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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hroom is known for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tive potential.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the
inhibitory effect of mushroom on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human keratinocytes, HaCaT cells. To defin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action, tumor necrosis factorα/IFNγ-activated human keratinocytes model was used. Mushroom
significantly inhibited the expression of cytokines in HaCaT cells. Taken together,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mushroom inhibited
inflammtion, suggesting that mushroom (DW extract: Grifola frondosa Cordyceps militaris), (Ethanol extract: Ganoderma lucidum,
Lentinus edodes, Cordyceps militaris, Flammulina velutipes) might be a candidate for the treatment of skin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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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및 고령화로 인해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품재료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더욱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의 목적으로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im and Kim, 2015; Oh et

al, 2014). 최근 세계적으로 현대병으로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과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환경오염 및 음식에 의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

드제 및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장기간 사용 시 여러 부작용 사례도 나타난다(Yoo,

2010). 피부질환의 치료방법으로 최근 부작용이 없고 면

역증강, 항암, 항산화 등 생리활성이 다양한 물질을 찾고

자 연구자들은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은 세계적으

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시아와 유

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버섯의 효능은 질병 예방, 면

역력 증강, 건강증진 및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버섯 효능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버섯류에서 면역 관

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염작용 및 TNF-α생

성 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O'Callagh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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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각질세포(keratinocyte)는 표피세포의 약 95%를 차지하

는 주요 구성성분으로 표피의 각질층을 생성하며 여러 사

이토카인들을 생산하여 면역반응 및 염증반응에 관여한다.

각질세포는 환경 및 생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유해자

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염증반응, 세포자가사멸과 같은 현

상으로 인하여 피부의 노화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건성

등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되므로 각질형성세포의 염증반

응은 피부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각질

세포의 연구 중 피부암 유래 각질세포주인 HaCaT

(Human Keratinocyte cell line)세포주가 사용되고 있다

(Kang, 2010). 본 연구에서 식용버섯인 팽이버섯, 꽃송이

버섯, 참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녹각영지, 상황버섯, 눈꽃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잎새버섯, 석이버섯, 노랑느타리버

섯, 분홍느타리버섯, 편각영지버섯, 현미 동충하초, 번데

기 동충하초, 표고버섯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피

부염증완화 효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피부각질세포(HaCaTcell)에서 TNF-α

(10 ng/ml)와 INF-g (10 ng/ml)처리 시 염증관련 사이토카인

유전자 TNF-α의 증가와 버섯류의 추출물에서 억제 효과를

보고자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버섯시료 추출 
국내에서 생산하는 16종의 버섯을 준비하였으며, 그 각

각의 이름 및 모양을 다음과 같다(Fig. 1). 16종의 버섯은

열수 및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열수추출은 100 g의 건조된 시료에 물

1 L를 가해 100
o
C에서 1시간 추출하여 감압농축한 후 동

결건조 하였다. 에탄올추출은 100 g의 건조된 시료에

70% 에탄올 1 L를 가해 25
o
C에서 2시간 추출하는 과정을

Fig. 1. 16 kinds of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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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반복하여 얻은 추출물을 감압농축 한 후 동결건조 하

였다(Fig 2).

세포 배양
피부각질세포인 HaCaT 세포주는 CO2 세포배양기 (37

o
C,

5%, CO2)에서 소태아혈청(10%), 페니실린G(100 IU/mL),

스트렙토마이신(100 ug/mL), 그리고 L-글루타민(2 mM)

을 첨가한 DMEM배지에서 배양하였다. Log-phase에 해

당하는 세포를 각각의 실험에 맞게 12-well, 6-well 혹은

60-mm dish에 분주하여 사용하였다. 

RNA isolation
피부각질세포인 HaCaT세포는 6-well plate에서 키운

세포(2×10
6
)를 그림설명(Figs. 1, 2)에서 지시한대로, 버섯

류 추출물을 처리하여 배양시키고, RNA를 추출하기 위하

여 chlorform을 첨가하여 voltex를 20-30초로 해준 후

4
o
C에서 15,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이때

용액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층액을 새 튜브에 옮

긴 뒤, Isopropanol을 동량을 넣고 10분간 상온에 놓은 뒤

4
o
C에서 15,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

액을 버리고 75% EtOH (in DEPC water)로 washing한

후 4
o
C에서 1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

층액은 버리고, pellet을 DEPC water를 이용하여 녹였다.

이렇게 추출된 RNA는 −80
o
C에 보관하였다. 전체 RNA

농도 측정은 RNase가 처리된 0.1% DEPC water로 용해

시켜 UV spectrophotometer로 260 nm/28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역전사 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피부 각질세포에서 semiquantitative RT-PCR법을 이용

하여 mRNA에 대한 PCR 산물을 정량하였다. 역전사반응

은 추출된 전체 RNA (1 μg)와 Oligonucleotide dT primer

(100 pmol)을 Accupower
® 

RT PreMix (Bioneer Co, Korea)

tube에 혼합한 후, 반응 전체 용량을 20 μl로 하여 70
o
C에

서 5분 동안 전처리하였다. cDNA합성은 42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역전사 효소를 불활성화하기 위해 80
o
C

에서 15분동안 열처리 하였다.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Accupower
® 

PCR PreMix (Bioneer Co.,

Korea) tube에 역전사된 cDNA 1 μg과 각각 Forward와

Reverse Primer 10 pmol을 사용하여 중합반응 하였다. 중

합반응 조건은 초기 94
o
C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여

cDNA를 변성시킨 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Human의

primer TNF-α는 5'-GGC AGG TCT ACT TTG GAG

TCA TTG C-3'(sense), 5'-ACA TTC GAG GCT CCA

GTG AAT TCG G-3'(antisense), 그리고 GAPDH의 발현

은5'-CGGAGTCAACGGATTTG GTCGTAT-3'(sense)와

5-AGCTTCTCCATGGTGGT GAAGAC-3'(antisense)를

Fig. 2. Effect of mushroom extract inhibitors on TNF-α (10 ng/ml) and INF-γ (10 ng/ml) in TNF-α mRNA expression. 
HaCaT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concentrations of mushroom extract(1 mg/ml) for 30 min, and then incubated in the
presence of absence of TNF-α (10 ng/ml) and INF-γ (10 ng/ml) for 6h. Level of TNF-α expression were determined by RT-
PCR. mRNA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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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확인하였다.

PCR정량 분석
증폭된 PCR products는 1%의 agarose gel에서 전기영

동하여 band의 정량을 ImageJ 1.44d (Image J is a public

domain Java image processing program inspired by NIH

Image)를 사용하여 band를 정량화 하였다.

통계처리

자료처리는 SPSS 15.0을 이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

(SD)를 산출하였으며, 그룹이 사례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

하였으며, 차이검증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피부각질세포(HaCaT)에서의 TNF-a/INF-g처리에 의한
열수 추출물의 TNF-a mRNA 발현 억제효과
피부각질세포를 TNF-α (10 ng/ml)와 INF-γ (10 ng/ml)

로 자극한 다음, 버섯류 열수추출물을 1 mg/ml 농도로 처

리하여 항염증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잎새버섯과 번

데기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을 처리한 곳에서 1 mg/ml의 발

현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동충하초는 자낭균류 맥각균목 동충하초과로 주로 한국,

일본 등 전세계에 서식한다. 이 버섯류의 기주인 번데기,

유충 등은 동충하초가 분비하는 항생물질에 의해 부패가

방지되어 원형 그대로 미라가 된다. 효능은 성기능 저하,

심장병, 부정맥, 고혈압, 당뇨병, 백혈병,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피로효과를 나타내고 항암기능 항종양기능도

가지고 있다(Yoo, 201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피부에

관련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 잎새버섯의 균사체를 이용한

항염활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e et al, 2012). 피부

각질세포에서의 염증 억제 효과결과를 바탕으로 잎새버섯

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피부각질세포(HaCaT)에서의 TNF-a/INF-g처리에 의한
에탄올 추출물의 TNF-a mRNA 발현 억제효과 

 피부각질세포에서 TNF-a (10 ng/ml)와 INF-g (10 ng/

ml)로 자극한 TNF-a에 에탄올 추출물의 버섯류를 (1 mg/

ml)처리하였을 때 염증을 억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

과 피부각질세포에서 30분 전에 에탄올로 추출한 버섯류

를 (1 mg/ml)을 전 처리한 뒤 TNF-α (10 ng/ml)와 INF-γ

(10 ng/ml)를 처리하여 6시간 후에 TNF-α를 측정하였고,

에탄올로 추출한 영지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과 번데기

Fig. 3. Effect of mushroom ethanol extract inhibitors on TNF-α (10 ng/ml) and INF-γ (10 ng/ml) in TNF-α mRNA expression.
HaCaT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concentrations of mushroom ethanol extract(1 mg/ml)for 30min, and then incubated in
the presence of absence of TNF-α (10 ng/ml) and INF-γ (10 ng/ml) for 6h. Level of TNF-α expression were determined by RT-
PCR mRNA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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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에서 TNF-α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부각질세

포에서 피부염증 완화 효능의 Data Base구축 하여 식용

버섯에서의 피부질환 소재로 활용할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 열수 추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피부

염증완화 효능을 확인한 결과 열수추출물에서는 잎새버섯

과 번데기 동충하초가 피부염증완화 효능이 탁월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영지버섯, 표고버섯, 번데기 동충하

초와 팽이버섯에서 피부염증완화 효능이 탁월하였다. 특

히, 각각의 추출물에서 피부염증완화 효능이 높은 것은

번데기 동충하초 임을 확인하였다.

적 요

식용버섯인 팽이버섯, 꽃송이버섯, 참송이버섯, 느타리

버섯, 녹각영지, 상황버섯, 눈꽃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잎

새버섯, 석이버섯, 노랑느타리버섯, 분홍느타리버섯, 편각

영지버섯, 현미 동충하초, 번데기 동충하초, 표고버섯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피부염증완화 효능을 확인한

결과 열수추출물에서는 잎새버섯과 번데기 동충하초가 피

부염증완화 효능이 탁월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영지버섯, 표고버섯, 번데기 동충하초와 팽이버섯에서 피

부염증완화 효능이 탁월하였다. 특히, 각각의 추출물에서

피부염증완화 효능이 높은 것은 번데기 동충하초 임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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