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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effects of UV irradiation-enhanced ergocalciferol (vitamin D2) content containing 
Lentinula edodes extract on inflammation and allergic responses were investigated in vitro. The anti-in-
flammatory and anti-allergic effects of the mushroom extract were tested by estimating the cytokine 
secretions, such as TNF-α, IL-6, and IL-1β in LPS-activated macrophages (RAW 264.7), or histamine 
release in PMA and A23187-activated mast cells (RBL-2H3). Under the condition of macrophage 
activation with LPS, mushroom extract significantly reduced the secretions of pro-inflammatory cyto-
kines, TNF-α and IL-6, and their mRNA expression also matched the observation. The current mush-
room extract also significantly reduced the amount of mast cell degranulation-induced histamine secre-
tion from PMA- and A23187-treated mast cells as well as the reduced secretion of IL-4. These results 
suggest that mushroom extract, which has increased ergocalciferol content by UV irradiation, inhibits 
the expression of cytokines in inflammation and allergic reactions; therefore, it can be used effectivel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lammatory and allergic diseases.

Key words : Anti-allergy, anti-inflammation, cytokine, Lentinula edodes, vitamin D 

*Corresponding authors
Tel : +82-51-663-4891, Fax : +82-51-663-4809
E-mail : kimkmks@ks.ac.kr (Kang Min Kim)

cianni77@ks.ac.kr (Il Dae Song)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22 Vol. 32. No. 5. 368~374 DOI : https://doi.org/10.5352/JLS.2022.32.5.368

서 론

현대사회에서 환경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해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천연물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및 면역력 강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염증반응은 생체 조직의 국소적 반응으로 상처

나 감염 등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에 대하여 염증 매개인

자들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하여 부종이나 발열, 통증과 

같은 반응을 유발한다[30]. 이러한 염증 과정에서 대식세

포는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1β, IL-6
와 같은 염증 유발 매개체의 방출을 통해 염증 반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9]. 비만세포는 알

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세포로 활성화되면 hista-
mine, β-hexosaminidase, prostaglandin과 같은 화학매체를 

탈과립 과정을 통하여 세포외로 분비한다[28]. 이렇게 분

비된 histamine은 cytokine 분비를 촉진시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24]. 즉 비만세포로부터 다량 합성

되어 분비되는 histamine과 같은 화학매개물질과 염증성 

cytokine을 억제시켜 주는 것은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거

나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버섯은 전통적으로 한약재로도 이용되었고 여러 아미

노산, 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인공재배를 통해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약용 버

섯들은 항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항산화 효과, 항알레르

기 등 여러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보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18, 20, 25]. 버섯에 대한 이러한 약리효과를 규명하

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 버섯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 성분 중 비타민 

D는 생체기능 및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 D2 (ergocalci-
ferol)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콜레스테롤 소화 흡수 

억제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8, 19]. 비타

민 D는 칼슘 항상성 유지와 골격 성장에 중요하여 비타민 

D 결핍은 골연화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뼈와 칼슘 대사

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질병들로 인해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4, 15].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체내에서 생성이 되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서[23] 음식을 통해 섭

취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ergocalciferol로 알려진 비타민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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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와 cholecalciferol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D3가 있다[21]. 
여러 식품 중 특히 버섯은 비타민 D의 전구체인 ergosterol
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이는 자외선 조사를 통한 비

타민 D2 전환 함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5]. 비타민 

D2는 인체에서 25-hydroxyvitamin D로 전환되는데 이는 

활성형의 비타민 D로서 혈액을 타고 체내를 순환하면서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 조절과 뼈 형성 촉진 호르몬의 

기능을 수행한다[12, 17]. 비타민 D는 또한 림프구의 활성

화와 증식, 보조 T 림프구의 분화 등과 같은 면역반응에서 

다양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3]. 특히 여러 자가면역 질환의 동물 모델

에서 비타민 D 대사산물을 투여하였을 때 질병을 억제하

는 결과를 보이는 등 면역계에 미치는 비타민 D의 영향과 

면역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

다[2]. 
본 연구진에서는 국내에서 재배한 5종의 버섯을 미세

분말화하고 자외선 조사를 통해 비타민 D 전구체인 ergo-
sterol이 비타민 D2 로 전환되는 최적 전처리 조건 및 공정 

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표고버섯에서 비타민 D2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를 통해 확립한 최적 자외선 전처리 

조건을 통해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에서 비타민 D2를 

추출하고 이들의 항염증 효능 및 항알레르기 효능을 검토

하고자 대식세포를 이용한 항염증 활성 효과와 알레르기 

반응의 주요 세포인 비만세포주를 사용하여 histamine의 

탈과립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자외선 조사 표고버섯(Lentinula ed-
odes) 분말은 ㈜네이처텍에서 생산공정 검토과정을 거쳐 

버섯 분말의 두께를 5 mm 이하로 하고 UV-B 램프를 약 

20 cm 높이로 설치한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하면서 자외

선(UV-B)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컨베이어 벨트 

이동은 1회당 8분이 소요되며 이동 횟수는 4회까지 처리

하였다. 표고버섯 분말의 추출 및 분석에 사용된 시약과 

표준품은 시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버섯추출물 제조

자외선 조사된 버섯 분말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비

타민 D 정량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22]. 버섯 분말 1 g을 

pyrogallol-ethanol 용액 40 ml를 혼합하고 0.5 N KOH 10 
ml를 가한 후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중탕으로 60분간 

가열하여 비누화(saponification)하였다. 실온으로 냉각시

킨 후 갈색 분액깔때기로 이동시키고, 0.01% dibutyl hy-

droxy toluene이 함유된 hexane 50 ml를 가하여 추출한 후 

hexane층을 수거하고 1 N KOH 100 ml를 가하여 15초간 

진탕시켰다. Hexane층을 다시 중화가 될 때까지 세척하고 

sodium sulfate, anhydrous로 탈수시키고 감압 농축하였다. 

Ergosterol 및 ergocalciferol 분석

Ergosterol 및 ergocalciferol 분석은 Jasinghe와 Perera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13]. Supersil C18 컬럼 ODS-1 
(particle size 5 um, 4.6×250 mm)을 장착한 Dionex 3000 
HPLC system (Thermo Fisher, Sunnyvale, CA, USA)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는 10 ul를 주입하였고 이동상 용매

는 A용매 acetonitrile과 B용매 methanol을 이용하여 gra-
dient(0~5분 동안 B용매 80%, 20~30분 동안 B용매 10%)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1.8 ml/min으로 실시하고 컬럼 온도는 

30℃, 측정파장은 UV 검출기(282 nm)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세포배양 및 세포 생존율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와 rat 
basophil leukemia 세포주 RBL-2H3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구매하였고 Penicillin/strep-
tomycin 100 unit/ml과 10% FBS가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5 cell/ml의 세포

수가 되도록 분주하고 24 hr 동안 배양한 후, 표고버섯 

추출물의 농도가 0.5, 1, 2, 4 ug/ml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24 hr 동안 배양한 후, 5 mg/ml 농도의 MTT용액 넣고 1 
hr 배양한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을 

100%로 하여 상대적으로 계산하였다. 

항염증 효과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5 cell/ml이 되도

록 분주하고 24 hr 배양 후, 시료와 LPS를 처리하였다. 
LPS는 각각 1 u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으며, 각 시료는 

0.5, 1, 2 ug/ml 농도로 희석하여 세포에 처리하였다. 24 
hr 후 염증성 cytokine 측정을 위해 세포 배양액을 회수하

여 Quantikine ELISA kit (R&D SYSTEMS, USA)을 사용하

여 정량하였다. 

염증성 cytokine의 mRNA 발현 측정

RAW 264.7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5 cell/ml 로 분주

하고 24 hr 배양 후, LPS (1 ug/ml)와 표고버섯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배양하였다. 24 hr 뒤 Trizol reagent 
(Ambion, USA)를 사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DEPC treated-water로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Total 
RNA 1 ug으로 cDNA를 합성하고 cDNA 합성 후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1β, IL-6에 대한 유전자 발현은 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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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tent of ergosterol and ergocalciferol from 
Lentinula edodes extracts by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 application                         (ug/g)

UV Irradiation Ergosterol Ergocalciferol

 0 min
 8 min
16 min
24 min
32 min

8,160
3,062
7,497
9,513
8,759

5
20
42
59
68

Fig. 1. The cell viability of Lentinula edodes extracts by UV 
irradiation.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extracts for 24 hr.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and represented by 
relative absorbance compared to control.

green PCR master mix (ThermoFisher, USA), primer, 멸균

수, cDNA를 혼합하여 QuantStudio 1 Real-Time PCR (Ther-
moFisher, USA )로 측정하였다. Internal control로 18S ribo-
somal RNA (18S rRNA)를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probe들은 다음과 같다. 18S rRNA (sense primer, 5`-CCA 
TCC AAT CGG TAG TAG CG-3`; antisense primer, 5`-GTA 
ACC CGT TGA ACC CCA TT-3`), TNF-α (sense primer, 
5`-TTG ACC TCA GCG CTG AGT TG-3`; antisense primer, 
5`-CCT GTA GCC CAC GTC GTA GC-3`), IL-1β (sense 
primer, 5`-CAG GAT GAG GAC ATG AGC ACC-3`; anti-
sense primer, 5`-CTC TGC AGA CTC AAA CTC CAC-3`), 
IL-6 (sense primer, 5`-GCT GGA GTC ACA GAA GTG 
GC-3`; antisense primer, 5`-GGC ATA ACG CAC TAG GTT 
TGC CG-3`)

Histamine 분비측정

Histamine 분비량은 rat basophil 세포주를 통해 확인하

였다. RBL-2H3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5 cell/ml이 되

도록 분주하고 24 hr 배양하고 농도별 시료 처리 후 PMA 
(50 nM) 과 A23187 (1 uM)를 8 hr 처리하여 histamine을 

유리시켰다. 배양이 끝난 상층액을 96 well plate에 옮기고 

histamine ELISA kit (abcam,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Student’s t-test를 통해 유의성(p<0.05)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자외선 조사로 유도한 버섯추출의 비타민 D2 함량

비타민 D는 식물성 스테롤인 ergosterol에서 유래하는 

ergocalciferol와 동물성 스테롤인 cholesterol에서 유래하는 

cholecalciferol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ergocaciferol로 알려

진 비타민 D2는 버섯과 같은 식물성 스테롤의 자외선 조

사로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다[5, 24].
이전 연구에서 미세분말화한 버섯의 자외선(UV-B) 조

사로 5종의 버섯(새송이, 느타리, 팽이, 양송이, 표고)에서 

비타민 D 전구체(ergosterol)가 비타민 D2로 전환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특히 표고버섯의 전환율은 2.98%
로 다른 버섯 종류들보다 전환효율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

다[27]. 따라서 5종의 버섯 중 표고버섯을 선택하여 자외

선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높이기 위한 분말화 작업 후에 

UV-B 처리 조건별 버섯 분말의 비타민 D2 함량을 측정하

였고 Table 1과 같은 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버섯 분말을 

5 mm 이하 두께로 조절하고 UV-B를 1회당 8분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서 5 ug/g으로 비타민 D2가 측정되었고, 4회 

처리한 32분에서 비타민 D2 함량이 68 u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표고버섯의 비타민 

D2 전환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분말화한 후 UV 조사 시간 

32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하였다. 

버섯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UV-B 조사한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비타민 D2의 항염

증 활성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독성을 마우스 대식세

포에서 MTT assay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RAW 264.7 
세포에 자외선 조사한 버섯추출물을 0.5, 1, 2, 4 ug/ml 농
도로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 대비 세포 

생존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Fig. 1).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효능 검증에는 버섯 추출물의 농

도를 2 ug/ml 농도 범위로 설정하였다.
LPS는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 존재하며 대식세포

에 처리하면 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을 유도하게 된다[11]. 
Cytokine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면역세포의 활

성, 증식 및 분화를 조절하여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인자

이다. 그 중 TNF-α, IL-1β 및 IL-6는 대표적인 pro-inflam-
matory cytokine으로 알려져 있다[32]. TNF-α는 염증을 통

한 생체방어기구에 관여하는 cytokine으로서 주로 대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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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ushroom (Lentinula edodes) extracts by UV irradiation on TNF-α and IL-6 cytokine stimulatio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mushroom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TNF-α (A) and IL-6 production 
(B) were measured in the medium of RAW 264.7 cells by immuno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 ± S.D. with three different experiments. Level of significance was identified statistically using Student’s 
t test. *p<0.05, compared with the LPS.

포에서 생성되지만 호중구를 비롯한 림프구, NK 세포, 비
만세포 등에서도 생성이 되고 항종양활성, 항미생물활성, 
염증 반응 등에 관여한다[1]. IL-6는 림프구를 활성화시켜 

항체생산을 증가시키고 염증성 질환에서 발현이 증가된

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IL-1β는 감염이나 다른 자극에 대

한 숙주의 염증반응 매개자로서 역할을 한다[4, 10].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섯 추출물의 세포 

내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LPS를 처리한 대식세

포에서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1β 및 IL-6
의 생성 억제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TNF-α의 경

우 RAW 264.7 대식세포에서 LPS (1 ug/ml)로 염증을 유도

하였을 경우 1221±40.7 pg/ml의 TNF-α가 분비되었고 이를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섯 추출물을 0.5, 1, 2 ug/ml 농도로 

처리하면 각각 1016±51.7, 795±155.2, 245±72.6 pg/ml 로 

TNF-α 분비가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2A). 이는 LPS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각각 83%, 65%, 20%로 TNF-α분비 억제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섯 추출물의 IL-6 분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LPS에 의해 유도된 IL-6는 

504±12.2 pg/ml로 측정되었고 표고버섯 추출물을 처리하

였을 때는 약 59%로 분비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B). 같은 조건에서 IL-1β의 분비도 확인하였으나 IL-1β의 

분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

섯에서 추출한 비타민 D2가 TNF-α와 IL-6의 분비억제를 

통한 항염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포의 cytokine 분비뿐 아니라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

섯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TNF-α, IL-1β 및 IL-6의 mRNA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TNF-α, IL-1β 및 IL-6의 발현이 LPS처리 

군에서 각각 5.8배, 16.6배, 4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은 표고버섯 추출물을 1 ug/ml와 2 ug/ml 처리하였을 

때 유전자 발현정도가 TNF-α는 대조군 대비 1.8배, 1.4배
를 보였고, IL-1β는 1.18배, 1.27배를 나타냈으며, IL-6는 

1.69배, 2.84배를 보여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섯 추출물에 

의해 LPS에 의해 유도된 cytokine 발현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특히 IL-1β의 경우 LPS자극에 

대한 효과가 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이
러한 결과는 자외선 유도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비타민 

D2는 염증매개물질 발현 저해를 통한 항염증 효능이 있음

을 시사한다. 
TNF-α, IL-1β 및 IL-6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

의 대량생산은 염증, 염증질환, 패혈성 쇼크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9] 본 실험 결과와 같이 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버섯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

세포가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다양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중 비만세포는 세포 내 과립에 존재

하는 histamine, β-hexosaminidase, prostagladin 등과 같은 

화학매체를 탈과립 과정을 통하여 세포 외로 분비한다

[28].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알레르기 지표로서 histamine 
분비능력을 확인하고자 RBL-2H3 세포주를 이용하여 PMA 
(50 nM)과 A23187 (1 uM)로 자극한 후 자외선 조사한 표

고버섯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RBL-2H3 세포

에 PMA와 A23187로 자극을 하였을 경우 8.15±0.96 ng/ml
의 histamine이 측정되었고 표고버섯 추출물을 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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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mushroom (Lentinula edodes) extracts by UV irradiation on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mushroom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After 
incubation,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TNF-α (A), IL-1β (B) and IL-6 (C) were evaluated by real-time PCR. Data 
represent the mean ± S.D. with three different experiments. 

A B

Fig. 4. Effect of mushroom (Lentinula edodes) extracts by UV irradiation on histamine release and cytokine stimulation. RBL-2H3 
cells were pretreated with mushroom extract for 30 min prior to the PMA (50 nM) and A23187 (1 uM) stimulation. 
Histamine release (A) and IL-4 production (B) were measured in the medium of RBL-2H3 cells by immuno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 ± S.D. with three different experiments. Level of significance 
was identified statistically using Student’s t test. *p<0.05, compared with the PMA & A23187.

2 ug/ml 농도에서 histamine 분비가 약 59%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 
비만세포 활성화는 탈과립을 통하여 염증반응을 유발

하는 다양한 cytokine을 분배하는데 그 중 IL-4는 B-cell을 

활성화하여 immunoglobulin E (IgE) 항체를 생성하여 Th2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알레르기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26]. RBL-2H3 세포를 활성

화하여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섯 추출물을 0.5, 1, 2 ug/ml 
농도로 처리하여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IL-4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PMA와 A23187로 유도된 세포에서 분비되는 

IL-4는 161.7±6.7 pg/ml였고 표고버섯 추출물을 처리하였

을 경우 각각 125.7±11.3, 115±13.5, 91.3±16.7 pg/ml의 IL-4
가 확인되어 농도 의존적으로 IL-4분비량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RBL-2H3 세포에서 cytokine 
분비가 자외선 조사한 표고버섯 추출물에 의해 유의적으

로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항알레르기 작용에 대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버섯의 항알레르기 효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

고 있는데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 

및 가려움증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14, 
20, 3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자외선 조사를 통한 

버섯의 비타민 D2 함량을 증가시킨 표고버섯 추출물은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cytokine의 분비와 유전자 발현을 억

제시키고 비만세포에서 histamine 분비와 cytokine의 분비

를 저해함으로 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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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UV-B 조사에 따른 버섯 추출물의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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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을 자외선 조사를 통한 ergocaciferol (비타민 D2) 함량을 증진시

킨 추출물을 이용하여 염증 및 알레르기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고버섯 추출물의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효능은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RAW 264.7)와 PMA와 A23187에 의해 활성화된 비만세포

(RBL-2H3)로부터 분비 또는 발현되는 TNF-α, IL-6, IL-1β, IL-4와 같은 cytokine과 histamine 분비량을 측정하

여 관찰하였다. LPS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자외선 조사 표고버섯 추출물 처리에 의해 pro-in-
flammatory cytokine인 TNF-α와 IL-6의 분비량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

고 mRNA 발현 또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비만세포에 자외선 조사 표고버섯 추출물과 PMA, A23187을 

함께 처리한 경우 비만세포의 탈과립에 의해 분비되는 histamine의 양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IL-4의 발현양 또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비타민 D2 함량을 

증진시킨 표고버섯 추출물이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의 cytokine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염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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