활성도가 증가하고 있다(Fig. 3).

2) p38 MAPK 활성도

3 ㎍/㎖ 농도의 봉독을 위암 세포주에 처리한 후 인산화 특

이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으로 p38 MAPK의 활성도를 측

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p38 MAPK의 인산화가 증

가하였다(Fig. 4).

3) JNK 활성도

3 ㎍/㎖ 농도의 봉독을 위암 세포주에 처리한 후 인산화 특

이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으로 JNK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JNK의 인산화가 증가되었다

(Fig. 5).

4) ERM 단백질 활성도

3 ㎍/㎖ 농도의 봉독을 위암 세포주에 처리한 후 인산화 특

이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으로 ERM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ERM 단백질의 인산화가 저하

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활성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ERM

단백질의 양은 변화하지 않았다(Fig. 6).

Fig. 3. Bee Venom induced ERK activity in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Unstimulated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Fig. 4. Bee Venom induced p38 MAPK phosphorylation in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Fig. 5. Bee Venom induced JNK phosphorylation in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Unstimulated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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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ee Venom suppressed ERM proteins phosphorylation in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Unstimulated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고 찰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조절이 파괴되어 성장이 억제되지 않

고, 계속되는 세포 분열에 의해 변형 형성된 세포이다. 암은 정상

세포가 유전적인 변화에 의해 암세포로 변형된 후 그 특성이 자

세포로 이어지는 유전자 질환으로 클론형성능, 자율성, 역형성,

전이의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 형질전환을 나타난다28).

2003년 WHO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200만의 암환자

가 있으며, 매년 1000만명이 새로이 암환자로 진단을 받고 있고,

이중 600만이 매년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병율이 심장

병에 이어 2위이며 전체 유병율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

로 새로운 환자의 증가가 매년 50%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새로

운 암으로 진단되는 환자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1/3은 예방이 가능한데, 나머지 2/3를 효과적으로 치료

하기 위해서는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29).

한의학에서는 암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용어는 없지만 암에

대한 이해는 일찍부터 있었다. 암에 대한 유사한 기술은 殷墟의

甲骨文에서 "瘤"라 하여 처음 나타나며, 이후《黃帝內經》30,31)에

서 積聚, 腸覃, 痞滿, 石瘕, 癥瘕, 溜(瘤), 五臟之積 등이《外臺秘

要》32)에서는 積聚, 石癰이 기술되어 있다17,33). 질병의 형태, 위

치, 이동유무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게 암과 일치하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신생물 질환에 대하여 "瘤"라고 표현하고 있다
34)

.

癌에 대한 病因으로 氣滯血滯와 肺, 脾, 腎 臟腑의 機能失調

로 생긴 痰이 응결되어 괴를 형성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치법은

健脾, 益氣, 養陰, 補血시키는 扶正法과 行氣, 化瘀, 化痰, 淸熱解

毒, 軟堅散結 시키는 祛邪法이 있다. 초기에는 祛邪인 攻法위주

로, 중기에는 扶正과 祛邪를 兼治하고, 말기에는 扶正인 補法위

주로 치료한다
17,33)

.

위암의 증상으로는 초기에 특별한 것이 없는 무증상 80%,

속쓰림이 10%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소화불량이나 상복부의 경

미한 불쾌감 정도의 증상만을 호소하다가, 암이 점차 진행될수록

체중감소 60%, 복통 50%, 오심 구토 30%, 식욕감소 30%, 연하곤

란 25%, 위장관 출혈 20%의 증상으로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하거

나 위벽을 자극하여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위암을 의

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위암 여

부를 진단할 수 없다29).

진행성 위암의 증상인 연하곤란, 오심, 구토에 대한 한의학

적 기술로《黃帝內經》30,31)에서는 膈, 膈塞, 膈中, 上膈, 下膈이라

표현하였고, 華陀35)는 陰陽의 氣가 不相從하는 것을 否格이라 하

였다
33)

.

張幾34)는 오심, 구토에 대한 기술로 《金櫃要略》에서 "朝食

暮吐 暮食朝吐 宿穀不化"하는 증상을 反胃라 하였고, 후의 諸家

들의 문헌에서는 翻胃
36,37)
또는 胃反

35,38)
등으로 기술되었다

33)
.

巢元方38)는 飮食이 목에 메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噎塞不通이라 했고, 噎은 氣, 憂, 食, 勞, 思가 원인이 되어 陰陽

不和로 津液不行인 噎塞不通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榮衛가 모

두 虛하여 氣血이 不足하면 胃脘에 停水績飮으로 藏冷이 되고,

脾不磨가 되어 氣逆이 일어나 胃反이 된다고 하였다33).

唐의 孫思邈
39)
은 噎塞의 治方을 제시하였고 宋의 趙佶

40)
은

《聖濟總錄-嘔吐門》에 "內格嘔逆 食不得入"은 有火, "嘔而吐食

久反出"은 無火로 구별하였다33).

噎과 反胃는 咽溢, 堵塞咽喉, 咽下梗塞, 咽喉壅塞, 飮食難進,

食不下10)등과 久則脾胃漸虛, 脾胃漸衰, 噎膈漸至로 食入反出41)하

게 되어 朝食暮吐 暮食朝吐한다34). 이는 인체의 胸膈과 胃脘部位

자체 질환과 다른 장기의 압박으로 나타나는 嚥下困難을 포괄적

으로 의미하며, 서양 의학적인 질병과 한의학적 개념과 병명이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진행성 위암의 증상의 일부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위암은 악성선종으로 한국인 암 환자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암1,2)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생성되며 5년 생존율이 20% 이하

이고, 90% 이상이 선암(adenocarcinoma)으로 위의 상피

(epithelium)인 위점막 세포에서부터 생성되며, 여러 자극과 음

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산성의 소화액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암이

발생한다
29)

.

위암은 위의 상피(epithelium)인 위점막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측에서 보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암으로

진단되면 전산화 단층 촬영술이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위벽의

침윤정도, 주위장기의 침윤, 림프절 전이, 혹은 다른 장기로의 전

이여부를 확인하여 진행정도를 알아보고 치료방침을 세우게 된

다
29)

.

위암의 치료에는 조기 위암 중에서도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

이 거의 없는 경우와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환자의 체력이 수술에 견딜 수 없을 경우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위암의 위치, 크기, 퍼진 방향 등에 의해 위를 절제하는 부분이

결정되는 수술요법, 위암을 고치는 목적이 아닌 위암에 의한 증

상을 경감시키는 고식수술로 수명을 약간이나마 연장시키고자

하는 비치유수술요법, 절제 후 재발을 방지할 목적이나 수술로

절제하지 못하는 암을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에 항암제의

의한 치료인 화학요법(약물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위암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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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한 후 재발한 위암의 통증을 완화할 목적인 방사선요법이

있다29).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는 크게 화학요법제

와 생물요법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액산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항생제, 식물유래알칼로이드 같은 천연물 및 호르몬제 등으로 분

류되는 화학요법제는 암세포의 각종 대사경로에 개입하여 주로

DNA의 복제, 전사, 번역과정을 차단하거나, 핵산 전구체의 합성

을 방해하는 항암활성을 하여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나타내

는 약제를 총칭한다. 그리고 생물요법제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가시켜 암세포의 활동력을 약화시켜 암의 진행

을 막는 것을 치료의 근거로 삼는다. 외과적 수술요법, 방사선요

법, 화학요법 등은 일시적으로 정상세포 군에도 큰 해를 주어, 면

역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생물요법제가 그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치료법들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봉독은 기원전 168년에 매장된 중국 장사 마왕퇴 3호 한묘

에서 봉독요업 2례가 실려 있었다. BC 2000년경의 이집트 파피

루스 문서에도 벌침이나 죽은 벌을 아픈 곳에 직접 비벼서 치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의학에서 봉독은 性味가 苦, 辛, 平, 有毒하고, 祛風除濕,

止疼痛, 解痙平喘, 消腫降壓의 효능으로 免疫機能增强作用7,8), 抗

癌作用
9-11)

, 鎭痛作用
12,16)

이 나타나 류마티스관절염, 급만성관절

염, 좌골신경통, 근육통, 통풍, 편두통, 기관지 천식, 과민성 비염,

결절성홍반, 담마진,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2,16)

.

세포 사멸은 정상적인 생명 주기 가운데 하나이다. 돌연변이

나 세포 감염 등에 의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세포의 손

상이 심한 경우 등에 세포 사멸이 작동하여 종양의 발생을 차단

한다14). 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성이 암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메

커니즘으로 인식되면서, 종양 세포들이 세포 사멸을 피하는 메커

니즘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치료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세포 사멸과 관련하여 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 등 다양한 기

능을 담당하는 MAPK는 세포외 자극을 세포막에서부터 세포내

핵까지 전달하는 대표적인 신호전달경로로 성장호르몬, 사이토

카인, 스트레스 등의 수용체로부터 활성화된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한다14).

MAPK는 크게 ERK, JNK, p38 MAPK로 분류할 수 있는데

ERK는 성장호르몬의 신호전달에 주로 관여하며 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스트레스 활성효소로 분류되

는 p38 MAPK와 JNK는 세포 외부의 스트레스성 자극에 의해 활

성화 되며 염증반응, 세포사멸 등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9,22,25).

이에 저자는 DNA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자 질환인 위암 세

포주에 봉독을 적용하여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MTT assay

는 1, 5, 10, 20, 50 ㎍/㎖의 농도로 봉독을 첨가하여 24시간 배양

을 하였다. 그리고 western blot으로 봉독에 의한 위암 세포주의

증식 억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위암 세포주에 세포

살상 효과가 중간 정도인 3 ㎍/㎖농도의 봉독을 처리하고 이 세

포들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각 단백질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포 사멸에 관련된 ERK, p38 MAPK, JNK의

활성도와 세포골격 및 세포 부착에 영향을 미치고 상피세포가

분화할 때 생존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ERM 단백질의

활성도를 봉독에 처리한 후 5, 10, 30, 45분에 세포를 용해시켜

추출한 단백질을 western blot으로 측정하였다. 5 ㎍/㎖, 20 ㎍/

㎖ 농도의 봉독으로 처리한 위암 세포주를 24시간, 48시간이 지

난 뒤 MTT assay로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24시

간 경과에서 17.52%, 3.54%로 저하되었고, 48시간 경과에서

8.39%, 2.10%로 저하되었다.

Western blot 분석에서 3 ㎍/㎖ 농도의 봉독을 위암 세포주

에 처리한 후 5, 10, 30, 45분 경과를 관찰한 결과 ERK, p38

MAPK, JNK 단백질의 인산화가 증가하였고, ERM 단백질의 인

산화가 저하되었다.

암 유전자의 발현을 위한 신호전달체계는 Ras, Raf-1, Mek,

Erk1/2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신호전달체계를 MAPK Pathway

라고 한다. 세포막의 수용체에서 발생한 신호에 의해 Ras단백질

이 활성화되는데, 이 Ras 단백질의 활성은 GTP와 GDP의 결합

에 의하여 결정된다. Growth factor나 cytokine이 수용체와 결합

하면 그 신호가 Ras단백질에 전달되어 GDP가 GTP로 치환되어

활성화된다. GTP가 결합하여 활성화된 Ras 단백질은 이어 Ras

단백질의 downstream에 존재하는 Raf kinase, MAP kinase

kinase(MEK), MAP kinase(ERK) 등의 kinase cascade를 연속적

으로 활성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 세포주에 봉독으로 처리한 후 세포 사

멸에 관련된 ERK, p38 MAPK, JNK 활성도가 증가되어 위암 세

포주에 대한 봉독의 anti-cancer activity를 시사한다.

또한 Ras와 Raf ERK 신호 전달계의 구성 요소들은 대표적

암유전자들이며, Ras를 포함한 소분자 G 단백질의 활성 하향 조

절 기전의 이상도 암 발생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신경섬유아세포

종증도 암유전자인 NF1과 Dbl계의 GDP/GTP 교환 인자들이 여

기에 속한다. 정상 세포의 암변형에 세포 골격의 변화가 매우 중

요하며 제2형 신경섬유 아세포종증도 암유전자인 NF2는 F-악틴

과 결합하는 ERM 단백질이다42).

본 연구에서 ERM 단백질의 인산화 저하는 위암세포에 길항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봉독을 암 세포의 세포 사멸

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치료제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봉독이 위암 세포주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봉독을 위암 세포주에 투여한 후 MTT assay, western blot

을 이용하여 세포 활성도와 세포 생존 및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

질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봉독을 투여한 위암 세포주의 활성도는 모두 억제되었고 억

제 정도가 농도에 비례하였다. 위암 세포주의 활성도를 효율적으

로 억제하는 농도는 실험결과 3 ㎍/㎖ 농도였다. 농도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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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활성도는 더욱 억제되었다.

봉독을 투여한 위암 세포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ERK, p38

MAPK, JNK 모두 인산화 증가와 ERM 단백질의 인산화 저하가

나타나 암세포의 활성이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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