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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room-derived β-glucan, a polysaccharide (GLP) isolated from the mycelium of Ganoderma luci-
dum, was previously shown to have inhibitory effects against tumor-bearing mice in vivo. We inves-
tigated the apoptotic effect of mushroom-derived β-glucan in a sarcoma-180 tumor cell- bearing mice
model using an ELISA to determine the levels of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 the mice. The
morphology of the tumor cells was assessed with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GLP was
injected into the tumor-bearing mice at a dose (i.p.) of 20 mg/kg for 10 days. After 30 days, the tumor
mass from the inguinal region was collected, weighed, and assayed using TEM and a TNF-α ELISA
kit. The tumors that developed in the mice treated with GLP were 71.4% small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showing the ability of GLP to inhibit tumor growth. The levels of TNF-α in the serum
of the sarcoma-180 bearing mice were 12 times greater than in the serum of the nonbearing tumor
mice. An ultrastructural study demonstrated that the GLP-treated sarcoma-180 tumor cells were con-
densed, with rearranged chromatin. In addition, the marginated chromatin in nucleus induced the nu-
clear compartment, and there were many vacuolization in the cell. GLP could be an effective apopto-
sis-inducing compound in sarcoma-type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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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지(Ganoderma lucidum)는 동양에서 수 세기 동안 알레르

기, 관절염, 기관지염, 위장염, 고혈압, 당료, 만성간염, 간장질

환, 신장염, 신경쇠약증(neurasthenia), 불면(insomnia), 피부

경화증(scleroderma), 염증 및 암 등과 같은 사람의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용버섯이다[22]. 영지의 주요 약리적 활

성 성분은 다당류(polysaccharides), ganoderic acid (triterpene)

및 아데노신 등이며, 이 가운데 다당류인 β-glucan이 가장 많

이 연구된 생리활성 물질이다[2, 7, 12, 17, 20]. 트리터펜

(Triterpene)류 분자에 속하는 ganoderic acids는 항종양 및 항

-HIV-1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18, 27], 최근까지 100여종이 영

지로부터 분리되었다[21]. 영지의 다당류-펩타이드 성분은 다

양한 물리 화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6, 23], 그 특성에 따라 

사람 암세포에서 혈관 신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3]. 또한 다당류의 조성 및 주요 사슬의 결합 형태뿐만 아니라 

결합된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같은 비 탄수화물성분의 결합비

율에 따라 항원성에 차이가 있어 암세포 증식억제효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26]. 영지의 다당류 가운데 β-glucan은 면역계를 

구성하는 항원제시세포(antigen-presenting cells), T 림프구 

및 B 림프구[1, 26], NK 세포[4], 호중구[13] 및 수지상 세포[2,

15] 인자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버섯의 다당류가 암세포

를 억제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로는 Wang 등이 영지에서 분리

한 다당류가 암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에폽토시스(apoptosis)

를 유도하여 직접적으로 생장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24].

Chow 등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에서 추출한 다당류-

펩타이드 복합체(PSP)가 MAD-MB-231 유방암 세포의 p21 유

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세포주기 조절단백질인 cyclin D1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유의성 있게 

억제됨을 보고하였다[5]. Li 등은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에

서 분리한 단백다당류에 의해 사람의 결장암 세포주 SW-480

에서 bcl-2의 발현감소, cytochrome c 방출의 증가 및 cyclin

B1 발현을 감소시켜 G2/M 세포주기에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에폽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4]. 또

한 Zhang 등은 복령(Poria cocos)에서 분리된 수용성 β-glucan

은 사람 유방암 세포주 MCF-7에 세포주기 정지와 에폽토시스

를 유도하여 생장을 억제시키는 것을 발표하였다[29]. 이 같은 

에폽토시스에 의한 종양억제 효과는 종양괴사인자(TNF-α)와 

관련이 있다. 즉, 종양괴사인자는 면역조절에 1차적인 기능을 

하며, 에폽토시스성 세포사멸(apoptotic cell death), 발열

(fever), 악액질(cachexia),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사이토카

인(cytokine) 이다[16]. 그러나 최근 종양괴사인자는 염증관련 

질병의 중요 인자일 뿐만 아니라 혈관신생인자, matrix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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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urification procedure of β-glucan (GLP) from Ganoderma
lucidum mycelia in the submerged culture.

loproteinases (MMPs)와 같은 인자생성을 유도하여 내인성 종

양촉진인자(endogenous tumor promotor)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25]. 또한 Mooer 등은 종양

괴사인자가 결여된 마우스에서 피부암세포의 발생이 적어 종

양괴사인자가 종양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였다[19]. 버섯의 다당류는 면역강화(immunopotentiation)뿐

만 아니라 종양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사멸시키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28].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

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의 조직 내 농도와 암세포의 억제 

효과를 전자현미경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지버섯(Ganoderma lucidum) 균사체에

서 분리 및 정제된 β-glucan의 종양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Sarcoma-180 종양 세포가 이식된 마우스에 투여 하고, 혈액

과 종양 내 종양괴사인자의 농도 및 억제된 종양세포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배지

영지의 균주 보관은 Potato Dextrose Agar (PDA)를 사용하

였으며, 그 외 모든 배지는 4% corn starch, 3% corn steep

liquor 그리고 basal medium (BM)로 조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BM의 조성은 배지 1 l 당 KH2PO4 870 mg, MgSO4·7H2O 500

mg, CaCl2 300 mg, FeSO4·7H2O 10 mg, MnSO4·6H2O 7 mg,

ZnSO4·7H2O 4 mg 및 CuSO4·7H2O 1 mg으로 구성하여 균주

를 배양하였다.

균주배양

영지 균사체는 사면 배지로부터 균사체를 분리하여 소량의 

액체 배양용 기본배지에 가한 후 균질기(homogenizer, AM-8,

Nihonseiki kaisha LTD, Japan)로 균질 화시켜 100 ml의 액체 

배양용 기본배지가 함유된 500 ml 배양용 플라스크에 분주하

여 27℃에서 120 rpm으로 6일간 진탕 배양하였다. 본 배양은 

액체 배양용 배지가 100 ml씩 들어 있는 500 ml 배양 플라스크

에 균질화 된 종균 배양액 10 ml씩 접종하여 27℃ 에서 6일간 

진탕 배양하였다. 대량생산을 위한 발효조 배양은 1 l 플라스

크에서 전 배양된 영지버섯 균사체 300 ml를 5 l 발효조에 

working volume 3 l의 배지를 넣어 멸균 후 접종하였다. 10%

의 종균이 접종된 발효조는 교반속도 300 rpm, 통기량 1.0

vvm으로 조정한 후 27℃에서 7일간 배양하였다.

영지버섯 균사체로부터 β-glucan (GLP)의 분리

배양된 영지버섯 균사체로부터 β-glucan (GLP)은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 및 정제하였다[10]. 7일간 배양된 영지 균

사체 300 l을 수획하여 NaOH을 가해 최종 농도 2 N로 조정하

고 18시간 교반한 후, 빙초산으로 중화시켜 pH 7.0이 되게 조

정하였다. 중화액은 원심분리기(Sartorius Co., Germany)를 

이용하여 8,000 rpm으로 연속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된 상청

액은 한외 여과 장치(ultrafiltration system, Satorius Co.,

Germany)을 이용하여 분리(cut off molecular size of mem-

brane filter: 10,000)하였다. 총 volume의 1/10까지 농축한 후 

2배의 물을 첨가하면서 재농축 과정을 반복, 1,000배 정도 희

석하면서 분자량 10,000이하의 저분자 물질 및 염 등을 제거하

였다. 농축액은 동결건조기(FD-5508, Ilshin Lab Co., Korea)에

서 건조하여 β-glucan 시료를 얻었다.

동물 및 종양세포

마우스는 20-25 g의 ICR계 웅성으로 대한바이오링크(충북 

음성, 한국)에서 구입하여 실험실 환경적응을 위하여 1주간 

예비 사육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순천향대학교 동

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CH12_03_01)하에 표준작업 지침

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사육실 조건은 23±2℃, 50±5%의 상

대습도와 12시간의 명암주기를 유지하고 물과 사료(Dhbio-

link 사료, 충북음성, 한국)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

험동물은 음성군과 양성 투여군으로 나누고 각 군마다 10마리

씩 분리 사육하였다. 암세포인 Sarcoma-180 (KCLB No. 40066)

은 한국세포주 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Sarcoma-180 육종암 이식 및 종양 저지율 측정

실험동물의 복강 내에서 7일간 배양된 Sarcoma-180세포를 

복수와 함께 취하여 빙냉, 멸균한 생리식염수를 가하여 100x

g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침전시켰다. 침전된 세포를 

빙냉, 멸균된 생리 식염수로 3회 세척한 후 1×107 cells/ml가 

되도록 현탁 하였다. 세포 현탁액 0.1 ml (1×106 cells/mouse)

를 실험동물의 왼쪽 서혜부에 피하 이식하였다. 종양세포를 

10마리씩 군 분리한 마우스에 각각 이식하고 72시간 후 약물

투여를 시작하였으며, 매일 1회씩 10일간 연속하여 복강 내 

주사하였다. 대조군에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양성 대조

군에는 polysaccharide-K (PSK, 상품명: Krestin®)을 20 mg/k

g의 농도로, 시험군에는 생리식염수에 현탁 한 시료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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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tumor activity of GLP purified from the mycelium

of G. lucidum in mice previously inoculated with

Sarcoma-180. Data represent the means of ten animals

per treatment group. GLP; β-glucan purified from G.
lucidum. *p<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mg/kg씩 복강에 주사하였으며 주사용량은 0.1 ml로 하였다.

PSK은 담자균류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으로부터 분리

된 β-1,4 결합을 주로 갖는 다당체로 β-1,6과 β-1,3 분지와 단백

질이 결합된 특징이 있으며, 일본에서 암치료제로 1977년 개

발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역 증강제이

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β-glucan (GLP)은 β-1,3 결합을 주로 

가지며 β-1,6 분지가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11]. 종양저지

율의 측정은 종양세포를 서혜부에 이식한지 30일째 되는 날 

실험동물을 희생시켜 고형암을 적출한 후 평균 종양 중량을 

얻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종양저지 백분

율(percent inhibition ratio = I. R., %)을 계산하였다.

Cw = 대조군의 평균 종양 무게

Tw = 시험군의 평균 종양 무게

혈액 및 종양 내 종양괴사인자(TNF-α)의 측정

β-glucan을 마우스 복강 내 주사하고, 혈액 및 tumor mass

내 종양괴사인자(TNF-α)의 정량은 multiple antibody sand-

wich 원리를 이용한 solid-phase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마우스의 시험군과 대조군의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4℃

에서 4,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

다. 종양세포가 이식한지 30일차에 마우스를 치사시키고, 서

혜부의 종양덩어리와 간을 적출하여 조직 균등분산기(tissue

homogenizer)로 균등분쇄 한 다음 4,000 rpm으로 15분간 원

심 분리하여 세포 및 조직현탁액을 얻었다. 분리된 혈장과 조

직현탁액들은 -70℃에서 동결 보관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종양괴사인자의 정량은 Quantikine® Mouse TNF-α Immu-

noassay Kit (R&D systems, MTA00B, USA)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monoclonal anti-TNF-α가 pre-coated되어 있는 

96-well microtiter plate에 50 μl의 희석용 완충액을 넣고 GLP

로 활성화된 마우스의 혈청 또는 조직분쇄 상징액을 50 μl를 

가하여 시험 시료 내에 존재하는 mouse TNF-α와 결합시켰다.

시료를 첨가한 후 37℃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수세용 

완충액으로 4회 수세하여 결합되지 않은 물질을 제거시켰다.

다시 peroxidase-conjugated polyclonal anti-TNF-α (HRP-

conjugate)를 첨가하여 이미 결합된 TNF-α와 결합시켰다. 37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결합하지 않은 물질을 제거하

기 위하여 plate를 4회 수세하고, 기질액인 hydrogen peroxide

와 발색제인 tetramethylbenzidine (TMB)를 가하여 perox-

idase와 촉매 반응을 유도시켜 발색시켰다. 효소의 반응 정지 

시약인 1 M의 sulfuric acid 10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

다. 반응 정지 후 실온에서 10분 동안 방치하고 30분 이내에 

ELISA reader (Fluostar OPTIMA, BMG Labtech, Australi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속의 TNF-α

양은 표준 TNF-α의 농도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얻어진 표준 

직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Sarcoma-180 육종암의 미세구조 관찰

Sarcoma-180 육종암을 마우스 서혜부에 이식 후 10일 간격

으로 GLP를 복강 투여하여 30일 후 대조군과 시험군의 육종

암 미세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e, TEM)으로 관찰하였다. GLP를 처리한 종양세포를 2%

glutaraldehyde에 전 고정하고 1% OsO4로 후 고정 하였다.

조직의 초박절편을 위하여 50, 60, 70, 90, 95, 100% ethanol로 

탈수 후 propylene oxide로 치환하고 epon block을 제조하였

다. Epon block을 diamond knife로 70 nm 두께로 초박절편한 

다음 lead nitrate로 염색하여 TEM (JEOL-1010, Japan)으로 

80 kV에서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통계 분석은 Student’s t-test(두 집단간 등분산 검정)로 p<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으며, 데이터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

결과 및 고찰

Sarcoma-180 육종암 저지율

항암활성을 검색하기 위해 시료를 Sarcoma-180이 서혜부

에 이식된 마우스에 20 mg/kg의 용량으로 1일 1회씩 10일 

동안 복강으로 투여하였다. 약물투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째에 고형암을 적출하여 암증식 저지율을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다. 실험 결과 GLP는 71.4%의 암억제율을 보였으며,

양성대조군인 면역항암제 polysaccharide-K (PSK, a protein-

bound β-(1-3) glucan type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Trametes versicolor)는 50.3%의 항암활성을 나타내어 GLP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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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NF-α concentration in the serum of Sarcoma 180 tu-

mor-bearing mice. Mice were treated with 20 mg/kg

GLP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for 10 days. TNF-α con-

centration in the serum of mice was measured by ELISA

at 30 days after GLP-treatment. Data are expressed as

the TNF-α concentration (pg/ml) in mouse serum and

are shown as the mean of ten animals per treatment

group. *p<0.05 and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Fig. 4. TNF-α concentration in the tumor mass (white bars) and

liver mass (black bars) after treated with GLP in Sarcoma

180 tumor cell-bearing mice. Sarcoma180-bering mice

were treated with 20 mg/kg GLP and PSK (positive con-

trol)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for 10 days. The Sarcoma-

180 cell mass and liver mass were removed from mice

at 30 days after administration, and homogenized with

PBS. TNF-α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by ELISA.

Data represent the means of ten animals per treatment

group. *p<0.05 and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낮은 항암활성을 보였다.

혈액 및 종양 내 종양괴사 인자(TNF-α) 정량

Monokine인 종양괴사인자는 항암활성을 중재하는 단백질

로서 활성화된 대식세포에 의해서 분비된다. 또한 종양괴사인

자는 호중구 세포의 기능조절, myeloid cell 분화촉진, B 세포

의 증식 및 대식세포 등의 활성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종양괴사인자는 정상세포와 무관하게 종양, 살모넬라증(sal-

monellosis),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고 에폽

토시스 또는 세포괴사(necrosis)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16].

따라서 GLP에 의한 종양괴사인자의 생성 촉진의 정량은 생체 

내 면역 반응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GLP에 의한 종양

괴사 인자의 생성 촉진은 Fig. 3 에서와 같이 혈중 종양괴사인

자의 농도가 57.3 pg/ml로 대조군(4.6 pg/ml) 보다 12.4배 증

가하였다. 양성대조군인 PSK은 40.3 pg/ml로 대조군보다 8.7

배 증가하였으며 GLP에 의한 종양괴사인자생성이 PSK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Sarcoma-180이 이식된 마우스에 

GLP를 복강 투여(20 mg/kg)시 혈중 종양괴사인자의 농도는 

115.8 pg/ml로 음성 대조군인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을 때 

보다(36.3 pg/ml) 3.2배 높은 종양괴사인자를 생성하였다(Fig.

3). Sarcoma-180이 이식된 마우스에 GLP를 복강 투여(20

mg/kg) 시 Sarcoma-180 tumor mass 내 종양괴사인자의 농도

는 269.6 pg/ml로 대조군보다 2.6배, 양성대조군인 PSK보다 

1.6배 높은 종양괴사인자농도를 나타내었다(Fig. 4). 또한 간

(liver) 조직 내 종양괴사인자의 농도는 1,032.2 pg/ml로 음성

대조군보다 1.9배, 양성대조군인 PSK보다 1.3배 높은 종양괴

사인자농도를 보였다(Fig. 4). 따라서, 영지버섯에서 추출된 

GLP는 간조직과 암세포 덩어리 부위에 종양괴사인자농도를 

유도하여 종양 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Sarcoma-180 육종암의 미세구조

Sarcoma-180 육종암 세포주를 마우스 서혜부에 접종하고,

면역증강제 GLP를 복강 투여 시 나타나는 종양세포의 생장억

제를 미세구조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먼저 마우스 서혜부로 

이식된 억제되지 않은 정상적인 Sarcoma-180 육종암 덩어리

의 세포 구조는 Fig. 5와 같이 정상적인 세포구조와 세포소기

관이 보였으며, 염색질은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보통의 

세포는 핵질과 세포질의 비율이 1:1인 반면, Sarcoma-180 세포

의 경우 세포질에 대한 핵질의 크기(N/C ratio)가 대조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분화 종양세포들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Fig. 5A). 또한 Sarcoma-180 세포의 전자현미

경적 양상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로 세포질내의 

미세섬유(micro fiber, MF)가 나타났다(Fig. 5B). 이 같은 구조

는 약 100 nm 크기의 bundle 형태로 다수 존재하였으며, 이는 

보통 세포가 갖는 세포 골격을 유지하는 소 구조로써 주로 

세포질막 주변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핵 주변에서도 많이 

보였다. 핵막의 경우 2중막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규칙성을 

갖고 뚜렷하게 유지하였다(Fig. 5B). 핵 속에는 상대적으로 큰 

인(nucleolus)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 

단백질 합성(protein synthesis)이 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GLP가 투여된 종양세포 역시 Fig. 6A, B 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핵이 관찰되었다. 특히 세포의 에폽토시스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염색질 응축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핵막 변연부에 응

축 현상이 뚜렷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암세포의 핵이 DNAases

와 RNAases에 의해 염색질이 먼저 분해되고, 핵이 분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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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Fig. 5.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the excisioned-Sarcoma 180 tissue af-

ter treated with GLP in Sarcoma-180

tumor-bearing mice. Mice were treat-

ed with 20 mg/kg GLP by intra-

peritoneal injection for 10 days. 5A;

Sarcoma-180 tumor cells of negative

control show many vacuolization (V)

in the cytoplasm, and abnormal struc-

tures in the plasma membrane and or-

ganelles. 5B; Sarcoma-180 tumor cells

treated with GLP show a characteristic

chromatin in large nucleus (CN), and

micro fiber (MF) in the cytoplasm. A;

x6,000, B; x8,000.

A

B C

Fig. 6.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the ex-

planted-tumor cell after treated with GLP

in Sarcoma 180-bearing mice. Sarcoma-180

tumor cells treated with 20 mg/kg of GLP

for 10 days. 6A (x6,000) and 6B (x8,000) il-

lustrate the SEM images of the character-

istic chromatin fragmentation appears with

condensation of the nucleus (CN, arrows).

Also, condensation of the nucleus is clearly

different from its normal organization. 6C

(x3,000) shows the tumor cells showed typi-

cal apoptotic morphology as evidenced by

blebs of cell membrane and fragmentation

of the nuclear compartment. AB; apoptotic

bodies. Arrows; mitochondria (Mi).

위한 전 단계이다. Kim 등[8] 은 β-glucan을 결장암세포에 투

여한 후 TUNEL assay을 통해 세포의 염색질 응축과 apop-

totic body이 생성되는 형태변화를 관찰하고 보고한바 있다.

핵막은 특징적으로 뭉쳐져(characteristic clustering) 불규칙한 

모양을 나타내었다(Fig. 6B). 특히 핵이 팽창되어 있으며, 이는 

물질대사의 양적 증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핵질의 유출에 

따른 물질대사적 평형이 깨져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

명하나, 또한 핵 주위의 공간은 팽창되고 핵막의 일부가 붕괴

되는 것도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세포의 형태는 정상세포보다 

세포의 크기가 크며, 세포소기관의 팽창과 함께 상대적으로 

정상세포보다 적었다. 세포질막은 표면이 매우 불규칙하여 일

부 붕괴된 형태도 관찰되었다. 육종암 덩어리내의 세포 내 핵

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Fig. 6C). 정상 세포의 핵질은 

핵 내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나, GLP의 투여에 따라 

증식이 억제된 종양 덩어리의 전자현미경 사진은 핵질이 2분

화, 다분화 및 핵막 주변에 응집 분산된 형태 등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핵질의 응집은 세포의 에폽토시스 시 전형적으로 

갖는 형태이며, 따라서 Sarcoma-180세포가 에폽토시스 되면

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세포의 미토

콘드리아(mitochondria) 형태는 장축으로 신장된 특징적 구조

를 갖고 반면 Sarcoma-180의 경우 round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Sarcoma-180 세포가 에폽토시스 되면서 세포 

swelling과 함께 일어난 결과로 여겨지며 cristae 역시 일반적

인 미토콘드리아와는 달리 장축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었다

(Fig. 6C). 또한 일반적인 조직의 세포간극은 매우 정교하게 

체계를 갖고 배열 및 유지 되는 반면, Sarcoma-180 세포 간 

연결하는 세포간극은 매우 불규칙하게 보였다. 이는 세포와 

세포간의 유전 및 물질대사적 통제가 부정확하게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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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세포 분열 역시 통제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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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영지(Ganoderma lucidum)의 β-Glucan에 의한 Sarcoma-180 육종암 생장 억제

한만덕*․김용현․김완종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버섯 다당류 β-glucan의 항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지균사체로부터 단백다당류(GLP)를 분리하고 

Sarcoma-180 육종암을 이식시킨 마우스에 복강 투여하여 항암활성을 확인하였다. 육종암이 서혜부에 이식된 마우

스에 GLP를 20 mg/kg의 농도로 10일간 복강투여 한 후 30일차에 확인한 결과, Sarcoma-180 육종암은 대조군 

대비 71.4% 억제되었으며, 마우스의 혈청, 종양조직 및 간조직 내의 TNF-α의 농도는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GLP는 생체 내 TNF-α의 양적증가를 유도하며, 종양괴사 또는 에폽토시스와 연관된 육종암의 생장억제가 

확인되었다. 이때 생장이 억제된 육종암 세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상대적으로 큰 핵과 세포의 에폽토시스

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염색질 응축이 관찰되었으며, 핵막은 특징적으로 뭉쳐져 불규칙한 모양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영지에서 분리된 GLP는 종양 세포의 에폽토시스를 유도하여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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