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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noderma lucidum, an oriental polypore fungus and medicinal mushroom, has a long 
history of use for promoting health and longevity in Korea,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is study was aimed at determining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mechanism of action 
of Ganoderma lucidum in murine macrophage RAW 264.7 cells. Ganoderma lucidum was 
extracted with ethanol and freeze-dri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 (nitrite production) of 
Ganoderma lucidum extracts was tested using a nitric oxide (NO) colorimetric assay. Semi-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was performed 
to quantify the mRNA expression of cytokines including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1β, and IL-6. Western blotting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expression 
levels of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such a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p65, and phosphorylated NF-κB 
p65. The NO colorimetric assay showed that NO production increased with the treatment of 
lipopolysaccharide in (LPS)-activated RAW 264.7 macrophages and decreased with the co-
treatment of Ganoderma lucidum extracts and LPS. Ganoderma lucidum extracts repressed 
the mRNA expressions of cytokines, which were increased after the LPS treatment. In addition, 
Ganoderma lucidum extracts inhibited the LPS-induced expression of iNOS and COX-2 and 
the LPS-induced phosphorylation of NF-κB p6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anoderma 
lucidum extracts exert an anti-inflammatory activity by inhibiting NF-κB related proteins and 
cytok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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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영지버섯은 약리 효과가 뛰어나 아시아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항암, 고혈압, 당뇨, 뇌

졸중 및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Cho et al., 2015), 항염증 활성 또한 밝혀져서 연구되
어 왔다(Song et al., 2004). 영지버섯의 주요 항염증 활성 물질에 대해서도 보고되었지만 활성 기전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Dudhgaonkar et al., 2009). 염증 반응은 병원체의 감염, 화학적 또는 물리적 조직 손상 등에 대한 생체조직
의 방어 반응 중 하나이지만(Lee and Cho, 2015; Namkoong et al., 2015; Jang et al., 2016), 염증 반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신
경퇴행질환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 또는 피부 괴사, 암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Simons et al., 1996; Guslandi, 1998; Wang et 

al., 2007). 염증은 다양한 염증 매개 인자들이 대식세포에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대식세포는 단핵세포의 

형태로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Jang et al., 2016). 그람 음성 박테리아 외벽에 존재하는 

lipopolysaccharide (LPS)의 자극으로 대식세포의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인 nuclear factor kappa 

B (NF-κB)에 의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1β 및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되
고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다른 세포에 전달되면 그 세포에서는 다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은 증폭된다
(Kang et al., 2015; Son et al., 2018a; Son et al., 2018b). 스트레스, 흡연, 바이러스, 염증 반응, 종양 및 제 1형 당뇨병 등 여러 가
지 질병들은 NF-κB 신호 전달 경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NF-κB 경로는 면역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amatha 

and Shanmuga, 2016). NF-κB는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inhibitory kappa B-α (IκB-α)와 결합하여 세포원형질에 있다
가 자극을 받으면 IκB-α가 프로테아좀 (proteasome)에 의해 분해가 되고 따라서 NF-κB는 세포질에서 핵 안으로 이동하
여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cyclooxygenase-2 (COX-2)와 같은 효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염증성 유전자의 

전사인자로 활동하여 염증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Feng et al., 1999; Ja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지버섯 추출
물의 항염증 활성 기전을 밝히기 위해 대식세포주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식세포주 RAW 264.7에서 영지버섯
의 NO 저해 활성을 분석하였으며, 염증 관련 인자의 발현 변화도 분석하였다. 특히 영지버섯이 염증 기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NF-κB의 서브유닛(subunit)인 p65 단백질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영지버섯의 항염
증 활성을 설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Materials and Methods

버섯 추출물 제조

실험에 사용된 영지버섯은 영천영농조합에서 구입하였다. 버섯 추출물은 70% 에탄올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3반복으
로 추출 및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고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Aldrich, St. Louis, 

USA)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주 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주(mouse leukaemic monocyte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은 한국 세포주 은
행(KCLB,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Logan, USA)과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s-modified Eagle’s medium (DMEM, high glucose; HyClone, Logan, 

USA) 배양액으로 배양하였으며, 37℃, 5% CO2 조건 (MCO-2OAIC, Sanyo, Moriguchi, Osaka, Japan)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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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생존율 측정

배양된 세포는 96 well culture plate에 5000 cells/well을 분주 후, 1일 동안 37℃, 5% CO2 공기 조건하에서 24시간 배양하
였다. 1 μg/mL LPS (Sigma-Aldrich, St. Louis, USA) 를 세포에 4시간 처리 후, 100 μg/mL와 200 μg/mL의 최종농도가 되도록 

버섯 추출물 시료 및 음성 대조군으로서 DMSO를 18시간 처리하였다. 그 후 세포에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mega, WI, Madison, USA) 시약을 20 μL씩 각 well에 처리하고 3시간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NO) 저해 활성 측정

배양된 세포는 96 well culture plate에 5000 cells/well을 분주 후, 1일 동안 37℃, 5% CO2 공기 조건하에서 24시간 배양
하였다. 1 μg/mL LPS를 세포에 4시간 처리 후, 100 μg/mL와 200 μg/mL의 최종농도가 되도록 버섯 추출물 시료 및 음성 

대조군으로서 DMSO를 18시간 처리하였다. 각각의 well에서 100 μL씩의 배지를 회수하여 griess reagent (Promega, WI, 

Madison, USA) 100 μL와 혼합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 후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
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emi-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마우스 대식세포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1 μg/mL LPS를 4시간 전 처리하고 추출물 시료를 18시간 처
리하여 배양한 세포로부터 Trizol reagent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RNA 1 μg을 역전사 kit (Fermentas, Hanover, 

USA)를 이용하여 cDNA를 제조한 다음, 동량의 cDNA를 PCR로 증폭시켰다. 유전자 증폭을 위한 primer sequences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단백질 발현 분석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의 염증 기작 관련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1 μg/mL LPS를 4

시간 전 처리하고 추출물 시료를 18시간 처리하여 배양한 세포를 RIPA cell lysis buffer (Gibco, Grand Island, NY, USA)을 이
용하여 용해시키고, 13,000 rpm으로 4℃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만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었다. 정량한 

단백질 20 μg/mL을 12% SDS-PAGE에 전기영동 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s (GE Healthcare, Chalfont St. Giles, UK)으
로 옮겨 1차 항체와 반응시킨 후 2차 항체인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rabbit 또는 anti-mouse IgG를 반응시키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detection reagents (West-Zol Plus, iNtRON,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단백질의 발현 정도
를 확인하였다.

Table 1. Primer sequences for PCR amplification.
Gene Forward primer sequence (5’→3’) Reverse primer sequence (5’→3’)
TNF-α TTGACCTCAGCGCTGAGTTG CCTGTAGCCCACGTCGTAGC
IL-6 GTACTCCAGAAGACCAGAGG TGCTGGTGACAACCACGGCC
IL-1β CAGGATGAGGACATGAGCACC CTCTGCAGACTCAAACTCCAC
GAPDH CGGAGTCAACGGATTTGGTCGTAT AGCCTTCTCCATGGTGGTGAAGAC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IL, interleukin;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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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실험결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
였으며,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마우스 대식세포주에서 영지버섯 추출물의 NO 저해 활성 측정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영지버섯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세포 생존율을 확인해 본 결과, 영지버섯 추출물 

200 μg/mL까지 추출물 용매(vehicle)만을 처리한 대조군과 세포생존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A). 이 

결과를 토대로 200 μg/mL을 추출물의 최대 처리 농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영지버섯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
기 위해 nitric oxide (NO) assay를 실시하였다.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NOS 

(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되어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and 

Jung, 2013; Lee, 2014). 실험 결과, 대식세포에서 무처리군에 비해 LPS 처리군에서 NO의 분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생성된 NO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B).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보
고된 영지 물추출물 실험 결과와 같았다 (Song et al., 2004).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에 영지버섯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 확인

LPS에 의해 활성화되는 염증 반응에 영지버섯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들
의 발현을 Semi-quantitative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로 확인하였다. RT-PCR은 RNA로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cDNA를 만들고, 만들어진 cDNA를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증폭하여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이토카인은 LPS에 의해 발현이 과하게 유도되며, 면역계의 신호전달물질로 염증 반응에 의해 분비된 사
이토카인은 iNOS와 COX-2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9). 실험 결과, 대표
적인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인 TNF-α, IL-6 그리고 IL-1β가 LPS에 의해 유의성 있게 발현이 증가하였고, 영지버섯 추출
물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러한 결과는 영지버섯 추출물이 TNF-α, IL-6 및 IL-1β

Fig. 1. Effect of Ganoderma lucidumon extract on cell viability and NO production i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 264.7 cells. (A) Cell viability was experimented using a [3-(4,5-dimethylthiazol-2-yl)-5-(3-
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 assay and (B)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the Griess reagent.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01 and **p < 0.01 vs. LPS treate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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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RNA 발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된다.

염증 관련 단백질 발현에 영지버섯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 확인

NF-κB 경로는 염증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NF-κB의 서브유닛인 p65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p65:p50 heterodimer 형
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Mamatha and Shanmuga, 2016). 본 연구에서는 영지버섯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추출물 처리에 의한 염증 관련 단백질과 NF-κB p65의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염
증 관련 단백질인 iNOS와 COX-2는 각각 염증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NO와 prostaglandin E2 (PGE2)을 생성시키는 효소들
이다. 실험 결과 LPS에 의해 iNOS와 COX-2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
로 감소하였다(Fig. 3A). 실험결과로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한 NO 분비 억제가 iNOS 발현 감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염증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전사인자 NF-κB의 서브유닛(subunit)인 p65의 발현 변화도 확인하였다.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 세포질에 존재하던 NF-κB p65 단백질이 인산화 되어 핵으로 이동하면서 COX-2나 iNOS와 같은 효
소들의 발현을 유도하여 NO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TNF-α, IL-1β 및 IL-6와 같은 염증 관련 유전자의 생성을 유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aguire et al., 2015). 실험 결과, LPS에 의해 p65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지만, 영지버섯 추출물
에 의해서는 발현량이 변하지 않았다(Fig. 3A). 하지만, p65 발현량 대비 인산화된 p65 (p-p65)의 발현량 비율을 확인해보
니,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영지버

Fig. 2. Effect of Ganoderma lucidum extract on mRNA exprssion of cytokines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A)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Ganoderma 
lucidum extract for 18 h.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6, IL-1
β, and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were determined by RT-PCR (B - D). The band 
intensity of the genes was measured by the imageJ software, normalized to GAPDH and presented as the 
means ± SD (n = 3). ***p < 0.001, **p < 0.01 and *p < 0.05 vs. LPS treate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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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추출물은 p65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NF-κB 활성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억제된 NF-κB로 인해 COX-2와 iNOS 단백질의 발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NO 분비가 억제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들의 발현이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줄어들었던 것도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2).

Conclusion
영지버섯의 항염증 활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밝혀졌지만, 활성 기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영지버섯의 항염증 활성 기전을 밝히기 위해 염증 관련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이 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영지버섯은 염증 반응에 중요한 전사인자인 NF-κB의 p65 서브유닛 단백질의 인산화
를 억제해 NF-κB가 전사인자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하위 염증 관련 인자들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지버섯의 항염증 활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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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anoderma lucidum extract on expression of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Ganoderma lucidum extract for 18 h. (A) The protein expression level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p65, p-p65, and β-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B) The relative 
band intensity results were quantified using the imageJ software. Values are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01, **p < 0.01 vs. LPS treate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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