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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의 활성산소 유발에 따른 곤충 세포의 아폽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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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lorine dioxide has an insecticidal activity via its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ts cytotoxic activity has

been regarded as a main cause of the insecticidal activity. This study tested a hypothesis that cytotoxicity of chlorine dioxide is resulted

from its induction of apoptosis against target cells using ROS. Injection of chlorine dioxide significantly reduced total hemocyte counts

of Plodia interpunctella larvae and subsequently killed the larvae. To analyze the cytotoxicity with respect to apoptosis, terminal 

deoxyribonucleotidyl transferase nick end translation (TUNEL) assay was performed. An insect cell line (Sf9) cells were exposed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ine dioxide. TUNEL assay showed that chlorine dioxide induced significant apoptosis of Sf9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When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ine dioxide were injected to larvae of P. interpunctella, it showed a dose-

dependent induction of apoptosis against hemocytes. However, addition of vitamin E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apoptosis induction

and insecticidal activity of chlorine dioxid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ytotoxicity of chlorine dioxide is

resulted from its induction of apoptosis against insect cells using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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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산화염소는 살충효과를 지니며, 이는 이 물질이 발생시키는 활성산소에 기인된다. 살충효과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이산화염소의 세포독

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산화염소가 유발하는 세포독성이 활성산소에 기인한 아폽토시스 유발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화랑

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 유충에 이산화염소를 주입한 결과 전체혈구수의 뚜렷한 감소를 보였고, 이후 처리 유충은 사망하였다. 아폽토시스 

세포치사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nick end translation)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곤충 세포주의 

하나인 Sf9 세포에 서로 다른 이산화염소를 처리하고 TUNEL 분석법으로 관찰한 결과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아폽토시스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

음으로 서로 다른 농도의 이산화염소를 화랑곡나방 유충에 주입하고 혈구 세포를 TUNEL 분석법으로 관찰한 결과 이산화염소는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아폽토시스 유발을 나타냈다. 그러나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이산화염소와 함께 처리하면 비타민 E의 농도에 비례하여 이산화염소의 

아폽토시스 유발을 억제하고 이에 따라 살충률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산화염소에 기인한 세포독성은 활성산소에 기인한 아폽토시스 유

발로 이뤄졌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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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ClO2)는 염소 산화물의 일종으로 높은 산화력

을 지니며, 낮은 온도의 물에서도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 음용수 

소독 및 표백제로 사용되고 있다(Volk et al., 2002). 더욱이 이

산화염소는 액상 및 기체 상태의 제제화가 가능하여 여러 용도

의 환경처리제로 사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이산화염소의 살

균 및 표백 효과는 이 물질이 갖는 화학적 산화력에 기인된다

(Don, 1998). 즉, 이산화염소가 물속에서 용해된 경우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분자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분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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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각 전자수가 홀수로 존재하여, 특이적 단일 전자 교환기작의 

산화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염소는 유기물질의 전

자밀집센터를 공략하여 자신은 하나의 전자를 받아들인 chlorite 

(ClO2

-
) 형태로 환원되고 해당 유기물은 산화되게 된다. 이러

한 이산화염소의 산화력은 살균 및 살충 작용에 응용되었다

(Hinenoya et al., 2015).

훈증제로서 제형화된 이산화염소는 해충의 방제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학해충인 빈대류(Cimex lectularius, 

Cimex hemipterus)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농도(약 1,000 ppm)

의 이산화염소 훈증 처리는 속효성의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

(Gibbs et al., 2012). 이를 거짓쌀도둑거저리와 화랑곡나방의 

저곡해충 방제에 비교적 낮은 농도(200 ppm)를 적용하여 완전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Kim et al., 2015; Kumar et al., 2015). 이

러한 이산화염소의 살충력은 이 물질이 생체 내에서 생성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에 기인된다. 활성산소는 체

내에서 환원력을 발휘하는 효소들에 의해 제거될 수 있지만, 한

계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면 생체 내 다양한 부위에서 생리교란

을 유발하게 된다. 이산화염소 처리 농도에 따라 곤충의 세포내

에서는 높은 농도의 활성산소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살충력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항산화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이산화염소

의 살충력이 낮아졌다. 이산화염소의 활성산소 발생 기능은 항

바이러스 및 세포독성으로도 나타났다(Kim et al., 2016). 두 종

류의 바이러스에 대해 이산화염소는 활성산소에 기인된 항바

이러스 기작을 나타냈으며, 유사하게 인체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

이산화염소의 활성산소에 기인된 세포독성은 대상 세포의 

아폽토시스(apoptosis) 유발에 의해 기인될 수 있다. 이는 여러 

시스템에서 활성산소는 세포의 아폽토시스를 유발하기 때문으

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아폽토시스는 다세포 생명체에서 발

육과정 중에 일어나는 프로그램된 세포자연치사 과정을 일컫

는다(Elmore, 2007). 이러한 아폽토시스는 개체의 방어기작으

로서 외부 병원체 침입에 대한 면역반응 또는 위해한 물질의 노

출에 대해서 세포가 피해를 받게 될 때에도 일어난다(Norbury 

and Hickson, 2001). 본 연구는 이러한 기반 위에 이산화염소가 

활성산소에 기인하여 곤충세포주의 아폽토시스를 유발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아폽토시스가 곤충의 혈구세포에서 일어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아폽토시스 유발이 살충력에 영향을 주었는

지를 증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재료 및 방법

화랑곡나방 사육

본 연구에 사용된 화랑곡나방은 실내 누대 사육충으로 1994

년 대구의 건조 채소류 저장창고에서 유래되었다. 유충은 인공

사료(800 g rice bran, 200 g 이스트 추출물, 500 mL 글리세롤, 2 

g sorbic acid, 2 g methyl p-hydroxybenzoate)를 이용하여 온도 

28 ± 1℃, 상대습도 65-75%, 일장 16:8 (L:D) h 조건의 배양기

에서 사육되었다. 소집단이 겪는 임의유전적부동을 줄이기 위

해 매 세대 100 마리 이상의 암수를 교미시켜 차세대를 형성하

였다. 성충은 10% 설탕물을 제공하였다. 

이산화염소 합성

본 연구에 이용된 이산화염소는 800 ppm의 저장 용액이었

다. 이 시약은 프루고팜(Suwon, Korea)에서 제공되었다. 이산

화염소 저장 용액의 희석은 멸균된 100 mM 인산완충용액(pH 

7.4)을 이용하였다. 

이산화염소 처리에 따른 생물검정

이산화염소 액상 주입 처리는 0, 50, 100, 200. 400 및 800 ppm

을 이용하였다. 혈강 주입(1 μL)은 유리 모세관을 이용하여 초

미량펌프가 장착된 미세조정장치(SYS-microcontroller,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를 이용하여 주입하

였다. 유리 모세관은 micropipette puller (PN-30, Narishig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각 농도 처리는 3 반복

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반복은 10 마리의 5령충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처리 후 25℃ 실내 조건에서 24 시간 방치 후 사망률

을 조사하였다. 사망 판정은 핀셋으로 복부를 가볍게 눌렀을 때 

자의적 행동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아폽토시스 분석법 - Sf9 세포에 대한 이산화염소 처리 

효과

TUNEL 분석법을 이용한 아폽토시스 정량화는 Abcam 

(Cambridge, UK)의 ab66110 제품인 In situ BrdU-Red DNA 

Fragmentation Assay Kit을 이용하였다. 간략하게 서로 다른 

이산화염소 농도(0-50 ppm)를 Sf9 세포 배양액에 24 시간 처리

하였다. 아폽토시스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구 세포(Abcam, 

Cambridge, UK)는 이산화염소의 추가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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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된 세포(1 × 10
5
)를 0.5 mL의 인산완충용액(100 m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에 현탁시키고 4% 

(w/v) formaldehyde 용액 5 mL을 첨가하여 얼음 위에서 15 분

간 고정시켰다. 고정액을 제거하기 위해 3 분간 원심분리(300 × 

g) 후 1 × 10
6
 개 세포를 1차 세척완충용액(Abcam)으로 2 회 세척

한 후 50 μL의 DNA 표지용액(10 μL terminal deoxyribonucleotidyl 

transferase (TdT) 반응완충용액, 0.75 μL TdT 효소, 8 μL Br- 

dUTP, 32.25 μL 탈이온증류수)에 현탁시키고 37℃에서 60 분

간 반응시켰다. 이후 2차 세척완충용액(Abcam)으로 2 회 세척

한 후 0.1 mL의 항체반응용액(Anti-BrdU-Red Antibody 5 μL 

Rinse Buffer 95 μL)을 첨가한 후 실내 암 조건에서 30 분간 반

응시켰다. 이후 PBS로 2회 세척 후 슬라이드 옮겨 형광현미경

(DM 2500, Leica, Wetzlar,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세포 

전체 관찰은 Bright field (BF) 모드를 이용하였고, DNA 절편

을 관찰하기 위해 rhodamine 필터를 이용하였다. 모든 현미경 

자료는 400 배의 배율에서 확인하였다. 

아폽토시스 분석 - 충체내 혈구세포에 대한 이산화염소 

처리 효과

화랑곡나방 5령충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농도(0-800 ppm)

의 이산화염소 1 μL를 혈강 주입하였다. 처리 1 일 경과 후 복부 

다리를 절단하고 나오는 혈림프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혈림프

(약 100 μL)는 900 μL의 항응고용액(1.32% sodium citrate, 

0.48% citric acid, 1.47% dextrose, pH 4.5)과 혼합하고 얼음 위

에서 20 분간 반응 후 다시 곤충세포배양용액(TC-100 insect 

cell culture medium, Hyclone, Daegu, Korea)에 현탁시켰다. 

이후 혈구세포의 DNA 절편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기

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혈구세포의 경우 핵을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4’,6-diamindino-2-phenylindole (DAPI, 

Thermo Scientific, Meridian, Rockford, USA)을 1:1,000의 희

석 비율로 하여 상온에서 2 분간 염색시켰다. 형광현미경 관찰

은 BF, rhodamine 및 DAPI 필터를 이용하여 세포, DNA 절편 

및 핵을 각각 관찰하였다. 아폽토시스의 나타내는 세포 비율 결

정은 임의로 100 개의 세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적색의 형광

을 보이는 세포를 계수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이

러한 계수는 3 회 반복하였다.

비타민 E 처리

본 연구에 이용된 비타민 E는 Sigma-Aldrich Korea (Seoul, 

Korea)에서 제공된 α-tocopherol을 사용하였으며 dimethyl 

sulfoxide (Amresco)를 이용하여 0, 6.25, 12.5, 25, 50, 100 mM

로 희석하였다. 화랑곡나방 5령충에 대한 비타민 E 처리는 1 μL 

부피로 이산화염소 처리와 함께 혈강 주입되었다. 각 처리 농도

는 3 회 반복 처리되었다. 살충율 검정에는 반복 당 10 마리를 

처리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살충효과 및 아폽토시스 결과는 백분율 자료로서 arsine 

변환 후 SAS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및 처리 평균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평균간비교

는 SAS의 ANOVA 분석에서 제공되는 DUNCAN의 다중평균

간비교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제1형 오류의 확률(α)은 0.05이

었다. 

결 과

Sf9 세포주에 대한 이산화염소의 아폽토시스 유발 효과

화랑곡나방의 혈구세포에 대한 세포치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이산화염소의 농도별 살충효과를 분석하였다(Fig. 

1A). 이산화염소의 살충효과는 처리된 가장 낮은 농도인 50 

ppm 수준에서 나타났으며 주입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살충효

과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독 반응을 기준으로 뚜렷한 살충효

과를 보이는 100 ppm의 이산화염소를 화랑곡나방의 혈강에 주

입하고 시기별로 진행되는 전체혈구수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Fig. 1B). 전체 혈구수는 처리 1일 후에 본래의 약 60%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낮은 상태의 혈구수는 살충효과가 나타

나는 4일 까지 지속하였다. 본 결과는 이산화염소가 화랑곡나

방의 혈구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지닌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

침하였다. 이러한 이산화염소의 세포치사효과가 아폽토시스

에 의해 이뤄지는 지를 이후 연구에서는 TUNEL 분석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이산화염소의 아폽토시스 유발효과는 Sf9 세포주를 이용하

여 관찰하였다(Fig. 2). 본 연구에 이용된 TUNEL 분석의 아폽

토시스의 판별력을 판정하기 위해 두 가지 양성 및 음성 대조구

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성 대조구세포는 본 연구에 이

용된 TUNEL 분석 키트로 처리한 결과 형광현미경의 rhodamine 

모드에서 붉은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동일 조건으로 처리

되고 관찰된 음성 대조구 세포는 이러한 형광 반응이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판별력 위에 서로 다른 이산화염소 농도를 

Sf9 세포에 처리하고, 24 시간 경과 후에 TUNEL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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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ytotoxicity of chlorine dioxide against P. interpunctella

larvae by hemocoelic injection. (A) Toxicity of chlorine dioxide, in 
whic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ine dioxide were injected 
in 1 μL volume. Mortality was measured at 7 days after treatment 
(DAT). Each dose was treated to 10 fifth instar larvae. Each dose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B) Influence of chlorine 
dioxide (400 ppm) on total hemocyte counts of the fifth instar 
larvae.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Duncan 
multiple range test).

Fig. 2. Influence of chlorine dioxide on induction of apoptosis in 
Sf9 cells. DNA damage was assessed by TUNEL method. (A) 
Control test of TUNEL assay.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 
cells provided from Abcam (Cambridge, UK) were analyzed. (B) 
Effect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ine dioxide on Sf9 cells 
by incubation for 24 h. Immunofluorescence assay of bromo 
deoxyuridine (‘BrdU’) was detected by its monoclonal antibody in 
a rhodamine mode of a fluorescence microscope (DM 2500, Leica, 
Wetzlar, Germany) at 400 x magnification. Nuclei were stained 
with DAPI (data not shown). Total cells were observed by bright 
field (‘BF’) mode. All these pictures were combined in a merged 
mode (‘Merge’).

하였다. 눈에 띠는 형광신호는 20 ppm의 농도 이상에서 나타났

으며, 40 ppm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형광을 나타냈

다. 일부 세포에서는 아폽토시스의 특징적인 모양 변화인 세포 

부풀음(blebbing)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화랑곡나방 혈구세포에 대한 이산화염소의 아폽토시스 유발 

효과

Sf9 세포주에서 일어난 아폽토시스가 화랑곡나방의 충체 내에 

있는 혈구세포에서도 관찰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농도의 이산화염소를 주입하고 24 시간 후에 분석하였다(Fig. 3). 

주입된 이산화염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TUNEL 양성 반응 신

호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A). 이를 정량화하면, 

뚜렷한 아폽토시스 양성 반응이 100 ppm 이상의 이산화염소 

농도에서 나타났다(Fig. 3B). 400 ppm 이상의 이산화염소 농도 

처리에서는 큰 차이 없이 75-80% 혈구세포가 아폽토시스 반응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E의 아폽토시스 억제 효과

이산화염소에 의해 나타나는 아폽토시스가 이 물질이 생성

시키는 활성산소에 의해 이뤄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항산화

제인 비타민 E를 처리하여 아폽토시스 억제 효과를 분석하였

다(Fig. 4). 앞에서 보듯 400 ppm 농도의 이산화염소 처리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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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Influence of chlorine dioxide on induction of hemocytes of 
one day old fifth instar (L5D1) larvae of P. interpunctella. (A) 
TUNEL assay of hemocytes of the treated larvae for 24 h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ine dioxide. (B) Quantification of 
apoptotic cells emitting rhodamine fluorescence with respect to 
treated doses of chlorine dioxide. Immunofluorescence assay of 
bromo deoxyuridine (‘BrdU’) was detected by its monoclonal 
antibody in a rhodamine mode of a fluorescence microscope (DM 
2500, Leica, Wetzlar, Germany) at 400 x magnification. Nuclei 
were stained with DAPI (data not shown). Total cells were 
observed by bright field (‘BF’) mode. All these pictures were 
combined in a merged mode (‘Merge’). Each treatment dose was 
replicated three times. In each measurement, 100 cells were 
randomly chosen and counted in number of fluorescent cell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Duncan multiple range 
test).

(A)

(B)

Fig. 4. Inhibitory effect of vitamin E (Vit E) on apoptosis induced 
by chlorione dioxide in hemocytes of P. interpunctella. Chlorine 
dioxide and Vit E were co-injected to hemocoel of one day old 
fifth instar larvae with each 1 μL volume. (A) TUNEL assay of 
hemocytes of the treated larvae for 24 h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Vit E plus 400 ppm of chlorine dioxide. (B) Quantification of 
apoptotic cells emitting rhodamine fluorescence. Immunofluorescence 
assay of bromo deoxyuridine (‘BrdU’) was detected by its monoclonal
antibody in a rhodamine mode of a fluorescence microscope (DM 
2500, Leica, Wetzlar, Germany) at 400 x magnification. Nuclei 
were stained with DAPI (data not shown). Total cells were 
observed by bright field (‘BF’) mode. All these pictures were 
combined in a merged mode (‘Merge’). Each treatment dose was 
replicated three times. In each measurement, 100 cells were 
randomly chosen and counted in number of fluorescent cell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Duncan multiple range 
test).

75% 이상의 아폽토시스를 유발하였다(Fig. 4A). 특별히 핵의 

위치를 알려주는 DAPI 염색은 TUNEL 분석 신호가 핵을 중심

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아폽토시스 유발 효과

는 비타민 E의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Fig. 4B). 통계적으로 뚜렷한 감소는 비타민 E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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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cue effect of vitamin E (Vit E) on insecticidal activity of 
chlorine dioxide against P. interpunctella. Different concentrations 
of Vit E were co-injected with 400 ppm of chlorine dioxide to one 
day old fifth instar larvae. Both chemicals were injected with each 
1 μL volume per larva. Mortality was measured at 7 days after 
treatment (DAT). Each dose was treated to 10 larvae. Each dose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Duncan multiple range test).

도가 50 mM 이상을 처리하였을 때 나타났다.

이산화염소의 아폽토시스 유발효과와 살충효과를 기능적으

로 연결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농도를 처리하고 사망률 감소 효

과를 분석하였다(Fig. 5). 400 ppm의 이산화염소를 처리한 결

과 앞에서 보듯 높은 살충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타민 E를 함

께 처리한 결과 비타민 E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살충력의 감

소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뚜렷한 살충력 감소 효과는 25 mM 

이상에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이산화염소의 살충 기작을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이산화염소가 발

생시키는 활성산소가 살충 효과를 주는 주요 치사 인자로 추정

하였다(Kumar et al., 2015). 본 연구는 이산화염소의 살충기작 

물질인 활성산소가 세포독성을 보이며, 이러한 세포독성은 대

상 곤충 세포의 아폽토시스를 유발함으로 초래된다는 것을 보

여준다. 

기존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산화염소는 충체로 주

입할 경우 뚜렷한 살충효과를 재확인하여 주었다. 비록 50 ppm

의 낮은 농도로 주입하여도 살충효과가 나타나지만, 이후 혈구

세포독성 연구에서는 400 ppm의 이산화염소 농도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이 농도를 처리하고 전체혈구수를 분석한 결과 처

리 후 1 일 이후부터 뚜렷한 혈구수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

산화염소의 살충작용이 일어나는 4 일 이후 보다 빠른 시기에 

충체 내에서는 세포치사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내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구세포를 대상으로 세포독성을 분석

하였지만, 체내 여러 세포에서 이러한 세포독성 작용이 가능하

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산화염소는 살충효과를 나타냈을 것

으로 추정된다.

Sf9 세포주를 이용한 기내시험과 화랑곡나방 혈구세포를 대

상으로 한 충제 시험 모두에서 이산화염소의 세포치사효과는 

아폽토시스 유발에 기인된 것으로 TUNEL 분석 결과는 제시하

고 있다. TUNEL 분석 기술은 DNA 절편화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조각으로 주로 아폽토시스 후반기에 일어나는 절단된 

DNA 말단에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에 의해 형

광으로 표지된 dUTP를 연결하면서 dUTP에 특이적 단일항체

로 관찰하게 하였다(Gavrieli et al., 1992). 이러한 DNA 절편화

는 다른 세포 치사와 구분되는 아폽토시스의 특징적 세포 변화

의 일종이다. 아폽토시스는 외상적 피해에 따라 나타나는 세포

괴사(necrosis)와는 구분지어 아폽토시스는 특징적 세포 모양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즉, 아폽토시스를 겪는 세포는 DNA 절

편화, 염색사 응축, 핵 조각화 및 세포막에 부풀음(blebbing)의 

특징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근본적으로 세포괴사는 에너지 합

성 억제 또는 세포막 손상으로 통해 세포조절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에 따른 절제 능력이 상실된 형태에서 비롯된 과정이라면 

아폽토시스는 절제되고 에너지 의존적 과정으로 대별될 수 있

다(Zeiss, 2003). 이러한 아폽토시스 과정 중에는 다양한 생화

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아폽토시스를 진행하는 세포에서는 광

범위한 단백질 상호 연결이 일어나는 데 이는 transglutamase의 

활성에 기인된다(Nemes et al., 1996).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도움에 따라 활성화된 핵산분해효소는 DNA를 180-200 bp 길

이로 조각화한다(Bortner et al., 1995). 또 다른 생화학적 특징

으로 아폽토시스 세포가 세포 표면에 다른 세포에 의해 포식

되는 신호를 발현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신호에 인지질인 

phosphatidylserine이 세포막의 이중층 가운데 외막으로 돌출

되어 생성하는 것으로 포함한다(Bratton et al., 1997). 또 다른 

표지로서 Annexin I과 calreticulin을 포함한다. Annexin V는 

phosphatidylserine을 인식하여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아폽토시

스 세포를 찾아내는 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Arur et al., 2003). 

Calreticulin은 곤충의 지질운송단백질인 저밀도 리포포린의 

수용체 연계 단백질로서 phosphatidylserine과 동력 작용을 발

휘하여 아폽토시스 과정을 돕게 된다(Gardai et al., 2005). 이러

한 두 가지 중요한 세포 변화가 본 연구에서 유발되었다. 즉, 세

포 부풀음이 관찰되었고, DNA 절편화가 TUNEL 분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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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이산화염소는 곤충 세포 치사를 유발하는 데 

아폽토시스 과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타민 E 처리는 곤충 세포의 아폽토시스 유발을 

억제하였다. 비타민 E는 높은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의 작용

을 길항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errera and 

Barbas, 2001). 아폽토시스는 여러 조절자에 의해 통제받게 되

고 또 야기된다. 아폽토시스를 유발하는 데에는 크게 외부신호

과정과 내부신호과정의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내부 유기회

로는 세포자체에서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세포 자신을 치사시

키는 경우이고, 외부 유기회로는 주변 세포에서 기인된 신호에 

의해 세포치사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는 아폽토시

스와 연계된 캐스페이즈(caspase)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

를 동반하게 된다. 캐스페이즈는 아스팔틱산(aspartic acid) 위

치에서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아폽토

시스 연계 캐스페이즈가 활성화되면 비가역적으로 세포치사가 

야기된다. 현재까지 10 개의 주요 캐스페이즈가 알려지고 이를 

크게 시작 캐스페이즈(caspase-2,-8,-9,-10), 실행 캐스페이즈

(caspase-3,-6,-7) 그리고 염증 캐스페이즈(caspase-1,-4,-5)로 

분류한다(Cohen, 1997; Rai et al., 2005). 외부신호과정은 외부

의 아폽토시스 유기 인자와 대상 세포막에 존재하는 tumor necrosis 

factor (TNF) 수용체 유전자군에 속하는 치사수용체(death 

receptor)와의 결합을 통해 치사 신호를 세포내부로 전달하게 

된다(Locksley et al., 2001). TNF 수용체 유전자군은 cysteine 

아미노산이 많은 세포밖영역을 지니고 세포안영역에는 약 80 

개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치사영역”을 띠게 된다(Ashkenazi 

and Dixit, 1998). 현재까지 밝혀진 치사수용체와 이에 특이적 

리간드는 FasL/FasR, TNF-α/TNFR1, Apo3L/DR3, Apo2L/DR4 

그리고 Apo2L/DR5를 포함한다(Chicheportiche et al., 1997; 

Peter and Kramer, 1998; Suliman et al., 2001; Rubio-Moscardo 

et al., 2005). 일단 수용체와 리간드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면 세

포내 연결단백질(adapter protein)인 FADD (FasL/FasR 경우) 

또는 TRADD (TNF-α/TNFR1 경우)를 활성화하게 된다(Hsu 

et al., 1995; Wajant, 2002). FADD는 수용체 이량화(dimerization)

를 통해 procaspase-8와 연결되고 치사유기신호복합체(death- 

inducing signaling complex)를 이뤄 procaspase-8이 활성화를 

유도하게 한다(Kischkel et al., 1995). 활성화된 caspase-8는 아

폽토시스의 실행 캐스페이즈를 활성화하게 된다. 반면에 치사

수용체는 더 이상의 아폽토시스 신호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c-FLIP

이 FADD와 caspase-8과 결합하여 불활성화시킨다(Kataoka 

et al., 1998; Scaffidi, 1999). 내부신호과정은 세포막 수용체의 

작용 없이 세포내부에서 일어나는 신호과정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음성적 조절과정은 세포내 

아폽토시스를 억제하는 인자를 낮추어 세포치사를 유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반면에 양성적 조절과정은 방사선, 독소, 무

산소, 고열, 바이러스 침입 및 활성산소 등의 유기인자를 포함

하게 된다. 두 과정은 모두 미토콘드리아 흡수 통로(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를 열어,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를 상실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두 종류의 아폽토시스 유발 인자를 세포질

로 방출하게 된다(Saelens et al., 2004). 이 가운데 첫 번째 종류

는 cytochrome c, Smac/DIABLO 그리고 세린계 단백질 분해

효소인 HtrA2/Omi를 포함한다(Du et al., 2000; Garrido et al., 

2006). 이들은 캐스페이즈 의존적 미토콘드리아 아폽토시스 

유발 과정을 활성화한다. Cytochrome c는 procaspase-9 뿐만 

아니라 Apaf-1과 결합하여 이들을 활성화한 후 아폽토시스결

합체(apoptosome)를 이룬다(Chinnaiyan, 1999; Hill et al., 2004). 

Smac/DIABLO와 HtrA2/Omi는 IAP (inhibitors of apoptosis 

proteins) 활성을 억제하여 아폽토시스를 유발하게 된다(van 

Loo et al., 2002; Schimmer, 2004). 두 번째 종류의 미토콘드리

아 방출인자는 아폽토시스 후기에 일어나며 AIF, endonuclease 

G 그리고 CAD를 포함한다. AIF는 핵으로 들어가 DNA 절편

을 유도하고 염색사 응축을 유발시킨다(Joza et al., 2001). 

Endonuclease G도 핵으로 이행하여 염색사를 절단하여 DNA 

절편화를 유도한다(Li et al., 2001). CAD는 염색사 응축에 관

여한다(Enari et al., 1998). 한편 Bcl-2 유전자군은 아폽토시스 

과정에 관여하여 일부는 미토콘드리아 막 흡수도를 유지시켜 

cytochrome c의 방출을 억제하는 anti-apoptosis 인자로 작용한

다(Cory and Adams, 2002). 외부 및 내부신호과정을 통해 실행 

캐스페이즈를 활성하게 되면 비로서 아폽토시스가 일어나게 

된다. 실행 캐스페이즈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핵산분해효소를 

활성화하여 핵 물질을 분해하고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하

여 핵과 세포 골격을 분해한다(Slee et al., 2001). Caspase-3는 

가장 중요한 실행 캐스페이즈로서 어떠한 시작 캐스페이즈에 

의해서도 활성화가 이뤄진다. Caspase-3는 특히 핵산분해효소

인 CAD의 억제자인 ICAD를 분해시켜 CAD를 활성화하게 된

다(Sakahira et al., 1998). CAD는 이때 핵내 염색체 DNA를 분

해시키고 염색사응축을 유발시킨다. Caspase-3는 세포골격을 

이루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gelsolin을 분해하여 세포골

격의 와해를 통해 아폽토시스 몸체(apoptotic bodies)를 세포로

부터 분리시킨다(Kothakota et al., 1997). Caspase-3는 caspase-8

과 더불어 아폽토시스 몸체의 세포막에 phosphatidylserine의 

돌출화를 유도하여 주변 포식세포에 의한 포식작용을 도와주

게 된다(Bratton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처리된 이산

화염소는 세포내 활성산소의 함량의 증가를 유도하고(Kumar 

et al., 2015), 증가된 활성산소는 화랑곡나방 혈구세포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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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폽토시스 억제인자인 Bcl-2 또

는 glutathione의 한계를 초과하여 아폽토시스를 유발한 것으

로 해석된다(Cai and Jones, 1998). 아폽토시스 억제인자들의 

처리 한계 이상의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물질 통과도

를 변경시켜 cytochrome c가 세포질로 방출하게 하고 궁극적으

로 실행 캐스페이즈를 활성화하여 비가역적 아폽토시스 과정

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활성산소에 기인한 아폽

토시스는 생명체의 방어기작으로서 세포자연치사과정(Matés 

and Sánchez-Jiménez, 2000)을 오히려 절제 한계 이상의 자가치

사과정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산화염소의 살충효과는 이 물질이 충

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다시 곤충의 

여러 세포에 아폽토시스를 유발하여 세포독성을 일으켜 궁극

적으로 치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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