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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버섯(Agaricus blazei Murill) 열수 추출물의 면역 활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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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dible mushroom Agaricus blazei Murill is known to have many phys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antitumor, antiviral,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Aqueous extracts were obtained by extracting A. blazei in water 
at 90°C for 15 h, followed by spray-drying with dextran at a 70:30 ratio.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mmuno-
modulatory effect of A. blazei Murill water extract (ABM) in BALB/c mice. Mice were administered orally with 
4, 20, and 100 mg/kg of ABM for 21 days. ABM-treated mic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and organ 
weights compare to saline-treated control mice. Splenocytes isolated from ABM-administered mice revealed similar 
levels of cellularity and proliferation compared to control mice, whereas they showed increased natural killer (NK) 
cell activity and decreased IL-4 and IL-12 production. Different from in vivo results, splenocytes isolated from normal 
mice showed increased proliferation and INF-γ production following ABM treatment in vitro. In addition, ABM treat-
ment enhanced macrophage proliferation and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However, 
ABM had no effect on LPS-induced NO produ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blazei modulates immune function 
by increasing NK cell activity and macrophag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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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령버섯(Agaricus blazei Murill)은 주름버섯과 주름버

섯속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국내에서는 아가리쿠스버섯 

또는 흰들버섯이라고 한다(1). 외형은 야생 양송이와 유사하

지만 양송이보다 향이 강하고 버섯대가 두껍고 길며 육질의 

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고, 항암 및 면역증강 활성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원산지는 브라질 산

악지대인 피에다데로(Piedade) 지역으로 고온다습한 기후

에서 야생한다. 1978년 일본의 Iwada Mushroom Institute

에서 인공재배를 보고한 이후 브라질과 일본에서 다량의 재

배가 이루어지고 있다(4).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고 소규모

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가의 식용버섯이다. 

일본의 학자들은 중남미 잉카지역 주민들의 암 관련 질환 

환자가 적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

이 지역주민들이 식용하는 버섯에 있다는 점을 밝혀내 보고

하였다(5-7). 신령버섯의 유효성분으로는 다당체인 β-(1, 

3)-glucan, α-(1,4)-glucan, α-(1,6)-glucan, β-(1,6)- 

glucan, glucomannan이 알려져 있다(8-11). 신령버섯에서 

분리한 단백다당체는 탄수화물 38~45%와 단백질 40~45 

%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단백질과 다당체의 복합체는 항

암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2-14). 주요 활성성분은 β- 

(1,6)-glycosyl 가지를 가진 β-(1,3)-glucan으로 복수암, 

결장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간암 등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12,15-17). 신령버섯은 항암 효과 

외에도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항염증, 항당뇨, 혈압 강하 

효과와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생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17-24).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는 종양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여 용해와 사멸을 일으키

는 역할을 하며, 주로 바이러스 병원성이나 인터페론(inter-

feron, IFN) 또는 interleukin(IL)-2, IL-12, IL-15 같은 사

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다.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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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포 용해 작용을 일으키는 NK 세포는 표적 세포에 직접 

접촉하여 세포막을 파괴하는 perforin과 granzyme을 내어 

표적 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하거나 표적 세포의 Fas/CD95

같은 death receptor가 NK 세포의 리간드에 결합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 신령버섯을 투여 받은 마우스의 NK 세포

의 활성이 증가되어 YAC-1 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25-28).

본 연구에서는 신령버섯의 면역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BALB/c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신령버섯 농축분말 제조

본 실험에 이용된 신령버섯은 스톡미(Jeju,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덱스트린은 이씨케미컬(Seoul, Korea)에서 구

입하였다. 신령버섯을 후드믹서(MIX-30R, TongYang Mag-

ic Corp., Seoul, Korea)로 분쇄하여 20 mesh를 통과한 분

말을 추출기에 넣고 원물 대비 15배의 물을 투입하여 90°C

에서 15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여과한 후 감압농

축기로 농축하여 농축액을 얻었다. 이 농축액과 덱스트린을 

고형분 비율 70:30으로 혼합하여 분무건조기로 분말을 제

조하였다. 분무건조의 조건은 8,000 rpm, 송풍온도 160°C, 

배풍온도 90°C이며, 제조된 분말을 40 mesh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신령버섯 농축분말의 β-glucan 함량은 건강기능식품공

전에 준하여 옵티팜(Osong, Korea)에서 분석하였으며 

15.69 mg/g의 β-glucan을 함유하였다. 

실험동물

수컷 BALB/c 마우스(6주령, 체중 19~23 g)를 오리엔트

바이오(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일반 고형사료로 5

일간 순화, 사육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2±2°C, 습도는 

40~60%로 그리고 명암주기는 12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동물실험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

원회의 승인(INHA 131217-255)을 받았으며, 그 규정을 준

수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마우스는 6군으로 분류

하여 처치하였다. 시료는 day 1부터 day 21까지 생리식염

수(대조군, control group), 신령버섯 추출물 4 mg/kg 

(ABM(L)), 20 mg/kg(ABM(M)), 100 mg/kg(ABM(H))을 

매일 1회 일정시간에 경구투여 하였다. 마지막 투여 다음날

에 마우스를 희생하여 체중 및 면역기관의 무게를 측정 후 

비장을 적출하여 면역학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체중 및 면역장기 무게 측정

실험 시작일(day 1)과 종료일(day 22)에 실험동물의 체

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 종료일에 실험동물을 희생한 

후 간, 흉선, 비장을 적출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비장세포 준비

마우스 비장세포 분리는 Mishell과 Shiigi(29)의 방법에 

의해 실행하였다. 실험동물에서 비장을 적출하여 40 μm 

nylon cell strainer(SPL, Pocheon, Korea)를 이용하여 파

쇄한 후 세포를 분리하였다. 세포를 300×g에서 5분간 원심

분리 한 후 red blood cell lysis buffer(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가하여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비장세포를 배양액[RPMI 1640, 10% fetal bovine serum 

(FBS),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에 

현탁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비장세포 및 대식세포의 증식능 측정

비장세포와 대식세포의 증식능은 3-(4,5-dimethylthia-

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30). 시료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를 24-well plate에 5×106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한 후, 1 μg/mL concanavalin A(ConA)를 넣고 5% 

CO2가 포함된 37°C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또한 

in vitro에서 신령버섯 추출물의 비장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상 마우스에서 분리한 5×105 cells/ 

well 비장세포에 1 μg/mL ConA와 신령버섯을 각각 농도별

(0, 0.1, 1, 5, 10, 50, 100, 200, 500 μg/mL)로 처리하였다. 

48시간 배양 후 250 μg/mL MTT 용액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200 μL의 dimethyl sulf-

oxide를 가하여 10분간 실온에서 반응 후 VERSAmax mi-

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Menlo Park,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식

세포인 RAW 264.7 cell은 96-well plate에 5×104 cells/ 

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4시간 부착시킨 후 1 μg/mL LPS를 

넣고 48시간 배양하여 MTT법으로 측정하였다.

사이토카인 분비능 측정

시료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를 24-well 

plate에 5×106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1 μg/mL의 

ConA를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31,32). 배양액

에 유리된 IL-2, IL-4, IL-10, IL-12, IFN-γ, TNF-α의 

양을 ELISA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제조회사의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96- 

well plate에 capture antibody를 18시간 동안 부착시킨다. 

Capture antibody가 부착된 well을 washing buffer(0.05 

% Tween 20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2~7.4)

로 세척한 후 reagent diluent(0.1% bovine serum albu-

min, 0.05% Tween 20 in Tris-buffered saline) 200 μL를 

분주하여 실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다시 

washing buffer로 세척한 후 각 사이토카인 표준액 및 배양

액을 50 μL 분주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detection antibody를 

100 μL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더 반응시킨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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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Agaricus blazei Murill administration on the body and immune organ weights and cellularity of BALB/c mice, 
(n=9) 

Group Body weight (g) Liver (g) Thymus (mg) Spleen (mg) Thymus cell 
number (×108)

Spleen cell 
number (×108)Day 1 Day 22

Control
ABM(L)
ABM(M)
ABM(H)

22.58±0.43
22.72±0.25
22.87±0.27
22.74±0.38

24.30±0.54
24.26±0.19
24.38±0.24
24.39±0.30

1.28±0.03
1.22±0.02
1.21±0.03
1.26±0.04

46.78±2.43
49.56±2.78
48.67±2.51
49.88±3.16

86.78±1.96
86.13±2.22
89.11±2.05
89.22±3.85

1.48±0.08
1.35±0.07
1.30±0.06
1.77±0.10*

 8.49±0.75
 9.67±1.40
 8.11±0.64
 8.82±0.85

Data are mean±SEM of 8∼9 mice, *P<0.05.
ABM(L): 4 mg/kg, ABM(M): 20 mg/kg, ABM(H): 100 mg/kg.

washing buffer로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streptavidin을 100 μL 분주하여 2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다. 반응한 plate를 washing buffer로 세척한 후 

tetramethylbenzidine 용액을 넣고 다시 2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정지액인 2 N H2SO4를 50 μL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사이토

카인의 농도는 표준액을 사용하여 얻은 표준곡선에 따라 계

산하였다.

자연살해세포 활성 측정 

자연살해세포의 세포독성은 NK 세포가 NK-sensitive 

한 YAC-1 세포(NK-sensitive cell line)를 공격하여 파괴

된 YAC-1 세포로부터 유리된 lactate dehydrogenase를 

측정하는 방법(LDH cytotoxic assay)을 이용하였다(31, 

32). 96-well U-bottom culture plate에 1×104 cells/100 

μL의 YAC-1 세포(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

를 넣고 비장세포 : YAC-1 세포(effector-to-target) 비율

이 200:1, 100:1, 50:1이 되도록 비장세포를 넣은 후 37°C,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윈심분리 후 

LDH가 유리된 상층액 100 μL를 채취하여 flat-bottom mi-

croplate(Nunc, Roskilde, Denmark)에 옮겨 LDH assay 

kit(ABcam, Cambridge, UK)을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배양

액에 LDH working mixture를 100 μL 첨가하고 실온(15~ 

25°C)의 암소에서 30분간 반응 후, 반응정지 용액인 1 N 

HCl 50 μL를 첨가한 다음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NK 세포 활성도(%)는 [(test sample－low control)/ 

(high control－low control)]×100으로 계산하였다.

Nitric oxide(NO) 생성 측정

RAW 264.7 cell을 96-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여 4시간 부착시킨 후 1 μg/mL LPS와 시료를 

농도별(0, 0.1, 1, 5, 10, 50, 100, 200, 500 μg/mL)로 처리

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 100 μL에 동량의 Griess 

reagent(0.1% N-(1-naphthyl)ethylenediamine, 1% sul-

fanilamide, 5% phosphoric acid)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

분간 반응시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의 

농도는 0~100 μM의 sodium nitrate를 사용하여 얻은 표준

곡선에 따라 계산하였다(30).

자료분석 

본 실험 자료의 통계처리는 in vivo 실험은 Sigmaplot11 

(Systat Software,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로 분석 후 Dunn's method를 실시하였고, in 

vitro 실험은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평균치(mean)와 

표준오차(SEM) 또는 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고,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 및 면역장기의 무게

매일 1회씩 21일 동안 신령버섯을 경구투여 한 후 마우스

를 희생한 뒤 체중, 간 및 면역장기의 무게와 흉선 세포수와 

비장 세포수를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이 진

행된 21일간 체중은 대조군이 7.6%, ABM(L)은 6.8%, ABM 

(M)은 6.6%, ABM(H)은 7.3%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마

우스가 성장함에 따른 자연적인 체중 증가로 신령버섯의 투

여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체중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

다. 대사 장기인 간의 무게는 변화가 없었으며 면역기관인 

흉선과 비장의 무게와 세포수는 대조군과 신령버섯 투여군 

사이에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BM(H)에서는 흉

선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마우스에 4~100 mg/kg의 ABM을 투여하였을 때 체중과 

면역장기의 무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100 mg/ 

kg을 투여한 경우에는 흉선세포의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

다. 신령버섯을 경구로 투여한 후 마우스 면역기관 세포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Liu 등(33)이 신령버섯 

C3H/HeN 마우스에 열수 추출물을 14일간 투여하였을 때 

비장 세포수에 유의할 만한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신령버섯 투여가 비장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

신령버섯의 투여가 비장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비장세포에 ConA만을 처리한 실험군을 대

조군으로 하여 신령버섯 투여군의 비장세포 증식 정도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ConA를 처리한 실험군은 처리하지 않

은 실험군에 비하여 약 5배 비장세포 증식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각 농도의 신령버섯을 투여 받은 마우스 비장세포의 

증식은 신령버섯을 투여 받지 않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Fig. 1). 이 결과는 3~6 mg/kg의 신령버섯을 4~14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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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lenocyte proliferation of mice administered with 
Agaricus blazei Murill. Splenocytes were isolated from BALB/c 
mice administered with ABM for 21 days, then were stimulated 
with ConA for 48 h. The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with 
MTT assay. Data are mean±SEM of 8∼9 mice.

Fig. 2. Adminstration of Agaricus blazel Murill enhances NK 
cell activity. The splenocytes from BALB/c mice fed with ABM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ratio of YAC-1 cells, and the re-
leased LDH was determined by LDH assay. Data are mean±
SEM of 9 mice, and bar graph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c) 
are different at P<0.05 among the E:T ratios within a group, 
and bar graph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are different 
at P<0.05 among the same E:T ratios in different groups.

투여 받은 마우스에서 비장세포 증식을 보고한 Tang 등(26)

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연살해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

신령버섯의 투여가 NK 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NK 세포의 세포 용해 활성(%)은 E:T ratio

가 200:1, 100:1, 50:1인 경우 대조군 71.5±9.9, 49.3± 

7.5, 22.8±3.9%, ABM(L) 74.6±8.8, 59.5±6.5, 37.5±8.5 

%, ABM(M) 120.7±6.0, 82.9±6.5, 48.0±6.2%, ABM(H) 

122.8±7.2, 81.4±7.8, 46.5±4.1%였다. ABM(L)은 대조

군과 유사한 NK 세포 활성을 보였으며 ABM(M)과 ABM(H)

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는 실험에 사용한 모

든 E:T 비율에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보다 현저하

게 높은 세포 용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20 mg/kg 이상

의 신령버섯의 투여는 NK 세포 활성을 증가시켜 YAC-1 

세포를 용해시킴을 알 수 있다. Takimoto 등(34)은 Meth 

A cell을 접종하여 종양을 유발한 BALB/c 마우스에 신령버

섯 열수 추출물을 투여하여 나타나는 항암작용이 NK 세포

의 활성화와 INF-γ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암세포를 죽이는 대표적인 세포인 NK 세포의 활성 증가

는 암세포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연구자에 의해 보고된 바 있는 신령버섯

의 항암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기전으로 생각된다. 

신령버섯 섭취가 비장세포의 사이토카인 분비에 미치는 영향

신령버섯 경구투여가 비장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

치는 영향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신령버섯을 투여 받은 마

우스 비장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성을 측정한 결과 IL-12와 

IL-4의 생성은 사용한 모든 용량(4~100 mg/kg)에서 억제

되었으며, IL-2, TNF-α와 IL-10은 100 mg/kg 투여군에서 

억제되었다. IL-12는 대조군 84.2±5.2 pg/mL에 비해 ABM 

(H)에서 44.3±7.2 pg/mL로 52.6%, IL-4는 대조군 110.3 

±2.6 pg/mL에 비해 ABM(H)에서 86.4±2.1 pg/mL로 78.3 

%였다. 우리가 측정한 사이토카인 중 유일하게 IFN-γ는 대

조군 70.4±10.9 pg/mL에 비해 신령버섯 투여군에서는 ABM 

(M) 80.2±10.5(113.9%)로 4~20 mg/kg 투여군에서 증가

하는 경향이었으나 Student t-test와 one-way ANOVA 검

정에서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령버섯이 마

우스 비장세포의 IL-4의 생성을 억제하고 INF-γ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25,26,34,35)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IL-2와 INF-γ는 NK cell의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사이토카인이므로 우리는 신령버섯이 이들의 생성을 증가

시킬 것을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IL-2의 생성은 억

제하고 INF-γ 생성은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상마우스의 비장세포에 ABM을 처리한 경우에는 INF-γ

의 생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Fig. 4). 신령버섯의 사이토

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이

하다. Liu 등(33)은 신령버섯 추출물을 BALB/c 마우스에 

7일간 투여하였을 때 TNF-α와 IL-6의 생성이 감소됨을 보

고한 반면, 비록 대부분 in vitro 연구이긴 하지만 여러 연구

자가 신령버섯이 TNF-α와 IL-6의 생성을 증가시킴을 보고

하였다(36-38). 또한 같은 연구자의 in vivo 실험과 in vitro 

실험에서도 상이함이 나타났는데, Johnson 등(39)은 신령

버섯이 사람 혈액 중 IL-1β, TNF-α, IL-2, IL-16, IL-17의 

생성을 억제한 반면, in vitro 실험에서는 이들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신령버섯이 in vitro에서 비장세포 증식과 사이토카인 분

비에 미치는 영향

신령버섯이 정상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

세포에 1 μg/mL ConA와 신령버섯을 농도별(0~500 μg/ 

mL)로 처리하였다. 비장세포에 ConA만을 처리한 실험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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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ytokine production of splenocytes from Agaricus blazei Murill administered BALB/c mice. The splenocytes were activated 
with ConA and the production of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Data are mean±SEM of 8∼9 mice an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compared to control.

A B

Fig. 4. The effect of Agaricus blazei Murill on the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from normal BALB/c mice in vitro. Splenocytes 
were isolated from normal BALB/c mice and were treated with ConA and different doses of ABM for 48 h. (A) The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with MTT assay (n=9). (B) IFN-γ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n=3). Data are mean±SD an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compared to ConA. 

100%로 하였을 때 각 실험군의 비장세포 증식 정도를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 ConA를 처리한 군은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4.5배의 세포증식을 보였고, 신령버섯 5, 10, 50, 

100 μg/mL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112.6, 121.9, 126.3, 

124.9% 비장세포 증식을 증가시켰다(Fig. 4A). 또한 신령

버섯이 정상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의 사이토카인 생

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신령버섯을 정상마우스에

서 분리한 비장세포에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INF-γ의 생성

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Fig. 4B). 정상마우스에서 비장세

포를 분리한 후 신령버섯을 처리한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비장세포의 증식과 INF-γ 생성이 증가되는 결과(Fig. 4)는 

신령버섯을 경구투여 한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의 증

식과 사이토카인 분비에 변화가 없는 결과(Fig. 1 & 3)와는 

달랐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동물

실험에서 투여 용량이나 투여 기간을 조절하여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령버섯의 대식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신령버섯이 면역과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대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령버섯을 

농도별(0~500 μg/mL)로 처리하였다. 신령버섯 50 μg/mL

에서 control에 비해 RAW 264.7 cell의 증식이 약 1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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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Effect of Agaricus blazei Murill on RAW 264.7 cell prolifer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ABM for 48 
h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LPS. The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with MTT assay. Data are mean±SD (n=3).

A B

Fig. 6. Effect of Agaricus blazei Murill on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ABM 
for 48 h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LPS.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ction. Data are mean±SD (n=3), an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compared to control.

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5). 

대식세포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 NO, prostaglandin을 생성하여 

생체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NO는 혈압을 조절하고 면

역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미생물을 죽이며 근

육활동을 조절하는 등 생체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PS 

자극에 의해 염증반응이 시작되면 iNOS가 발현되고 과량의 

NO가 생성된다(30,39). 신령버섯을 농도별(0~500 μg/mL)

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한 경우 200, 500 μg/mL에서 

18.2±4.4, 32.2±7.1 μM의 NO가 생성되었으며 control의 

7.7±4.6 μM에 비해 2.4배, 4.2배 증가되었다(Fig. 6). 그러

나 신령버섯은 LPS에 의해 유발된 과다한 NO 생성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신령버섯의 단독 처리는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증가시켜 면역력 증강에 기여하지

만, LPS에 의해 과량 생성되는 NO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신령버섯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모델에서 면역기관의 무게와 세포증식, 자연살

해세포 활성, 사이토카인 분비능을 측정하고 대식세포 증식

과 활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BALB/c 마우스에 저(4 

mg/kg), 중(20 mg/kg), 고(100 mg/kg) 농도의 신령버섯을 

21일간 경구로 투여하였다. 마우스를 희생하여 체중 및 면

역장기 무게, 비장세포의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성,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신령버섯은 마우스의 

체중, 간, 비장, 흉선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비장

세포의 증식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또한 비장세포의 IL- 

4과 IL-12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마우스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정상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

세포에 신령버섯을 처리한 in vitro 실험에서는 신령버섯 

5~100 μg/mL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비장세포의 증식과 

IFN-γ 생성을 증가시켰다. 신령버섯은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의 증식을 100 μg/mL 농도까지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시켰으며, 대식세포에 의한 NO의 생성을 농도 의존

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령버섯을 

마우스에 3주간 투여하면 동물의 체중, 면역장기의 무게와 

면역세포의 증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연살해세포

의 활성을 70% 가량 증가시키며 IL-4와 IL-12의 생성을 

억제한다. 정상 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에 신령버섯을 

처리하면 세포증식과 IFN-γ 분비가 증가되고,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의 증식과 NO 생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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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버섯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죽이는 자

연살해세포와 대식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면역반응 조절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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