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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ga mushroom (Inonotus obliquus) was considered a functional food with an anti-cancer effect in 
colon, gastric, and lung cancer.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lucidate the effect of chaga mushroom 
extract in brain cancer. Glioblastoma U-87 MG cells were used in investigation of cell survivability, apoptosis, and 
cell cycle arrest analysis. Treat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haga mushroom extract resulted in inhibition 
of cell proliferation and cell cycle arrest. Although caspase-3 expression was increased over 100 μg/mL of chaga 
mushroom extract treatment, apoptosis factors with Bcl-2, Bax and p53 did not change. In analysis of cell cycle regu-
latory factors, expression of cyclin D1 and CDK2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We have demonstrated 
the anti-cancer effect of chaga mushroom extract in glioblastoma, which may be mediated by activation of the caspase 
pathway and induction of cell cycle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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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교모세포종(glioblastoma)은 원발성 뇌종양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자 가장 악성인 종양으로서 빈도가 높

게 발생하는 반면 치료에 대한 효과가 낮고 예후가 극히 불

량한 종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종양치료에는 방사선 요법이

나 화학 항암 요법, 유전자 치료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부작용과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안전한 

뇌종양 치료제를 찾고 또 그 작용 기전을 알아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1-3).

차가버섯(Inonotus obliquus)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북유

럽 등 북위 45도 이상의 지역에서 검은 자작나무에 자생하

는 버섯으로 차가버섯 추출물의 효능에 대해 산화스트레스 

예방(4,5), 항염(6-8), 통증완화(6) 등에 대한 많은 연구 논

문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차가버섯 추출물은 흑색종 

세포 B16-F10(9), 대장암 세포 DLD-1(10), 자궁경부암 세

포 HeLa S3(11) 그리고 위암세포 SNU-484(12) 등 다양한 

암 세포주에서 증식을 억제하며 항암작용에 효능이 있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며 

신경교모세포종의 항암 효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세포사멸(apoptosis)은 세포가 성장 및 분화과정을 거쳐 

그 기능을 끝낸 후에 맞는 예정된 죽음으로 생리학적 과정을 

일컫는다. 이는 세포막이 유지되면서 세포 탈수현상에 의한 

세포수축, DNA 절편화, 세포막 낭형성, 미토콘드리아 막전

위, 핵 절단 및 세포사멸 소체 형성이 동반된다(13,14). 세포

사멸은 세포주기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세포주기가 진행될 

때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CDK: 

cyclin dependent kinase)와 cyclin이다. 세포주기 중 G1기

는 외부에서 증식 및 억제 신호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시기이

며, 이 시기에 cyclin D는 CDK4 또는 CDK6과 결합하고 

cyclin E는 CDK2와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결합체들은 RB 

단백질을 인산화 시켜 전사조절인자인 E2F를 활성화함으

로써 세포를 S기로 이행시킨다. 

차가버섯 추출물의 항암효과에 대한 여러 방면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뇌종양에 관한 연구는 현재 대두된 적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차가버섯 관련 연구가 추출법에 따른 

효능 및 성분 분석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항암기전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가버섯 추출물이 신경교모세포종에서 항

암효과를 확인하고 세포사멸에 관련된 Bcl-2, Bax, p53 단

백질의 발현과 caspase-3 활성,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CD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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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 D1의 발현 차이를 분석하고 세포주기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산화된 RB 단백질과의 연관성을 통해 차가

버섯 추출물의 세포 증식 억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U-87 MG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antibiotics, trypsin-EDTA는 

Well gene(Daegu,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

에서 사용한 차가버섯은 (주)대호양행(Gyeonggi, Korea)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demethylsulfoxide(DMSO) 등의 

일반적인 시약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ell counting kit-8(CCK- 

8)은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Gaithers-

burg, MD,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Bcl-2, Bax, p53, 

p-p53, cyclin D, CDK2, RB와 p-RB antibody는 Cell 

Signaling(Beverly, MA, USA)의 제품이었고, bovine anti- 

rabbit IgG-HRP, bovine anti-mouse IgG-HRP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Santa Curz, CA, USA)에서 구입

하였다.

신경교모세포종 세포주 배양

사람의 뇌종양 교모세포종 세포주 U-87 MG 세포를 

DMEM 배지에 10% FBS와 1% antibiotics를 첨가한 세포 

배양액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매 48시간 주기로 

교체하였으며 차가버섯 추출물 0~100 μg/mL의 농도를 처

리한 뒤 항암효과 및 세포사멸 기전을 분석하였다.

차가버섯 추출 및 동결건조

러시아산 차가버섯을 건조하여 분말화한 후 75 g을 물 

2 L에 넣고 95°C에서 20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하여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 시키고, 이 분말을 증류수에 

10 mg/mL 녹인 후 여과하여 -20°C에 보관하였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배지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차가버섯 추출물이 U-87 MG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해 CCK-8 assay를 이용하였다. 5×103 

cells/well의 세포 부유액을 96-well plate에 분주 후 CO2 

배양기 안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1% FBS가 

첨가된 DMEM 배지에 각각의 농도로 차가버섯 추출물을 

plate에 첨가한 후 배양기 안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세포

가 배양된 plate에 10 μL의 CCK-8 용액을 첨가하고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분석기(SunriseTM, TECAN, 

Mannedorf, Switzerland)로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Caspase-3 활성 측정

신경교모세포종에 차가버섯 추출물을 처리한 후 48시간 

후 세포들을 lysis 시켜 세포 추출액을 얻었다. 세포용액완

충액(cell lysis buffer)으로 세포를 충분히 파쇄하고 냉동-

해동 과정을 3번 반복하였다. 이후 3,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수거하여 단백질 총량을 정량하였

다. 96-well plate에 30 μg의 단백질을 넣고 DTT, DMSO, 

caspase buffer를 첨가하였으며, 2 µL의 DEVD-pNA sub-

strate(10 mM stock)를 모든 well에 첨가하고 37°C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형광기질은 ELISA 분석기(SunriseTM 

TECAN)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5).

Western blot을 이용한 단백질 분석

배양된 U-87 MG 세포에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단백질 

추출액 400 µL를 넣은 후 scraper를 이용하여 세포를 수거

하였다. 100초 동안 voltexing을 하여 세포를 충분히 파쇄

한 뒤 20분 동안 -20°C 냉동고에 정치시켰다. 이후 시료를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만을 분리하

여 모은 뒤 Bradford 방법에 근거하여 단백질을 kit로 정량 

하였다(Roti®-Quant, Carl Roth GmbH, Karlsruhe, Ger-

many). 정량된 시료는 5×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100 

°C에서 5분 끓인 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

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시행하였다. 

전기영동 후 바로 nitrocellulose membrane에 1시간 30분 

동안 transfer를 실시한 뒤 5%(w/v) fat-free milk powder

가 혼합된 TBS-T로 상온에서 1시간 blocking을 실시하였

다. 이후 1%(w/v) fat-free BSA가 혼합된 TBS-T에 Bcl- 

2, Bax, p-p53, p53, GAPDH, cyclin D1, CDK2, RB, pRB 

등의 primary antibody들을 1:500으로 희석시킨 후 4°C에

서 16시간 동안 또는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Secondary antibody인 bovine anti-rabbit, anti-mouse 

IgG-HRP를 5%(w/v) fat-free milk powder가 혼합된 

TBS-T에 1:2,0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킨 후 WEST-ZOL® plus Western Blot Detection 

System(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

을 처리하여 반응을 시킨 뒤 필름에 노출시켜 단백질의 발현

을 확인하였다(16).

FACS 분석을 통한 세포사멸 분석

차가버섯 추출물을 0, 50, 100 μg/mL 농도로 48시간 처

리한 U-87 MG 세포를 scraper를 사용하여 수확한 후 BD 

Cycletest™ Plus-DNA Reagent Kit(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의 세포주기 관찰 시약을 처리하고 세

포에 propidium iodide(PI)를 염색시킨 후 세포 주기를 유세

포 분석기(FACSCalibur,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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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toxic effect of Inonotus obliquus extract on human 
glioblastoma U-87 MG cells. (A)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doses of Inonotus obliquus extract for 48 h and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CCK-8 assay. Data represented as 
mean±SEM of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com-
pared with control cells. (B)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U-87 
MG cells after exposure to Inonotus obliquus extract for 48 h. 
The photomicrographs we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taken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Magnifica-
tion, ×40.

정하였다(17).

결과 분석

모든 측정결과는 mean±SEM으로 표시하였고, 실험 결

과의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0.05를 유의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뇌종양 세포의 성장과 분화 억제

최근 암 예방제나 항암제의 독성 및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리활성

물질은 항암효과, 면역기능 조절작용(18,19) 그리고 항암제

로 유발되는 부작용 감소(20)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버섯은 여러 생리활성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으

며 특히 다당체의 일종인 베타글루칸(β-glucan)이 항암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21), 차가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5~10배 이상의 베타글루칸의 함유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항암연구에 좋은 소재로 사료된다. 또한 차가

버섯은 크로모겐, 이노시톨,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베타글루칸뿐만 아니라 복합적

인 작용에 의해 항암효능을 가진 것으로 사료되어 차가버섯

을 직접 구매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이 신경교모세포종인 U-87 MG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세포 배양액에 0~100 

μg/mL의 범위의 다양한 농도로 추출물을 첨가하여 세포생

존율을 측정하였다. 차가버섯을 다양한 농도로 48시간 처리

하였을 때, U-87 MG 세포는 농도 의존적으로 생존율이 감

소하였으며, 특히 50 μg/mL의 차가버섯 추출물을 처리하였

을 때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49.48±5.24%의 수준의 세포생

존율을 나타냈다(Fig. 1(A)). 차가버섯 추출물이 처리된 

U-87 MG 세포의 세포독성을 세포모양 변화로 확인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의 농도가 커질수록 세포 수가 점차 감소되

었으며, 더불어 세포들 사이의 세포 모양이 대조군에 비해서 

응축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Fig. 1(B)). 따라서 차가

버섯 추출물은 뇌종양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세포사멸 관찰

차가버섯 추출물이 세포사멸 관련 단백질의 발현에 미치

는 영향: Bcl-2 family는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단

백질로 이들 단백질들을 다양한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

여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유도한다. Bax는 Bcl-2 family 

단백질 중 하나로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를 감소시키고 

cytochrome c를 방출함으로써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반면 Bcl-2는 Bax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억제시키며(22) 특히 암세포에서 Bcl-2 단백질

들의 상호전달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세포의 성장 신호가 지

연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 신경교모세포종 U-87 MG 세

포에서 차가버섯 추출물 처리 후 사멸을 조절하는 Bcl-2와 

Bax 단백질에서의 발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Bax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차가

버섯 추출물 25, 50 μg/mL의 농도 처리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cl-2 단백질에서도 전체적으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발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ig. 2). 이는 Bcl-2와 Bax

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경로의 세포사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Kim 등(10)의 논문에도 차가버섯 추출물이 대장

암세포인 HT-29에 Bax와 Bcl-2의 단백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외선, 방사선 등의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은 

MDM2와 결합되어 불활성을 지니던 p53이 분리되어 

ser-15의 인산화가 유도된다. Total p53의 경우에는 농도

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ser-15에 인산화된 p53

은 차가버섯의 농도에 따른 발현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2). 

HepG2 세포에서 향버섯 추출물이 p53 단백질의 발현에 시

료의 처리시간에 대비하여 증가하였지만(23), Youn 등(9)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차가버섯 추출물을 흑색종인 mela-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신경교모세포종 U-87 MG 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 1025

(A)
Bcl-2

Bax

p-p53
(Ser15)

p53

GAPDH

     0        25       50        75   100 (μg/mL)

(B)

0

0.2

0.4

0.6

0.8

1

1.2

1.4

Bcl-2 Bax p-p53

0
25 ㎍/ml
50 ㎍/ml
75 ㎍/ml
100 ㎍/ml

0
25 μg/mL
50 μg/mL
75 μg/mL
100 μg/mL

Fig. 2. Effect of Inonotus obliquus on the expression of apopto-
sis relative proteins in human glioblastoma cells. Cell were treat-
ed with Inonotus obliquus extract (0～100 μg/L) for 48 h. Total 
cellular protein extracts a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with 20 μg protein using Bcl-2 and Bax with 
GAPDH, p-p53 (ser-15) with p53 as a loading control. Data 
represented as mean±SEM of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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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stimation of caspase-3 activity on U-87 MG cells 
treated with Inonotus obliquus extract for 48 h. The effect of 
Inonotus obliquus extract in cells was determined using cas-
pase-3 assay kit. The values are shown as the mean±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cells.

noma 세포에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p53, p27 단백질의 발현

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차가버섯추

출물이 최종분화(terminal differentiation)와의 연관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폐암세포 A549에 신령버

섯 추출물의 처리에 따른 p53 단백질 발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령버섯 추출물은 p53 비의존적인 경로를 통해 

G2/M arrest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p53은 세포증

식과 세포변형을 억제하는 암억제 유전자이지만 돌연변이

형 p53 유전자는 세포변형을 촉진하여 오히려 암 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4,25), p53 단백질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돌연변이형 p53 단백질이 발현되었다고 생

각해 볼 수 있으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버섯들의 

항암효능이 p53 단백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

해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

구는 Bcl-2, Bax와 p-p53(ser-15)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고 차가버섯 추출물의 성장 억제는 이들 단백질과 

연관이 없고 다른 경로에 의한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caspase-3 활성 측정: 차가버

섯의 세포사멸 기전 확인을 위해 세포사멸 신호전달계의 중

요분자인 caspase-3의 활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caspase 

3-like protease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Caspase는 세포사

멸에서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하며(26), 세포사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7). 따라서 caspase는 항암물질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

어 유용한 마커로 여겨지며, 복분자 추출물이 대장암세포에

서 caspase의 활성이 증가되었다는 보고(28)를 비롯하여 

천연물에 의한 항암작용에 있어서도 caspase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29,30). Fig. 3에서와 같이 농도에 

따라 caspase-3의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100 μg/mL의 차

가버섯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2.1배 이상의 

유의적인 활성을 나타냈다. Caspase 활성에 의한 세포사멸

에는 죽음 수용체(FAS)를 매개하는 외인적 경로와 mi-

tochondria를 매개하는 내인적 경로로 구분된다(31,32). 이

들 경로는 caspase 3의 활성화를 야기하고 활성화된 cas-

pase 3는 lamin A, DNA fragmentation factor와 PARP 

등의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하여 세포사멸을 시킨다(33). 

Fig. 2와 3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차가버섯 추출물은 

신경교모세포종에서 미토콘드리아 막 투과성에 의한 내적 

경로에 관여하는 Bcl-2, Bax 단백질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

았고, caspase-3의 활성에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Fas 

receptor에 ligand가 결합하면 활성화되는 외적 경로인 죽

음 수용체 경로(death receptor pathway)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사멸이라고 판단된다.

차가버섯 추출물이 세포 주기에 미치는 영향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U-87 MG 세포의 세포주기 변

화: 천연물 추출물에 의해 암세포 사멸효과로 세포주기 억

제 기전이 보고되고 있다(34). 차가버섯 추출물의 뇌종양세

포에서 세포사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세포주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차가버섯 추출

물 50 μg/mL와 100 μg/mL를 처리한 세포의 G0/G1 구간에

서 대조군에 비해 세포가 각각 4.35%, 8.21%가 증가하였으

며, S기와 G2/M기 또한 차가버섯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대조군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 이는 뇌종양세포에 차가버섯 추출물을 48시간 처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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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onotus obliquus induced cell cycle arrest in 
glioblastoma cells. The U-87 MG cells were treated 
with 50, 100 μg/mL Inonotus obliquus extract for 48 
h. Then cells were harvested, treated with propidium 
iodide.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
lyze the cell cycle distribution. Data represented as 
mean±SEM of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cells.

을 때 G1 단계에서 세포주기를 머물게 하여 세포 성장을 지

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뇌종양세포에서 차가버섯

의 항암 활성은 세포주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G0/G1 

기의 세포주기를 지연시켜 신경교모세포종 U-87 MG의 성

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차가버섯 추출물이 세포주기 G0/G1 관련 단백질의 발현

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조절인자와 조절 단백질 복합체의 

작용에 의해 세포주기가 조절된다(35). 앞서 뇌종양세포에

서 차가버섯이 세포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

고(Fig. 4) 정확한 기전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포주기 관련 

인자를 분석하였다. Cyclin D1 단백질은 세포주기 G1 단계

에서 CDK4 혹은 CDK6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RB 단백질을 

인산화시킴으로 인해 E2F와의 복합체 형성을 억제한다

(36). 신경교모세포종에서 cyclin D1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차가버섯 추출물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cyclin D1 발현양

도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5). Cyclin E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주기의 G1기에서 S기로 이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CDK2 단백질 또한 G0/G1 세포 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단백질이다. U-87 MG 세포에서 차가버섯 추출물의 

영향을 받아 대조군에 대비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CDK2 단

백질의 수준이 의미 있는 감소를 하였다. 그리고 E2F가 분

해되어 활성화 형태를 지닌 후 세포주기의 S기로 이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p-RB 단백질의 수준 또한 cyclin 

D1와 CDK2 단백질의 영향을 받아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5).

RB 단백질은 G1기 초기에 인산화하지 않은 형태로 E2F

와 결합하여 각종 유전자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S기로의 이

행을 억제한다. 그러나 cyclin D1-CDK4 복합체와 CDK2- 

cyclin E 복합체가 RB 단백질을 인산화를 유도함으로써 

E2F와의 복합체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사조절인자인 

E2F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G1기에서 S기로 이행되어 DNA 

합성이 시작되게 된다. 따라서 G2, M기의 세포주기 중에는 

RB 단백질은 인산화 형태로만 존재하며 인산화 형태의 RB 

단백질이 감소한다는 것은 세포주기가 S기로 이행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S기, M기로 이행된 전체 세포의 수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유세포 분석을 

통한 세포주기의 변화에서 차가버섯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과 대비하여 G0/G1 단계의 세포가 증가하였고 이

후 단계인 S기, G2/M기에서는 감소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 4). 

본 연구의 결과는 차가버섯 추출물이 신경교모세포종에 

caspase-3 활성에 의한 죽음 수용체 경로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사멸을 유발하며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cyclin D1, 

CDK2 그리고 p-RB의 농도 의존적인 단백질 발현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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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Inonotus obliquus on the expression of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in human glioblastoma cells. Cell were 
treated with Inonotus obliquus extract (0～100 μg/mL) for 48 
h. Total cellular protein extracts w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with 20 μg protein using CDK2, cyclin 
D1, phospho-RB, RB with GAPDH as a loading control. Data 
represented as mean±SEM of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cells.

의해 G0/G1의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가버섯이 신경교모세포종의 성장을 지연시켜 

항암제 및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요   약 

러시아에서 여러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차가버

섯은 대장암, 위암 등에서 항암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종양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가버섯의 항암 효능에 대한 기전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교모세포종 U-87 MG 세포주에 

대한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세포생존율 변화와 형태

학적 변화,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과 세포사멸 관련 단백질 

및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차가버섯 추출물을 처리한 U-87 MG 세포 생존율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Bcl-2, Bax와 p-p53 단백질 수준 

차이는 없었고 caspase-3 활성에 영향을 미쳐 죽음 수용체 

경로에 의한 세포사멸이 이루어졌다. 또한 세포주기를 관찰

한 결과 G0/G1 세포주기에서 성장 억제를 확인하였으며, 이

는 cyclin D1, CDK2 단백질 발현량의 감소와 RB 단백질의 

인산화 억제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차가버섯을 뇌종양의 치료 및 보조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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