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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 포자분 열수 추출물에 의한 U937 인체백혈병세포의
Apoptosis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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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hroom Ganoderma lucidum, a lamellaless basidio-mycetous fungus belonging to the family
Polyporaceae, is widely distributed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has been used as a medicinal material
for allergy, arthritis, bronchitis, gastric ulcer, hyperglycemia, hypertension, chronic hepatitis, hepatopathy,
insomnia, nephritis, neurasthenia, scleroderma and inflammation. In addition, G. lucidum has been known
to exert anti-cancer activities in many human cancer cells, but the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 of
this effect is poorly understood in human leukemia cell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apoptotic effects of water extract of wild Ganoderma lucidum spores (WEGL) in human leukemia
U937 cells. It was found that exposure of U937 cells to WEGL resulted in the growth inhibi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as measured by trypan blue count and MTT assay. The anti-proliferative effect
of WEGL treatment in U937 cells was associated with apoptotic cell death such as increased populations
of apoptotic-sub G1 phase, formation of apoptotic bodies, DNA fragmentation and increased the percentage
of cells with depolized mitochondrial membrane. The induction of apoptotic cell death by WEGL was
connected with a up-regulation of pro-apoptotic Bax expression and down-regulation of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 (XIAP). In addition, WEGL treatment inhibited the levels of pro-caspase-3
and a concomitant degradation of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Taken together,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WEGL may be a potential chemotherapeutic agent for the control of human leukemia
U937 cells and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identify the active compounds. (Cancer Prev Res 15,
347-35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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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의 발달과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는 암은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침윤 및 전이를 유발하는 난치성 질병이다.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모든 사망 원인 중 약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약 760만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암의 발생 및
1∼3)
치료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혈액이나 골수에 발병하여 백혈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발시키는 혈구암은 악성 hematopoietic tumor로서 어린
이나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급성 혈
구암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
려진 만성 혈구암으로 구분되어지며 인체에 발병하는
암 중에서 여섯 번째로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4)
다. 또한 혈구암은 골수에 위치하는 림프구에서 유발되
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cytic leukemia)과 과
립성 백혈구 및 단핵 백혈구에서 유발되는 골수성 백혈
병(myelogenous leukemia)으로 구분되어지며 화학적 저항
성으로 인한 치료가 어렵고 재발의 확률도 매우 높은 것
5,6)
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혈구암은 화학적 항
암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가 어려우며 재발
의 확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혈구
암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약리작용이 다르게 나타나
고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
라서 혈구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후
보 물질을 발굴하고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의 이들의 기
작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암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apoptosis (세포사
멸) 과정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세포나 암세포를 제거하
는 치료제의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Programmed cell death라고 불리며, 생리학적 과정으로서 배
아의 발생, 조직의 remodeling 및 손상된 세포의 제거 등
에 관여를 하는 apoptosis는 세포의 팽창, 이온 농도의 변
화 및 물의 유입 등과 같은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유발
되는 세포의 죽음인 necrosis와 구분되어지며 개체의 발
생 단계나 DNA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유전적
조절 하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개체의 생존을 위한 방어
7,8)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Apoptosis의 특징으로는 세포의
수축, 이웃하는 세포와의 결합력 약화, 염색질 응축,
DNA 단편화, 세포 표면에 phosphatidylserine의 발현 및 세

포막의 수포화 현상 등과 같은 형태적 또는 생화학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이러한 apoptosis 과정이 실패하게 되면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apoptosis는 암
화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암을 치료하는 중요한 표적이
9∼13)
일반적으로 apoptosis는 death receptor path되고 있다.
way라고 알려진 extrinsic pathway와 mitochondrial pathway라
고 알려진 intrinsic pathway에 의해서 유발되며, 이러한 과
정은 caspases, death receptors 및 Bcl-2 family 등과 같은 다양
14∼16)
한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
구에 따르면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천연물들이
암예방 및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
한 chemopreventive 및 chemotherapeutic agent들은 apoptosis
유발에 의한 세포의 죽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므로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도 apoptotic cell
17,18)
death 유발이 중요한 기전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담자균류 민주름버섯목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하며 한
국, 일본 및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영지버섯(Ganoderma lucidum)은 수천 년 전부터 건강유지 및 장수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자실체, 균사체 및 포자에는 약리학
및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riterpene, polysaccharide, nucleotide, sterol, steroid, fatty acid,
protein 및 peptide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거의 400여
종이 포함되어 있어 식욕감퇴, 알레르기, 현기증, 불면
증, 신경쇠약, 관절염, 기관지염,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혈증, 만성간염, 기관지염, 간병증, 관상동맥
질환, 신장염, 피부경화증 및 염증 등에 효과가 좋은 것
19∼24)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지버
섯에 포함되어 있는 polysaccharide는 antigen-presenting
cell, T lymphocyte, B lymphocyte, NK cell, neutrophil granulocyte 및 dendritic cell 등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서 면역기
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
25∼29)
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지버섯 추출물은 많은 인
체 암세포에 있어서 신생혈관 생성 억제, 세포주기 억제
및 apoptosis 유발 등과 같은 항암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30∼34)
보고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지버섯 포자분 추출
물이 유발하는 항암작용 및 그에 따른 분자생물학적 기
작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생 영지버섯 포자분 열수 추
출물(water extract of wild Ganoderma lucidum spores, WEGL)
이 인체 혈구암세포인 U937 세포에 미치는 항암 효과의
생화학적 기전의 해석을 위하여 U937 세포의 증식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WEGL이 유발하는 증식억제
현상이 apoptosi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전자 수
준에서 조사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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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야생 영지버섯 포자분은 중국 길림
성 연길시에 위치한 성림균업유한공사에서 제공 받았으
며, 영지버섯 포자분 열수 추출물(water extract of wild
Ganoderma lucidum spores, WEGL)을 얻기 위하여 흐르는 물
로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잘게 분쇄하였다. 건조
된 영지버섯 포자분 100 g 당 증류수 1,000 ml을 가하여
환류 냉각장치가 장착된 가열기에서 180∼200oC의 온도
로 2시간 동안 끓이고, 이를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
리 시켜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상층액을 Whatman 필터
(No. 2)로 걸러내고 감압 농축과 가열을 통해 고형성분을
얻어내어 막자사발로 잘게 마쇄하고 밀봉시켜 －70oC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를 U937 세포에 처리하
기 위해서 적정 농도로 성장배지에 첨가하여 녹인 다음,
0.22 μm의 pore size를 가진 주사기용 필터유닛을 사용하
거나 1회용 펌프 필터 유닛을 사용하여 미생물 및 불순
물을 걸러낸 다음, 세포의 성장배지를 갈아주면서 직접
처리하였다.
2.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단백질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FADD,
Bcl-2, Bax, Bid, XIAP, cIAP-1, caspase-3, PARP 및 actin 항
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
서 구입하였으며, immunoblotting을 위해 2차 항체로 사
용된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mouse 및
anti-rabbit 항체는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핵의 염색을 위
하여 사용된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은 Sigma
(St. L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세포주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는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3.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된 U937 세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소
(KRIBB, Daejeon, Korea)에서 분주 받았으며, 암세포의 배
양을 위해 90%의 RPMI-1640 배지(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10%의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및 1%의 penicillin 및 streptomycin
(Biofluids, Rockville, MD, USA)이 포함된 성장배지를 사용
o
하여 37 C,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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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에 따른 과밀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배지
의 교환을 매 48시간마다 실시하여 적정수의 세포를 유
지하였다.
4. Hemocytometer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의 측정

WEGL 처리에 따른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 배양용 6 well plate에 U937 세포를 2×105개/ml의 개
수로 well 당 2 ml씩 분주한 다음 WEGL을 적정 농도로
처리하여 37oC,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배지를 제거하고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를 각 well 당 1 ml을 첨가하
여 세포를 부유시킨 다음 0.5% trypan blue solution (Gibco
BRL)을 동량으로 첨가하여 2분 간 처리하였다. 처리된
sample을 hemocytometer에 적용한 후 도립 현미경(inverted
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
포를 계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Microsoft EXCE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MTT assay에 의한 세포 성장억제 조사

WEGL가 U937 세포의 성장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이용하였다. 먼
저 U937 세포에 WEGL을 적정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tetrazolium bromide salt
(MT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시약을 0.5
mg/ml 농도로 희석하여 200 μl씩 분주하고 37oC에서 3
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다음 MTT 시
약을 제거하고 dimethylsulfoxide (DMSO, Sigma)를 1 ml씩
분주하여 well에 생성된 formazin을 모두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옮겨서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모두 세 번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
오차를 Microsoft EXCE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 도립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의 성장과 형태의 관찰

WEGL 처리에 따른 U937 세포의 증식억제 및 형태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포 배양용 100 mm dish
5
에 세포를 2×10 개/ml 정도로 분주한 후 WEGL을 적정농
도로 희석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24시간 경과 후 WEGL
처리농도에 따른 성장 정도와 형태의 변화를 도립 현미
경(inverted microscope)을 이용하여 200배의 배율로 관찰
한 다음 Axio Vi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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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PI staining에 의한 세포핵의 형태 관찰

Apoptosis가 유발되었을 경우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핵
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WEGL이 처리된 세
포를 모은 다음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
액을 제거하고 37% formaldehyde 용액과 PBS를 1 : 9의
비율로 섞은 fixing solution을 모아진 세포에 500 μl 첨가
하여 충분히 섞은 후, 상온에서 10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를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fixing
solution을 제거하고 PBS 200 μl에 부유시킨 후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PBS 80 μl를 slide glass 위에 떨어뜨리고
1,000 rpm에서 5분간 cytospin하여 세포를 slide glass에 부
착하였다. 세포가 부착된 slide glass를 PBS로 2∼3회 정도
세척하고 PBS가 마르기 전에 0.2%의 Triton X-100 (Amresco, Solon, OH, USA)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고정한
후 2.5 μg/ml 농도의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Sigma) 용액을 처리하여 상온에서 15분간 염색하였다. 염
색이 끝난 후 DAPI 용액을 충분하게 세척하고 mounting
solution을 처리한 후 형광 현미경(Carl Zeiss)을 이용하여
400배의 배율로 각 농도에 따른 암세포의 핵의 형태 변
화를 관찰한 다음 Axio Vi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8. Flow cytometry 분석

인체 혈구암세포에서 WEGL이 유발하는 apoptosis 정
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상 및 WEGL이 24
시간 동안 처리된 U937 세포들을 모은 다음 2,000 rpm으
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PBS를 이용
하여 2∼3회 정도 세척하였다. 준비된 세포에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고정 및 염색을 하여 4oC, 암실에서 30
분 동안 반응을 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35-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세포로 분리한 후 FACSCalibur (Becton Dickinson)를 적용시켜 형광반응에 따른 Cellular DNA content
및 histogram을 CellQuest software 및 ModiFit LT (Becton
Dickins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Δψm)
분석

WEGL이 처리된 U937 세포의 MMP 변화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을 버리고 세포들만 모은 다음 500 μl의 PBS를 첨가하
여 충분히 섞은 후, 10 μM JC-1 (Sigma)을 처리하여 20분
o
간 37 C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2,000 rpm으

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다시 500 μl의 차가
운 PBS를 첨가하고 35-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세포로
분리한 후 FACSCalibur를 이용하여 WEGL 처리에 따른
MMP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였다.
10. Western blot analysis에 의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 세포에 적당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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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하여 4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에
있는 total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
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Bio-Rad, Hercules, CA, USA)
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한 다음 동량의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동량의
sample을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and Schuell, Keene, NH, USA)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전이시켰다. 분리된 단백질이 전이된 nitrocellulose membrane을 5% skim milk를 처리하여 비특이
적인 단백질들에 대한 blocking을 실시하고 1차 antibody
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또는 4oC에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세척(15분간 1번, 5분간 5번)하고 처리
된 1차 antibody에 맞는 2차 antibody (PBS-T로 1 : 1,500으
로 희석하여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반
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암실에서 Enhanced Chemiluminoesence (ECL) slution (Amersham Life Science Corp.)을 적용
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단백질의 발현양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세포의 생존율 및 증식에 미치는 WEGL의 영향

U937 세포의 생존율 및 증식에 미치는 WEGL의 영향
을 알아 보기 위하여 WEGL을 적정농도로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hemocytometer 및 MTT assay를 실시
하였다. 먼저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WEGL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율이 현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3 mg/ml의 농도에서는 약 40% 정도의 생
존율 억제가 나타났고 최종 농도인 3.5 mg/ml에서는 정상
적인 배지에서 배양된 세포의 생존율과 비교하여 약 60%
이상의 생존율 억제가 유발되었다. 다음은 WEGL 처리에
의한 증식 억제 정도를 확인한 결과, 2 mg/ml의 WEGL을
처리하였을 경우 약 9% 정도의 증식억제가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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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rowth inhibition after treatment with WEGL in human leukemia U937 cells. The cells were seeded into 6-well
5
plate at 2×10 cells/ml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GL for 24 h. (A) Cell number and (B) viability were
determined by hemocytometer counts of trypan blue excluding cells and MTT assay, respectively.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vehicle treated control±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처리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식억제 정도가 증가하여 3
mg/ml 및 3.5 mg/ml의 농도에서는 약 34% 및 53% 정도
의 증식억제 효과가 나타났다(Fig. 1B). 이상의 결과를 살
펴볼 때 WEGL이 인체 혈구암세포인 U937 세포의 생존
율 감소 및 증식 억제를 강하게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세포의 형태에 미치는 WEGL의 영향

WEGL 처리에 따른 생존율 감소 및 증식 억제 현상에
따른 U937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을 위하여 WEGL을
다양한 농도 범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도립현미경
을 이용하여 정상 및 WEGL이 처리된 조건에서 배양된
인체 혈구암세포의 모양을 관찰하였다. Fig. 2A에 나타
난 바와 같이 WEGL 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세포의 밀도가 감소하였고 apoptosis 유발 시 특이하게 관
찰되는 membrane blebbing 현상을 포함한 형태적 변형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WEGL 처리에 따른 생존
율 감소 및 증식억제 현상이 apoptosis 유발과 연관이 있
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3. Apoptosis 유발에 미치는 WEGL의 영향

WEGL 처리에 의해 유발되는 U937 세포의 생존율 감
소, 증식억제 및 형태적 변형이 apoptosis의 유발과 연관
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정상 및 WEGL이 처리된 배
지에서 24시간 동안 배양된 암세포를 이용하여 핵의 형
태변화 및 sub-G1기의 세포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산에 특이적으로 결합하

는 형광물질인 DAPI 염색을 실시하고 형광현미경을 이
용하여 관찰한 결과, 정상 배지에서 자란 암세포의 경우
에는 핵의 형태가 뚜렷하게 정상으로 염색이 되었으나
WEGL이 처리된 세포의 경우는 apoptosis 유발 시 특이적
으로 나타나는 핵 내 DNA 단편화에 의한 염색질 응축에
의해 apoptotic body 형성의 정도가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WEGL 처리에 따른 apoptosis 유발 정
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상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된 U937 세포를 대상으로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sub-G1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빈도를 조사하였
다. Fig.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WEGL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세포주기 각 기에 해당되는 빈도의 차이에
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sub-G1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빈
도는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정상배지에서 자란
암세포의 경우에는 자연적 apoptosis 유발 빈도가 약
3.5%로 매우 낮았으나 WEGL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sub-G1기의 세포의 빈도가 증가하여 3 mg/ml의 농도에
서는 약 21.5%가 관찰되었고 3.5 mg/ml의 농도에서는 약
34.7%에 해당하는 세포가 sub-G1기로 관찰되었다. 이상
의 결과는 U937 세포에서 WEGL 처리에 의한 생존율 감
소, 증식억제 및 형태변화는 apoptosis 유발과 밀접한 연
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4.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Δψm)
에 미치는 WEGL의 영향

WEGL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 현상이 미토콘드리
아막 전위(MMP)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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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NA-flourescence histogram of human leukemia U937
cells nuclei after treatment with WEGL. Exponentially growing
cells at 50% confluency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WEGL. Cells were trypsinized and pellets
were collected. The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기능 손상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Apoptosis 유발 단백질의 발현에 미치는 WEGL의
Fig. 2. Morphological changes by WEGL treatment in human
leukemia U937 cells. The cells were seeded into 6-well plate
5
at 2×10 cells/ml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GL for 24 h. (A) Cell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light
microscopy. Magnification, ×200. (B) Stained nuclei with DAPI
solution were then photographed with a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a blue filter. Magnification, ×400.

결과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WEGL을 처리하지 않
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막 전위를 가진 세
포가 약 91.0%,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막 전위를 가진 세
포는 약 9.0% 정도로 나타났지만 WEGL을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정상적인 미
토콘드리아막 전위를 가진 세포가 감소하고 손상된 미
토콘드리아막 전위를 가진 세포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특히 3 mg/ml 처리군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미
토콘드리아막 전위를 가진 세포가 약 62.3%, 손상된 미
토콘드리아막 전위를 가진 세포는 약 37.7%로 나타났으
며, 3.5 mg/ml 처리군의 경우에는 각각 약 55.3% 및
44.7%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WEGL에 의
한 U937 세포의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영향

일반적으로 apoptosis 유발은 extrinsic pathway와 intrinsic
pathway를 경유하여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death receptor family, Bcl-2 family,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 (IAP) family 및 caspases 등과 같
14,15)
은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WEGL에 의하여 유발되는 apoptosis에 이들 유전
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Fig. 5에 나
타난 바와 같이 extrinsic pathway에 있어서 death receptor
가 활성화되면 procaspase-8과 결합하여 death inducing signaling complex (DISC)를 형성함으로서 apoptosis를 유도하
는 것으로 알려진 Fas associated death domain (FADD) 단백
질의 경우 WEGL 처리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
만 intrinsic pathway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콘
드리아막 전위의 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Bcl-2
family member들 중에서 pro-apoptotic 유전자인 Bax 단백
질의 발현이 WEGL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anti-apoptotic 유전자인 Bcl-2 단백질
및 pro-apoptotic 유전자 중 death receptor를 통한 casp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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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ss of MMP values by
WEGL treatment in human leukemia U937 cells. The MMP was
measured with the lipophilic
cationic probe, JC-1. The cells
were seeded into 6-well plate at
5
2×10 cells/ml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GL for 24 h, after which flow
cytometric analyses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expressed as mean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Fig. 5. Effects on the levels of apoptosis-related proteins by
WEGL treatment in human leukemia U937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GL for 24 h.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equal amounts of cell lysates (50
μg) were separated on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nd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의 활성화로 인하여 단편화 현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
려진 Bid 단백질의 경우 아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WEGL은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caspases와 결합함으로써 그들의 활

성을 억제함으로써 apoptosis 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IAP family 중 XIAP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caspase protease라는 효소 역시 apoptosis
유발에 중요한 조절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특히 caspase-3은 effector caspase로서 extrinsic pathway 및 intrinsic pathway의 활성화를 통한 apoptosis 유발에 관여한다. 따라서 WEGL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있어서 caspase-3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를 확인한 결과,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활성형 단백
질의 발현은 관찰할 수 없었지만 불활성형 단백질의 발
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aspase-3에 의하여
특이하게 분해가 일어나는 몇 가지 기질단백질들 중
DNA repair와 genomic stability에 관여하는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단백질의 경우에는 주단백질의
발현감소와 더불어 단편화된 단백질의 발현 증가가 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WEGL 처리에 따른
U937 세포에서의 apoptosis 유발은 Bax의 발현 증가로 인
한 미토콘드리아막 전위의 변화 및 XIAP 발현 감소로
인한 caspase-3의 활성화 및 기질단백질의 단편화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최근 암의 발병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면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다양
한 종양유전자에 이어 최근에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암 억제 유전자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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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지면서 암의 발병기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apoptosis를 유발
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의 해석은 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약제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 혈구암세포인
U937 세포에서 영지버섯 포자분 열수 추출물(WEGL)이
유발하는 항암효과 및 항암기전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하여 정상 및 WEGL이 함유된 배지에서 24시간동안 배
양된 암세포들을 대상으로 생존율 및 증식 억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정상배지에서 자란 세포와 비교해서
WEGL이 함유된 배지에서 자란 U937 세포의 생존율 감
소 현상 및 증식 억제 정도가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러한 생존율 감소 및 증
식 억제 현상이 암세포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를 확인한 결과, WEGL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급격한 세
포 수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apoptosis 유발 시
특이하게 관찰되는 membrane blebbing 현상 등과 같은 다
양한 형태적 변형이 관찰되었다(Fig. 2A). 이러한 생존율
감소, 증식 억제 및 형태 변화가 apoptosis 유발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DAPI염색을 이용
한 apoptotic body의 형성 유무를 관찰한 결과, WEGL 처
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핵의 밀도 감소와 더불어 nucleosome의 linker DNA 부분의 절단을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DNA 단편화 현상으로서 apoptosis 유발 시 전형적으로 관
찰되는 염색질 응축에 의한 apoptotic body가 증가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Fig. 2B). 또한 WEGL에 의해 유발된
apoptosis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apoptosis 유발 세포군에 해당하는 subG1기에 속하는 세포들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 WEGL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WEGL 처리 농도의 증
가에 따라 sub-G1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WEGL은 U937 세포의
생존율 감소, 증식 억제 및 형태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이
러한 변화들은 apoptosis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어 진다.
세포의 성장과 조직의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apoptosis의 조절이 잘못되면 암
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암의
치료에 있어서 apoptosis의 유발이 중요한 표적으로 생각
35,36)
되어 진다.
Apoptosis를 유발하는 경로는 크게 extrinsic
pathway 및 intrinsic pathway로 구분되어지는데, extrinsic
pathway의 경우에는 DR4, DR5 및 Fas 등과 같은 death receptor에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 inducing ligand
(TRAIL) 및 Fas ligand (FasL) 등과 같은 ligand가 결합하게

되면 procaspase-8과 FADD와 함께 DISC을 형성함으로서
caspase-8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활성화된 caspase-8은 직접
적으로 caspase-3을 활성시키거나 Bid의 단편화를 유발함
으로서 생성된 tBid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37∼40)
통한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trinsic pathway의 경우에는 UV, 방사선 및 DNA 손상
등을 포함하는 많은 chemotherapeutic agent에 의한 미토
11,41)
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유발됨으로서 시작된다.
Intrinsic pathway의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
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고 있는 Bcl-2 family에 속하는
단백질들은 네 가지의 Bcl homology (BH) domains (BH1–
BH4) 중 최소한 한 개의 domain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토
콘드리아 기능 보존과 연관된 apoptosis에 있어서 중요한
42,43)
역할한다.
Bcl-2 family는 Bcl-2 및 Bcl-XL 등과 같은
apoptosis를 억제하는 anti-apoptotic 유전자와 Bax, Bak,
Bad, Bim 및 Bid 등과 같은 apoptosis를 유발하는 pro-apoptotic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anti-apoptotic 및 proapoptotic 유전자들은 dimer의 형태로 결합하여 균형을 이
44,45)
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부터 세포질
로 cytochrome c 등과 같은 apoptosis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방출되어 cysteine-related proteases인 caspases 및 DNA의 단
편화와 연관된 endonuclease 등의 활성을 조절하여 apop46,47)
tosis가 유발된다.
한편 apoptosis 조절에 있어서 caspases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IAP family는 대부분의 암세포에서 높게 발현이
되어있으므로 암치료 시 약물에 저항성을 가지는 원인
48)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여덟 종
류의 IAP 인자들은 caspases의 ubiquitination 및 degradation
을 조절하는 RING finger domain 또는 protein–protein interaction 기능을 하는 caspase-recruitment domain (CARD)을 가
지며, 한 개 이상의 baculovirus IAP repeat (BIR) domain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중 XIAP는 가장
강력한 IAP로서 대부분의 암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존
49,50)
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WEGL 처리에 의해 유발된 apoptosis에 있어서 미토
콘드리아막 전위의 변화가 관여하는 지를 먼저 확인한
결과, 정상배지에서 자란 암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막
전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WEGL 처리 농도
의 증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막 전위의 손상 정도가 증
가하여 3.5 mg/ml 처리군에서는 약 44.7%의 손상이 유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다음으로 WEGL 처리에 의한
미토콘드리아막 전위의 손상 및 이에 따른 apoptosis 유발
에 있어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관여하는 지를 확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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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WEGL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Bax 단백질의 발현 증가
와 더불어 XIAP 단백질의 발현 감소가 관찰되어 이들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Fig.
5).
Cystein-containing aspartate-specific protease family인 caspases 또한 apoptosis에 의해 유발되는 많은 생화학적 또는
형태적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Caspases는 large subunit와 small subunit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 및 생존할 때 핵과
mitochondria의 외막에 불활성 상태인 proenzyme 형태로
존재하지만 apoptosis를 유발하는 세포 내외의 자극에 의
51,52)
하여 활성화되어 표적 단백질들의 분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caspases는 initiator caspases 및 effector caspases로 구
분되어지는데 특히 effector caspase인 caspase-3의 경우에는
extrinsic pathway에 의하여 활성화된 caspase-8 및 intrinsic
pathway에 의하여 활성화된 caspase-9에 의하여 활성화되
어 여러 종류의 기질 단백질들은 분해함으로서 apoptosis
53,54)
를 유발하는 중요한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Caspase-3
의 기질단백질 중 하나인 PARP 단백질은 eukaryotic nuclear enzyme family로서 DNA repair, gene transcription, cell
cycle progression, chromatin function, genomic stability 및 cell
death를 조절하며, caspase-3이 활성화되면 116 kDa의 분
자량을 가진 PARP 단백질의 Asp214와 Gly215 사이에서
분해가 일어나서 85 및 24 kDa의 단편으로 proteolytic
cleavage가 일어나서 apoptosis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55,56)
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GL이 caspase
family 중 apoptosis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caspase-3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
결과, caspase-3의 활성형 단백질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지
만 불활성형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caspase-3의 기질단백질인 PARP 단백질의 경우에도
WEGL의 처리에 의하여 단편화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caspase-3의 활성화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결

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체 혈구암세포주인
U937 세포에 WEGL을 처리하였을 경우에 유발되는 생
존율 감소, 증식 억제 및 형태 변화는 apoptosis 유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apoptosis 유발에는 Bax 단
백질의 발현 증가를 통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과
이에 따른 caspase-3의 활성화와 기질단백질들의 분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IAP family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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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P의 발현 감소로 인하여 caspases의 활성이 억제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WEGL이 암세포에서 효과적인 화학
요법제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WEGL의 항암작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apoptosis 유발과 연관된 다양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수적으
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WEGL의
생화학적 항암기전 해석을 이해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
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부산광역시 지원 지역혁신센터
사업 동의대학교 블루바이오 소재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센터(RIC08-06-07)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참 고 문 헌
1) Jemal A, Siegel R, Ward E, Hao Y, Xu J, Murray T, Thun
MJ. Cancer statistics. CA Cancer J Clin 58, 71-96, 2008.
2) Smith RA, Cokkinides V, Brawley OW. Cancer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 2008: a review of current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s and cancer screening issues. CA Cancer J
Clin 58, 161-179, 2008.
3) Loeb LA, Loeb KR, Anderson JP. Multiple mutations and
cancer. Proc Natl Acad Sci USA 100, 776-781, 2003.
4) Chang H, Lin H, Yi L, Zhu J, Zhou Y, Mi M, Zhang Q.
3,6-Dihydroxyflavone induces apoptosis in leukemia HL-60
cell via reactive oxygen species-mediated p38 MAPK/JNK
pathway. Eur J Pharmacol 648, 31-38, 2010.
5) Abramson N, Melton B. Leukocytosis: basics of clinical
assessment. Am Fam Physician 62, 2053-2060, 2000.
6) Gilliland DG, Jordan CT, Felix CA. The molecular basis of
leukemia. Hematology Am Soc Hematol Educ Program 80-97,
2004.
7) Evans VG. Multiple pathways to apoptosis. Cell Biol Int 17,
461-476, 1993.
8) Kerr JF, Wyllie AH, Currie AR. Apoptosis: a basic biological
phenomenon with wide-ranging implications in tissue kinetics.
Br J Cancer 26, 239-257, 1972.
9) De Laurenzi V, Melino G. Apoptosis. The little devil of death.
Nature 406, 135-136, 2000.
10) Han SI, Kim YS, Kim TH. Role of apoptotic and necrotic
cell death under physiologic conditions. BMB Rep 41, 1-10,
2008.
11) Jin Z, El-Deiry WS. Overview of cell death signaling
pathways. Cancer Biol Ther 4, 139-163, 2005.
12) Kekre N, Griffin C, McNulty J, Pandey S. Pancratistatin

356 Cancer Prevention Research Vol. 15, No. 4, 201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causes early activation of caspase-3 and the flipping of
phosphatidyl serine followed by rapid apoptosis specifically in
human lymphoma cells. Cancer Chemother Pharmacol 56, 29-38,
2005.
Okada H, Mak TW. Pathways of apoptotic and non-apoptotic
death in tumour cells. Nat Rev Cancer 4, 592-603, 2004.
Fulda S, Debatin KM. Extrinsic versus intrinsic apoptosis
pathways in anticancer chemotherapy. Oncogene 25, 47984811, 2006.
Gupta S. Molecular signaling in death receptor and mitochondrial pathways of apoptosis. Int J Oncol 22, 15-20, 2003.
Korsmeyer SJ. BCL-2 gene family and the regulation of
programmed cell death. Cancer Res 59, 1693s-1700s, 1999.
Khan N, Adhami VM, Mukhtar H. Apoptosis by dietary
agent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Biochem
Pharmacol 76, 1333-1339, 2008.
Meiler J, Schuler M. Therapeutic targeting of apoptotic
pathways in cancer. Curr Drug Targets 7, 1361-1369, 2006.
Lin ZB.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s of immuno-modulation by Ganoderma lucidum. J Pharmacol Sci 99, 144-153,
2005.
Jong SC, Birmingham JM. Medicinal benefits of the mushroom Ganoderma. Adv Appl Microbiol 37, 101-134, 1992.
Kim DH, Shim SB, Kim NJ, Jang IS. Beta-glucuronidaseinhibitory activity and hepatoprotective effect of Ganoderma
lucidum. Biol Pharm Bull 22, 162-164, 1999.
Tasaka K, Mio M, Izushi K, Akagi M, Makino T. Antiallergic constituents in the culture medium of Ganoderma
lucidum. (II). The inhibitory effect of cyclooctasulfur on
histamine release. Agents Actions 23, 157-160, 1988.
Yuen JW, Gohel MD. Anticancer effects of Ganoderma
lucidum: a review of scientific evidence. Nutr Cancer 53,
11-17, 2005.
Zhong JJ, Tang YJ. Submerged cultivation of medicinal
mushrooms for production of valuable bioactive metabolites.
Adv Biochem Eng Biotechnol 87, 25-59, 2004.
Boh B, Berovic M, Zhang J, Zhi-Bin L. Ganoderma lucidum
and its pharmaceutically active compounds. Biotechnol Annu
Rev 13, 265-301, 2007.
Cao LZ, Lin ZB. Regulation on maturation and function of
dendritic cells by Ganoderma lucidum polysaccharides. Immunol Lett 83, 163-169, 2002.
Chien CM, Cheng JL, Chang WT, Tien MH, Tsao CM,
Chang YH, Chang HY, Hsieh JF, Wong CH, Chen ST.
Polysaccharides of Ganoderma lucidum alter cell immunophenotypic expression and enhance CD56+ NK-cell cytotoxicity
in cord blood. Bioorg Med Chem 12, 5603-5609, 2004.
Hsu MJ, Lee SS, Lee ST, Lin WW. Signaling mechanisms of
enhanced neutrophil phagocytosis and chemotaxis by the
polysaccharide purified from Ganoderma lucidum. Br J Pharmacol 139, 289-298, 2003.
Wasser SP. Medicinal mushrooms as a source of antitumor
and immunomodulating polysaccharides. Appl Microbiol Bio-

technol 60, 258-274, 2002.
30) Hong KJ, Dunn DM, Shen CL, Pence BC. Effects of
Ganoderma lucidum on apoptotic and anti-inflammatory
function in HT-29 human colonic carcinoma cells. Phytother
Res 18, 768-770, 2004.
31) Hu H, Ahn NS, Yang X, Lee YS, Kang KS. Ganoderma
lucidum extract induces cell cycle arrest and apoptosis in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 Int J Cancer 102, 250-253,
2002.
32) Jiang J, Slivova V, Valachovicova T, Harvey K, Sliva D.
Ganoderma lucidum inhibits proliferation and induces
apoptosis i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PC-3. Int J Oncol 24,
1093-1099, 2004.
33) Lin SB, Li CH, Lee SS, Kan LS. Triterpene-enriched extracts
from Ganoderma lucidum inhibit growth of hepatoma cells via
suppressing protein kinase C, activating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and G2-phase cell cycle arrest. Life Sci 72,
2381-2390, 2003.
34) Stanley G, Harvey K, Slivova V, Jiang J, Sliva D. Ganoderma
lucidum suppresses angiogenesis through the inhibition of
secretion of VEGF and TGF-beta1 from prostate cancer cells.
Biochem Biophys Res Commun 330, 46-52, 2005.
35) Fesik SW. Promoting apoptosis as a strategy for cancer drug
discovery. Nat Rev Cancer 5, 876-885, 2005.
36) Sun SY, Jr Hail N, Lotan R. Apoptosis as a novel target for
cancer chemoprevention. J Natl Cancer Inst 96, 662-672, 2004.
37) Ashkenazi A, Dixit VM. Apoptosis control by death and decoy
receptors. Curr Opin Cell Biol 11, 255-260, 1999.
38) Li H, Zhu H, Xu CJ, Yuan J. Cleavage of BID by caspase
8 mediates the mitochondrial damage in the Fas pathway of
apoptosis. Cell 94, 491-501, 1998.
39) Peter ME, Krammer PH. The CD95(APO-1/Fas) DISC and
beyond. Cell Death Differ 10, 26-35, 2003.
40) Tibbetts MD, Zheng L, Lenardo MJ. The death effector
domain protein family: regulators of cellular homeostasis. Nat
Immunol 4, 404-409, 2003.
41) Kroemer G, Reed JC. Mitochondrial control of cell death. Nat
Med 6, 513-519, 2000.
42) Du C, Fang M, Li Y, Li L, Wang X. Smac, a mitochondrial
protein that promotes cytochrome c-dependent caspase activation by eliminating IAP inhibition. Cell 102, 33-42, 2000.
43) Shtilbans V, Wu M, Burstein DE. Evaluation of apoptosis in
cytologic specimens. Diagn Cytopathol 38, 685-697, 2010.
44) Kroemer G. The proto-oncogene Bcl-2 and its role in
regulating apoptosis. Nat Med 3, 614-620, 1997.
45) Reed JC. Bcl-2 family proteins. Oncogene 17, 3225-3236, 1998.
46) Donovan M, Cotter TG. Control of mitochondrial integrity by
Bcl-2 family members and caspase-independent cell death.
Biochim Biophys Acta 1644, 133-147, 2004.
47) Rosse T, Olivier R, Monney L, Rager M, Conus S, Fellay I,
Jansen B, Borner C. Bcl-2 prolongs cell survival after
Bax-induced release of cytochrome c. Nature 391, 496-499,
1998.

최기성 외 7인：영지 포자분 열수 추출물에 의한 U937 인체백혈병세포의 Apoptosis 유발

48) Salvesen GS, Duckett CS. IAP proteins: blocking the road to
death's door. Nat Rev Mol Cell Biol 3, 401-410, 2002.
49) Checinska A, Hoogeland BS, Rodriguez JA, Giaccone G,
Kruyt FA. Role of XIAP in inhibiting cisplatin-induced
caspase activation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s: a small
molecule Smac mimic sensitizes for chemotherapy-induced
apoptosis by enhancing caspase-3 activation. Exp Cell Res 313,
1215-1224, 2007.
50) Holcik M, Gibson H, Korneluk RG. XIAP: apoptotic brake
and promising therapeutic target. Apoptosis 6, 253-261, 2001.
51) Cohen GM. Caspases: the executioners of apoptosis. Biochem
J 326, 1-16, 1997.
52) Stennicke HR, Salvesen GS. Properties of the caspases. Biochim
Biophys Acta 1387, 17-31, 1998.

357

53) Chai F, Truong-Tran AQ, Ho LH, Zalewski PD. Regulation
of caspase activation and apoptosis by cellular zinc fluxes and
zinc deprivation: a review. Immunol Cell Biol 77, 272-278,
1999.
54) Lüthi AU, Martin SJ. The CASBAH: a searchable database
of caspase substrates. Cell Death Differ 14, 641-650, 2007.
55) Schreiber V, Dantzer F, Ame JC, de Murcia G. Poly (ADPribose): novel functions for an old molecule. Nat Rev Mol Cell
Biol 7, 517-528, 2006.
56) Tewari M, Quan LT, O'Rourke K, Desnoyers S, Zeng Z,
Beidler DR, Poirier GG, Salvesen GS, Dixit VM. Yama/
CPP32 beta, a mammalian homolog of CED-3, is a CrmAinhibitable protease that cleaves the death substrate poly
(ADP-ribose) polymerase. Cell 81, 801-809,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