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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강암종에서 은행잎 추출물 (EGb761)구성 성분에 의한 항암작용

EGb 761은 항산화기능,항산화효소 증강기능,cyclooxygenase-2및
induciblenitricoxidesynthase억제,신생혈관 억제능 등을 보이며 대장
암과 전립선암 등에서 항암작용이 있다고 한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구강
암종 세포주에서도 세포고사 작용을 보인다고 한다.그러나 EGb761의
구성 성분 중 어느 성분이 구강암종 세포주의 세포고사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이에 첫째,구강암종 세포주에서 EGb761의
어떤 구성 성분이 세포증식을 억제하는지 알아보고 둘째,구강암종 세포
의 성장억제가 세포고사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셋째,구성 성분에 의
한 세포고사 유도가 EGb761과 마찬가지로 caspase-3의존성인가를 보
고자 하였다.EGb761의 성분으로 ginkgolideA,ginkgolideB,bilobalide,
kaempferol,quercetin등을 투여한 결과 kaempferol과 quercetin은 40μM
부터 세포증식을 유의하게 억제하였고 세포증식 억제는 유세포 측정분석
상 세포고사에 의함을 알 수 있었다.SCC-1483,SCC-25와 SCC-QLL1
등의 모든 구강암종 세포주에서 세포고사를 유도하였으며,PARP분할도
유도하여 kaempferol과 quercetin성분에 의해 구강암종 세포주에서 세포
고사가 유도됨을 확인하였다.또한 각각을 20 μM씩 혼합하여 처치하는
경우에 가장 강력하게 세포고사를 유도하였으며 EGb761과 비교 시 10배
이하의 용량에서 세포고사 유도가 가능하였다.그러나 세포에 따라 세포
고사의 정도는 상이하였다.또한,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한 세포고
사 유도는 caspase-3의존성임을 알 수 있었다.결론적으로 향후 EGb
761의 임상 적용에서 kaempferol과 quercertin등의 구성 성분 투여가 효
과적이며 향후 세포고사 유도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
핵심되는 말 :은행잎 추출물,구성성분,구강암,항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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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강강강암암암종종종에에에서서서 은은은행행행잎잎잎 추추추출출출물물물 (((EEEGGGbbb777666111)))
구구구성성성 성성성분분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항항항암암암작작작용용용

<지도교수 김경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 주 완

Ⅰ.서론

은행은 동양의학에서 오랫동안 약제로 사용되어져 왔으며,최근 서양의
학에서는 은행잎 추출물 (Ginkgobilobaextract)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
다.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은행잎 추출물의 표준화가 필
수적이므로,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로 EGb761이
승인되었다.EGb761의 주요 성분으로는 약 24%의 flavonoidglycosides
(kaempferol, quercetin, luteolin 등), 6%의 terpene trilactones
(diterpenoid인 ginkgolide와 sesquiterpene인 bilobalide),5ppm 미만의
ginkgolicacid등이 있다.1

EGb761은 뇌 및 말초혈관 혈류량 저하,감각신경 질환,기억력 및 인
지능 저하 등의 질환에서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1,2최근
연구에서는 대장암이나 유방암 세포에 대해 세포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이러한 항암작용의 기전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
고 있다.먼저,자유기 (freeradical)및 관련된 반응성 산소류 (reactive
oxygenspecies)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항산화 기전,전산화 단계의 금
속이온을 킬레이팅시키는 기전,항산화효소인 hemeoxygenase-1(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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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dismutase(SOD),glutathioneperoxidase(GPx)등의 발현을 증
가시키는 기전,glutathiones과 같은 항산화대사물질을 증가시키는 기전
등의 다양한 항산화 기능을 통해 항암작용을 나타낸다.5-8또한,발암기전
으로 여겨지는 COX-2및 iNOS의 증가에 대해 이를 억제하는 작용,3,4

DNA topoisomeraseI과 II를 억제하여 DNA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9,신
생혈관에 대한 억제 등 여러 기전을 통해 암을 억제하게 된다.10

최근 연구에 의하면 EGb761250 μg/ml을 구강암종 세포주에 투여 시
세포증식 억제를 보이며 이러한 세포증식 억제는 세포고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으며,위 실험에서 사용한 용량은 백서를 이용한 안정성 실험 결과
에 비하여 비교적 안전한 용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1그러나,EGb761
은 여러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제이므로,필요한 성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투여 용량을 줄이고 최소한의 성분 투여에 의해 부작용을
극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성분별 투여의 예로 유방암 세
포주인 MDA-231에 대해 EGb761의 성분중 하나인 IPS200은 2-200 μ

g/ml,ginkgolideB는 0.2-2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였다.12

이처럼 약제에 대한 각 세포의 감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성분별 투여가 전
체 약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장점을 보이므로,성분별 투여에 의한 세포증
식 억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사람 구강암종 세포주에 EGb761의 구

성 성분을 투여하여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성분을 규명하고 둘째,성분별
투여에 의한 세포고사가 EGb761투여와 비교 시 효과적인가를 밝히며
셋째,EGb761에 의한 세포고사가 caspase의 활성화에 의한 것처럼 성분
별 투여에 의한 세포고사 또한 caspase-3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는 가를
알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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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구강암종 세포주의 배양
SCC-1483, SCC-25, SCC-QLL1 등의 사람 구강암종 세포주(a

generous giftfrom Dr.J Shah,MemorialSloan-Kettering Cancer
Center,New York,New York,USA)를 MEM (minimum essential
medium)과 10% fetalbovineserum,2mM L-glutamine,penicillin(50
㎍/ml),streptomycin(50㎍/ml)등으로 조성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2.재료
EGb 761은 유유산업 (Seoul,Korea)에서 기증받아 사용하였다.EGb
761의 성분으로는 terpenoid성분인 bilobalide,ginkgolideA,ginkgolide
B와 flavonoid 성분인 kaempferol,quercetin를 사용하였고,caspase
cascade억제제로 benzyloxycarbonyl-Val-Ala-Asp-fluoromethylketone
(z-VAD-fmk)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SigmaChemicalCo.(St.Louis,
MO,USA)에서 구입하였다.

3.세포증식 분석
SCC-1483세포를 well당 2000개씩 분주하여 96wellplate에서 12-16

시간 배양한 다음 무혈장상태에서 quercetin,kaempferol,bilobalide,
ginkgolide A와 B를 각각 24시간 동안 투여한 다음 세포증식 분석
(CellTiter96AQueousOneSolutioncellproliferationassay:Promega,
Madison,WI,USA)을 시행하여 EGb 761의 어떤 구성성분에 의해
SCC-1483세포의 증식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가를 관찰하고 또한 성장을
50% 이상 억제하는 최소 농도(IC50)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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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세포 측정분석 (flow cytometry)
세포가 50-60% 정도 합류를 이루었을 때 위에서 결정된 최소농도의

EGb761구성성분을 24시간동안 처치한 다음 부유세포 및 plate에 붙어
있는 세포를 얻었다.이후 인산 완충용액(phosphatebufferedsaline)에 세
포를 세척하고 세척된 세포를 Annexin V-FITC kit(Trevigen Inc.,
Gaithersburg, MD,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propidium iodide(PI)으로 핵을 염색하고,FITC-AnnexinV를 고사된 세
포에 결합시켰다.이후 BectonDickinsonFACSVantageSE(SanDiego,
CA,USA)를 이용하여 10,000개의 세포에 대해 유세포분석을 시행한 다
음,우상방 (AnnexinV 양성과 PI양성)과 우하방(AnnexinV 양성과 PI
음성)의 세포수를 계측하였다.이 수치를 전체 세포로 나누어 이를 백분
율로 구하여 세포고사로 정하였다.이 결과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포고
사가 일어나는 가를 관찰한다.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으며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
(repeated measures 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s)를 추가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5.Poly(ADP-ribose)polymerase분할 검사(westernblot분석)
배양된 세포를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buffer(1% NP-40,

0.5% sodium deoxycholate,0.1% SDS)을 이용하여 celllysate를 만든 다
음,단백질의 양을 bovine serum albumin을 이용한 bicinchonic acid
proteinassay로 측정한 후 단백질 30㎍씩을 각 lane에 넣어 전기영동하
였다.전기영동은 6% SDS-polyacrylamidegel을 이용하였고 전기영동 후
nitrocellulosemembrane에 전이시킨 다음 이 막을 0.05%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saline(TBST)으로 희석한 10% non-fatdrymil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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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poly(ADP-ribose)polymerase(PARP)항
체 (CellSignalingTechnologyInc.,Beverly,MA,USA)(1:1000농도)로
4 ℃에서 밤새 반응시켰다.이후 TBST로 세척한 다음 horseredish
peroxidase가 접합된 이차항체로 1시간 동안 처치한 다음 세척하였다.이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NJ,USA)와 autoradiography를 이용하여 밴드를 관찰하였
다.한편 nitrocellulose막을 deprobing한 다음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α

-tubulin항체(SantaCruzBiotechnology,SantaCruz,CA,USA)와 반응
을 시켰다.

6.Caspase-3활성도 검사
세포를 10cm plate에서 plate당 106개씩 분주하여 16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10 μM z-VAD-fmk를 전처치하거나 전처치하지 않은 상태로 40 μ

M의 kaempferol이나 quercetin을 각각 투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caspase-3활성도를 검사하였다. CaspACE Assay System (Promega
Co.)을 사용하였는데 방법을 약술하면,세포를 ice-coldPBS로 세척한 후
세포용해 용액 1ml을 넣어 세포를 용해시켰다.이후 수차례 얼렸다가 녹
이는 동작을 반복한 후 얼음에 15분간 배양한 다음 4℃에서 15000xg
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이 액에 DEVD-pNA (2 μl)를
넣고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s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comparisons)를 추가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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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1.EGb761구성 성분에 의한 구강암종 세포주의 증식 억제
EGb 761 구성 성분 중 ginkgolide A,ginkgolide B,bilobalide,

kaempferol,quercetin등을 각각 20,40,80μM의 농도로 SCC-1483세포
에 대해 24시간 동안 투여한 다음 세포증식 억제 정도를 알아보았다.대
조군인 아무 성분도 처치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한 결과 20μM에서는 5종
의 구성 성분 모두에서 50% 이상의 세포증식 억제를 보이지 않았다.40
μM부터 kaempferol과 quercetin은 50% 이상 세포증식을 억제하여 80 μ

M에서는 더욱 강하게 세포증식 억제를 보였다.그러나 다른 성분들은 유
의한 세포증식 억제를 보이지 않았다 (표 1,Fig.1).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이후 실험에서는 kaempferol과 quercetin을 이용하였다.

Fig.1.Inhibition ofcellproliferation by componentsofEGb 761.SCC-1483oral
cavity cancercellsweretreatedwith variousconcentrationsofginkgolideA (GA),
ginkgolideB (GB),bilobalide(BL),kaempferol(KP),andquercetin(QC)for24hours
and cellproliferation assay wasdone.From 40 μM concentration,kaempferoland
quercetin show the significant inhibition of cellproliferation compared with the
negativecontrol(C).*:inhibitionofcellproliferationmorethan50% comparedwith
th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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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EGb761성분별 투여에 따른 구강암종 세포의 증식률 비교 (%)

20μM 40μM 80μM

GinkgolideA 74±5 72±6 73±5
GinkgolideB 83±6 81±7 78±6
Bilobalide 80±4 78±4 77±5
Kaempferol 63±5 49±6 37±5
Quercetin 60±7 46±4 33±3

*대조군의 세포증식을 100%로 하였을 경우의 백분율임.
*Value: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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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Gb761성분별 투여에 따른 SCC-1483세포의 세포고사 확인
SCC-1483세포에 대해 kaempferol과 quercetin여러 농도를 24시간동

안 투여한 다음 AnnexinV와 PI를 이용하여 doublestaining을 시행한
후 유세포 측정분석을 시행하여 세포고사를 측정하였다. 결과로
kaempferol의 경우 대조군을 1로 하였을 때 20 μM에서 1.8±0.3배,40 μM
에서 3.5±0.6배,80μM에서 5.5±0.8배의 세포고사를 보여 40μM부터 유의
한 세포고사를 보였다 (p<0.05).quercetin의 경우 20 μM에서 2.1±0.2배,
40 μM에서 4.4±0.8배,80 μM에서 6.2±0.7배의 세포고사를 보여 40 μM부
터 유의한 세포고사를 보였다 (p<0.05)(Fig.2).그러나 kaempferol과
quercetin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2.ApoptosisofSCC-1483cellsbykaempferolandquercetin.A,B.Dotplotsof
apoptosisbykaempferol(A)andquercetin(B).Cellswererespectivelytreatedwith
variousconcentrationsofkaempferolandquercetinfor24hoursandapoptosiswas
examinedwithFACSanalysis.Apoptosisinducedbykaempferolandquercetinare
observedfrom 40μM concentration.C.Bargraphofapoptosisinducedbykaempferol
(blank)andquercetin(dotted).*,† p<0.05comparewitheach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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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러 구강암종 세포주에서 EGb761과 구성 성분에 의한
세포고사 비교
Kaempferol,quercetin등의 구성성분별 투여가 EGb761투여와 비교

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비교하기 위해 40 μM kaempferol,40 μM
quercetin,각 20 μM의 kaempferol과 quercetin혼합군,250 μg/mlEGb
761 등 4 경우를 각각 투여하여 세포고사 정도를 알아보았다.또한,
SCC-1483세포주 이외에 다른 구강암종 세포주에서도 세포고사가 나타
나는 가를 알기 위해 SCC-25,SCC-QLL1등의 구강암종 세포주에 대해
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로 구강암종 세포주 3종 모두에서 투여한 성분에 의해 유의하게 세
포고사가 유도되었다 (p<0.05)(표 2)(Fig.3A,B).그러나 각 세포에서 투
여 성분에 의한 반응 정도는 상이하여 SCC-1483세포와 SCC-25세포에
서는 kaempferol과 quercetin혼합군,quercetin,kaempferol,EGb761의
순으로 세포고사가 강하게 유도되었고,SCC-QLL1의 경우는 kaempferol
과 quercetin혼합군,EGb761,quercetin,kaempferol의 순으로 세포고사
가 유도되었다 (표 2)(Fig.3A,B).
세포고사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PARP의 분획을 SCC-1483,

SCC-25,SCC-QLL1세포에서 westernblot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결과 상 모든 세포에서 40 μM kaempferol,40 μM quercetin,250 μ

g/mlEGb761에 의해 116kD의 PARP가 각각 116kD과 89kD으로 분
할되는 것을 확인하여 각 성분에 의해 세포고사가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
(Fig.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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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여러 구강암종 세포주에서 EGb761과 구성 성분에 의한 세포고사
비율

SCC-1483 SCC-25 SCC-QLL1
Kaempferol(40μM) 3.8±0.5 4.0±0.7 3.1±0.3
Quercetin(40μM) 4.6±0.7 5.1±0.6 4.5±0.6
Kaempferol(20μM)+
Quercetin(20μM) 5.2±0.8 5.8±0.5 6.2±0.7

EGb761(250μg/ml) 3.0±0.4 3.2±0.5 5.4±0.7

*세포고사 비율은 각 세포의 대조군을 1로 한 비율이며,세포고사는 AnnexinV와
PI를 doublestaining한 후 유세포 측정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음

*Value: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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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Apoptosisinvariousoralcavitycancercellsbykaempferol,quercetin,mixture
ofkaempferolandquercetin,andEGb761.A.SCC-1483,SCC-25,andSCC-QLL1oral
cavitycancercellswererespectivelytreatedwith 40 μM kaempferol(KP40),40 μM
quercetin(QC40),mixtureof20 μM kaempferoland20 μM quercetin(KP20+QC20),
andEGb761for24hoursandapoptosiswasexaminedusingflow cytometryafter
AnnexinV/PIdoublestaining.Inallcells,apoptosisissignificantlyinducedbyEGb
761 and its components compared with the control(p<0.05),butthe amountof
apoptosis is differentaccording to the celltype.B.Bar graph ofapoptosis by
kaempferol(KP),quercetin(QC),themixtureofkaempferolandquercetin(K+Q),and
EGb761(E).C.PARP cleavagebykaempferol,quercetin,andEGb761.Inallcell
lines,kaempferol(KP),quercetin (QC),andEGb761(EGb)inducethecleavageof
PARP.*p<0.05comparedwiththecontrolofSCC-1483cells,†p<0.05comparedwith
thecontrolofSCC-25cells,‡p<0.05comparedwiththecontrolofSCC-QLL1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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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한 caspase-3의존성 세포고사
기존 연구에서 EGb761에 의한 세포고사에 caspase-3가 관여함이 증

명되었다.11이에 EGb761의 구성 성분인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한
세포고사에도 caspase-3가 관여하는 가를 알기 위해 SCC-1483세포주에
서 caspasecascade억제제인 10μM z-VAD-fmk를 전처치하여 PARP의
분할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관찰하였다.결과로 z-VAD-fmk를 전처치
함으로서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해 분할되었던 PARP가 분할되지
않아 caspasecascade가 kaempferol과 quercetin의 세포고사 기전에 관여
함을 알 수 있었다 (Fig.4A).
다음 단계로 caspase-3의 활성도를 조사하여 caspase-3의존성 여부

를 알고자 하였다.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을 1로 하여 활성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kaempferol처치군에서 z-VAD-fmk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 6.5±0.7배, z-VAD-fmk를 전처치한 경우 1.6±0.2배였고
quercetin 처치군에서 z-VAD-fmk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 7.1±0.6배,
z-VAD-fmk를 전처치한 경우 1.5±0.3배를 보였다 (Fig. 4B). 즉,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해 caspase-3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caspase-3의 활성화는 z-VAD-fmk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어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한 세포고사가 caspase-3의존성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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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Caspase-3dependentapoptosisbykaempferolandquercetininSCC-1483cells.
A.Inhibition ofPARP cleavage by z-VAD-fmk.SCC-1483 cells were incubated
respectivelywith40 μM kaempferolorquercetinwithorwithoutpretreatmentby10 μ

M z-VAD-fmk.PARP cleavagewasexaminedby westernblotanalysis.Compared
withthecontrol(C),thecells(-)treatedwithkaempferol(KP)orquercetin (QC)
show thecleavageofPARPas116kD and89kD.However,thecells(+)pretreated
with z-VAD-fmk show uncleaved PARP as116kDa.B.Inhibition ofcaspase-3
activity by z-VAD-fmk.Comparedwith thecontrol(C),thecells(-)treatedwith
kaempferol(KP)or quercetin (QC)respectively show the increase ofcaspase-3
activity.However,the cells (+)pretreated with z-VAD-fmk show the significant
decreaseofcaspase-3activity.*p<0.05comparedwiththecontrol,†p<0.05compared
withthecellswithkaempferoltreatmentandwithoutthepretreatmentofz-VAD-fmk,
‡p<0.05 compared with the cells with quercetin treatment and without the
pretreatmentofz-VAD-f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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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현재까지 밝혀진 EGb761의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으로 자유기 제거
로 인한 항산화 작용,항 plateletactivatingfactor(PAF)작용에 의한 뇌
혈류량 증가,endothelium-derivedrelaxingfactor(EDRF)증가 작용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신경 적응성(neuronalplasticity)의 증가 등이 있으
며,이러한 EGb761의 기초 작용을 바탕으로 노화에 의한 인지기능의 장
애나 말초 혈류장애,이명이나 현훈 등의 임상치료에 사용되고 있다.1,2최
근에 EGb761에 의한 암세포증식 억제 효과와 세포고사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5-FU와 EGb761을 동시에 투여한 결과 췌장암과 대장
암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또한 SCC-1483구강암종
세포주에 대한 연구에서도 EGb761이 250 μg/ml의 용량에서부터 50%
이상의 세포증식 억제를 보이며 세포고사를 유도한다고 하였다.11쥐와 백
서를 이용한 EGb761의 안정성 연구에서 정맥내로 주사할 경우의 LD50
은 1.1g/kg였으며,15따라서 구강암종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EGb761
250 μg/ml은 사람의 경우 11mg/kg을 혈액내로 투여한 것이므로,백서나
쥐에투여한 양과 비교시 약 1/100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양임을 알 수 있
다.11또한 장기 투여의 경우에도 쥐와 개에게 EGb761을 매일 400-500
mg/kg의 용량으로 26-27주 동안 투여하였을때,장기에 부작용이 보이지
않았고 간과 신장에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16이러한 보고들과 장기
간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어진 점으로 보아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Gb761은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복합제이므로,유효성분만

을 사용한다면 다양한 성분에 의한 부작용을 낮추고 적은 양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하리라 본다.일예로 대장암 세포주에서 quercet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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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mpferol과 같은 flavonoid성분이 암치료에 유효하며,3전립선암에 대
해서는 kaempferol이 암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고,9flavonoidglycoside
의 하나인 rutin은 aflatoxinB1과 N-nitrosodimethylamine에 의한 간암을
억제한다고 한다고 보고되었다.17이런 측면에서 EGb761의 성분들에 의
한 구강암 세포주에서의 세포고사 효과를 관찰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
인 항암물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terpenoid 성분인 ginkgolide A,ginkgolide B,

bilobalide와 flavonoid성분인 kaempferol,quercetin을 SCC-1483세포에
처치하여 kaempferol과 quercetin이 40 μM부터 세포증식을 50%이상 억
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또한 유세포 측정분석을 한 결과
kaempferol과 quercetin모두에서 40 μM의 농도부터 세포고사를 유도함
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다른 구강암종 세포주에서도 발
생하는 가를 알기 위해 SCC-25와 SCC-QLL1에 대해서 세포고사 유도를
검사하였다.그 결과 SCC-25와 SCC-QLL1 구강암종 세포주에서도
kaempferol과 quercetin이 세포고사를 유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40 μM kaempferol,40 μM quercetin,20 μM kaempferol과 20 μM
quercetin의 혼합물,250 μg/mlEGb761에 의한 세포고사 효과를 비교한
결과,모든 세포에서 20 μM kaempferol과 20 μM quercetin의 혼합물이
세포고사를 가장 강력하게 유도하였다.농도를 환산해보면 kaempferol40
μM은 11.5 μg/ml,quercetin40 μM은 13.5 μg/ml이므로 EGb761250 μ

g/ml보다 10배 이상 적은 용량이어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 혹은 이 둘을
20μM씩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포고사 유도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안
전함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임상 적용에 유용한 결과라 하겠다.그러나
세포에 따라 세포고사 유도 정도는 상이하여 세포특이적으로 이러한 세포
고사가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여러 구강암종 세포주에서 kaempfero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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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cetin,EGb761에 의한 PARP분할을 관찰하였으며,PARP의 분할을
확인하여 세포고사가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Quercetin은 flavonol과에 속하며,주로 과일이나 나무 껍질 특히 양파,

적포도주,녹차,맥아즙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18 항궤양과 위장관
보호작용을 나타내며,비만세포,염기성구,중성구 등의 탈과립을 억제하
여 항염증,항알레르기 작용을 한다.19,20 또한 tyrosinekinase와 nitric
oxidesynthase를 억제하여 염증 매개체인 NF-κB의 활동을 조절하며,최
근에는 항바이러스와 항암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1-24임상적으로는
항응고 작용은 미미하였으며,25만성 전립선염 증후군의 경우에는 증상 개
선효과가 있다고 한다.26일반적인 하루 용량은 200-1200mg으로 섭취된
quercetin의 25%가 체내로 순환되며 반감기는 25시간이다.27지금까지 대
장암과 백혈병에 항암작용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지만,구강암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본 연구가 이에 대한 것을 밝힌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한다.22-24

Kaempferol은 flavonoid의 하나로 항산화 기능을 보이며,주로 딸기류
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18,28,29Kaempferol은 quercetin에 비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본 연구를 통해 구강암에 대한 암억제 가능물질로 밝혀진 것
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Caspase는 세포고사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단백효소로써,구조물질,

핵단백(nuclearproteins),신호전달 단백(signalingproteins)등의 다양한
세포 내용물들을 분할시켜 세포고사를 유도한다.그중에서도 DNA 회복
에 관여하는 poly(ADP-ribose)polymerase(PARP)와 DNA-dependent
proteinkinase(DNA-PK)의 분할을 촉진시켜 세포고사에 이르게 한다.30

기존연구에서 EGb761에 의한 구강암종의 세포고사 유도에 caspase-3가
관여한다고 보고 하였다.11 이에 구성 성분인 kaempferol과 quercetin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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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b 761처럼 caspase-3 의존성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caspaseinhibitor인 z-VAD-fmk에 의하여 PARP분할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또한 z-VAD-fmk에 의해 caspase-3의 활성도가 억
제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
해 caspase-3가 활성화되어 세포고사가 유도되며 이러한 세포고사는
EGb761에 의한 세포고사와 마찬가지로 caspase-3의존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추가적으로 Brusselmans등은 kaempferol과 quercetin이 전립
선암세포(LNCaP)와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 지방산 합성의 활성
을 저하시키고,이로 인한 지질 생성 저하가 세포괴사를 일으킨다고 보고
한 바 있다.31 또한 PARP의 분할 산물을 확인함으로써 세포고사가
caspase를 통해 일어남을 보고하였으며,이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31 그러나 비암성 섬유아세포(nonmalignant fibroblast)에서는
kaempferol과 quercetin이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나,암세포에서와는 달리
세포고사를 유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31다른 연구에
서 구강암세포와 구강암의 증식에 지방산 합성의 증가가 확인되어,32,33본
실험의 결과인 구강암세포의 증식억제가 지방산 합성 억제에 의한 기전이
작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향후 이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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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EGb761의 성분 중 kaempferol과 quercertin이 여러
구강암종 세포주에 대해 EGb761보다 유의하게 낮은 농도에서 세포 고사
를 유도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러한 작용은 caspase-3의존성임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로 향후 EGb761의 임상적용에서 kaempferol
과 quercertin등의 구성 성분 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향후 세포고사
유도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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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cancereffectbyGinkgobiloba

extract(EGb761)inoralcavitycancercells

JuWanKang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yung-SuKim)

EGb 761,extracted from Ginkgobilobaleaves,hasbeen proven to
suppress colorectal and prostate cancer.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various mechanisms are involved in the
chemopreventive effects of EGb761 such as antioxidant effects,
inhibition of COX-2, and inhibitory effects on angiogenesis.
Furthermore,the antiproliferative effects ofEGb761 were recently
demonstrated in oralcavity cancercelllines.Since EGb761 is a
composition ofvariouscomponents,itisessentialtoidentify which
componentis responsible for its anticancer effects in oralcavity
cancers.
Inthepresentstudy,weinvestigatedwhichcomponentofEGb761
has antiproliferative effects on oralcavity cancer celllines and
whethereach componentinducescellularapoptosis.Additionally,we
investigatedwhichsignalpathwaysareinvolvedintheapoptoticeffect
ofeach EGb 761component. Oralcavity cancercells(SCC-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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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mponents of EGb 761 including
ginkgolidesA andB,bilobalide,kaempferol,andquercetinatvarious
concentrations.
Theresultsofcellproliferation assay showed thatkaempferoland
quercetinsignificantlyinhibitedcellularproliferationataconcentration
of40 μM.FACS analysisshowedthattheantiproliferativeeffectsof
each componentwere due to increased apoptosis.Kaempferoland
quercetin induced apoptosisin alloralcancercelllines(SCC-1483,
SCC-25andSCC-QLL1)andshowedcleavageofPARP.
Cotreatmentof20 μM ofkaempferoland20 μM ofquercetinwasthe
mostpotentin inducing apoptosis than any other treatment:the
concentrationsofthe2componentswerelessthanone-tenthofthat
known to be effective forEGb 761.Although the antiproliferative
effectsofkaempferolandquercetincotreatmentvariedamongdifferent
oralcavitycelllines,apoptosiswasshowntobecaspase-3dependent.
In conclusion,our results suggestthatthe EGb 761 components
kaempferol and quercetin effectively induce caspase-3-dependent
apoptosis in oral cavity cancer cells, and further studies for
componentialapplicationsareneeded.

-----------------------------------------------------------------
KeyWords:Ginkgobilobaextract,component,

oralcavity cancer,anti-cancer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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