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암 또는 대장암 예방 효과를 가진

지의류 형성 곰팡이 추출물

바이오
헬스케어

Abstract

• 본 기술은 엔도카프온(Endocarpon) 속에서 분리된 신규 지의류 형성 곰팡이
EL002332(기탁번호 KACC 93220P) 및 이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
는 위암 또는 대장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천연물인 지의류로부터 유래하여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극히 적어 매우 안전하므로
약제학적 또는 식품 조성물로 사용 가능

• 본 기술의 지의류 추출물은 암세포에 대하여 독성을 나타내고, 암세포 중 위암 세포
의 사멸을 유도하며, 대장암 조직의 성장속도 및 크기를 감소시킴

Key Technology Highlights

지의류내생곰팡이EL002332 추출물의농도에따른위암세포사멸유도

• 지의류 내생 곰팡이 EL002332 추출물은 위암 세포(AGS)의 사멸을 유도하였으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사멸한 세포수가 증가함

• 또한, EL002332 추출물 위암 세포에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cleavage PARP 및
caspase-3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킴

• 지의류 내생 곰팡이 EL002332 추출물은 위암 세포(AGS)의 사멸을 유도하였으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사멸한 세포수가 증가함

• 또한, EL002332 추출물 위암 세포에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cleavage PARP 및
caspase-3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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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류내생곰팡이EL002332추출물의농도에따른생쥐 암조직 크기감소

• 지의류 내생 곰팡이 EL002332 추출물을 피하 주사한 생쥐에서 대장암 조직의 성장
속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히 억제됨

• 특히 30일째 대장암 조직의 무게는 약 2배 감소된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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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Information

TRL

• 대장암 및 위암의 예방 또는 치료 용도로 의약품에 활용 가능함

• 대장암 및 위암의 개선 및 치료 용도로 건강기능성 식품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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