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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버섯 추출물이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항산화, 

주름제거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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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hellinus igniarius Quel Extract on the Anti-inflammatory, 

Anti allergy, Anti-oxidant, Anti-wrinkle 

Woo-Sik Yun·Hyun-A Jung·Seok-Seon Roh

  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ellinus igniarius Quel extract on the 

Anti-inflammatory, Anti allergy, Anti-oxidant and Anti-wrinkle.

  Methods : To investigate in vitro anti-oxidant activity assay, ethanol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tested by 

DPPH method. In the next experiment, to investigate anti-inflammatory test, the RAW 264.7 macrophage 

cells was cultured using DMEM including the 10% FBS. 

To study anti-allergic effect, we blended cultured Human Mast Cells(HMC-1), and then observe TNF-α, IL-8 

by ELISA

  Results : Phellinus igniarius Quel extract has the effects of anti-inflammation and anti-allergy, which may 

be due to its inhibitory potential on the macrophage activation. Furthermore, Phellinus igniarius Quel extract 

has the anti-wrinkle effects through the inhibitory potential on the collagnease, elastase and gelatinase 

activities. 

  Conclusions :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Phellinus igniarius Quel extract could be applicable for 

improvement of several skin functions.

Key words : Phellinus igniarius Quel, Anti-oxidant, Anti-inflammation, Anti-allergy, Skin function.

I. 서  론

  피부는 외계와 직접 접촉하고 있으며 급격 혹은 

과격한 외계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를 완충시켜 

확고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여 몸을 보호하는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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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적인 방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부

는 세균이나 혹은 화학물질의 침투에 하여 효율

적인 방어벽일 뿐만 아니라 외계의 온도변화에 

해서도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수분조절과 표

피지질과 더불어 미생물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

기도 한다1)
.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세

균, 진균,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성 원인, 둘째, 외

상, 열, 방사능 같은 물리적 원인, 셋째, 내인성 또

는 외인성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원인, 넷째, 항

원항체 반응에 관련되는 면역학적 원인으로 크게 

별된다2)
.

  韓醫學에서 膚는 신체의 表皮이며, 奏는 肌肉의 

紋理를 말한다. 여기서 膚는 皮毛로 인체의 表部 

즉 皮膚와 汗腺 및 毛孔, 毛髮등을 말한다. 奏理는 

肌肉으로 筋肉組織 및 筋肉脂肪組織을 의미하는데 

津液이 스며나가는 곳을 奏라 하고, 紋理가 모인 

곳을 理라 하며, 筋肉과 筋肉이 연결되는 옴폭 들

어간 부위를 溪谷이라 한다. 또는 皮란 肌肉을 包

括하는 것으로 筋骨을 保護하는 것이라 하여 膚奏

는 嗇壇과 비슷하다는 인식을 하였다1)
. 또한 東醫

寶鑑․身形篇3)에서 “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라 

한 것과 같이 皮毛와 肌肉은 직접적으로 外界와 

서로 接하고 있어, 六淫으로 인한 邪氣는 개가 

皮毛를 통해서 侵入하여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皮毛의 防禦作用이 매우 중요하다1)
.

  상황은 목질진흙버섯이라고도 하며, 東醫寶鑑․湯
液篇3)에 桑木耳라는 이름으로 귀중한 약재로 기록

되어 있다. 다년생으로 뽕나무 등에 겹쳐서 나는 

목재부후균이다. 초기에는 진흙 덩어리가 뭉쳐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 자란 후에는 나무 그루터기에 

혓바닥을 내민 모습이어서 樹舌이라 하고 주로 항

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임상적인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 

  상황에 한 최근 연구로 李5)는 발아현미상황버

섯의 피부면역질환에 한 영향, 金6)은 상황버섯

(Phellinus baumi)추출물의 항산화 작용과 자유라

디칼의 소거효과, 孟7)은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子實體 分泌物의 免疫活性 및 抗癌效果, 

안8)은 인체 간암세포와 흰쥐의 간에서 염증관련단

백질 발현에 미치는 상황버섯균사체발효주의 효과, 

천9)은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의 화장품약리 

활성검증과 slow release microcapsule의 한방화장

품 응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에 저자는 상

황버섯 추출물의 피부와 관련된 생리활성 연구를 

하여 상황버섯의  ethanol 추출물 , 열수 전탕 추

출물, 분획물이 항염증 및 알레르기 및 주름제거 

등에 효과가 있어서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  험

1. 재료

1) Ethanol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된 상황버섯은 동우물산( 전)에서 

구입한 한국산을 사용하였다. 상황버섯 1근의 분량

을 한약재 분쇄기를 이용해 100-200메쉬 크기로 분

쇄시킨 후 ethanol을 1:5 weight/volume로 가하여 

5일간 냉침하여 추출하였다. 추출한 약재는 

Whatman filter paper No. 4를 사용해 고형분을 

제거한 후,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해 감압 농축시

켜 사용하였다.

2) 열수 전탕 추출물

  약탕기( 웅, 한국)에 상황버섯 100g에 물 1ℓ을 

가하여 3시간 가열하여 약 250㎖의 열수 전탕 추출

물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3) 상황버섯 분획물 제조

  상황버섯을 ethanol(1:5 weight/volume)에 5일간 

냉침하여 추출하고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해 감

압 농축시켜 ethanol 추출물 27g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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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추출물을 상으로 용매분획을 실시하여 

hexane 분획물 3.8g, chloroform 분획물  6.1g, 

butanol 분획물 7.7g 및 water 물획물 4.3g을 얻었

다. 이중 butanol 분획물 1g을 상으로 ODS flash 

column를 활용한 chromatography 분획을 재 실시

하여 0% methanol 분획물 98㎎, 25% methanol 

분획물 45㎎, 50% methanol 분획물 157㎎, 75% 

methanol 분획물 502㎎, 100% methanol 분획물 

163㎎ 등 2차 분획물을 얻었다. 

2. 방법

1) 항염증 평가

  ① Nitric oxide(NO) 형성 억제력 평가

    RAW264.7 세포주 (ATCC CRL-2278)를 이

용한 GRIESS 법으로 NO 형성억제력 실험을 

실시하였다. 10% fetal bovine serum (이하 

FBS)가 첨가된 DMEM으로 전 배양한 

RAW264.7 cell을 96 well plate에 1 × 10
5 

cells/㎖의 농도로 seeding하여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

거하고 혈청이 첨가되지 않은 DMEM으로 세

포배양액을 교체한 후, 배지에 희석한 실험물

질을 가해 15분간 처리하였다. 

Lipopolysaccharide를 0.5㎍/㎖의 농도로 가

하여 16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100㎕씩 

취해 96 well plate에 옮기고, GRIESS 

reagent를 100㎕씩 가해 상온에서 15분간 반

응시켜 ELISA reader로 540nm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10,11)
.

  ② Cyclooxygenase II(COX-2) 활성 억제력 평가 

     10% FBS가 첨가된 DMEM으로 전 배양한 

RAW264.7 cell을 24 well plate에 1 × 10
5 

cells/㎖의 농도로 24 well plate에 seeding

하여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혈청이 배제된 

DMEM를 가하여 12시간 starvation 시킨 

후, FBS가 첨가되지 않은 DMEM에 희석한 

실험물질을 가해 20분간 전처리하고. 

lipopolysaccharide를 가하여 16시간 배양하

였다. 실험결과는 상층액을 취해 ELISA Kit 

(Amersham, USA)를 이용한 prostaglandin 

E2를 정량법으로 측정하였다12)
. 

  ③ TNF-α와 IL-6 유전자 발현 평가

     Monolayer를 형성한 RAW264.7 세포를 배

양용기에서 떼어내어 1 × 10
5 

cells/㎖의 농

도로 희석시킨 후 6well dish에 넣어 90%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 배양하였다. 혈청이 

첨가되지 않은 DMEM으로 세포배양액을 교

체하고 ethanol로 희석한 실험물질을 가하여 

16시간동안 처리한 후, 아래의 방법으로 세

포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여 RT-PCR를 

수행하였다. 이때 조군으로는 ethanol을 

사용하였다.

    ⓐ Total RNA 분리

      세포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는 과정은 

guanidinium thiocyanate - phenol 

chloroform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M-4). 

즉 시료를 처리한 배지를 제거한 후  PBS

로 1회 세척하고, Easy blue(Intron, 한국) 

1㎖을 가하여 세포를 용해시킨 후, 

micropipet으로 잘 섞고 eppendrof tube

로 옮겼다. Chloroform 200㎕을 가하여 1

분간 세차게 흔든 후 4℃에서 15분간 방치

하고 원심분리(14,000rpm, 15분, 4℃)하고, 

상층액 400ul를 취하여 새로운 eppendorf 

tube에 옮겼다. Isopropanol을 동량을 가

하여 -20℃에서 1시간 방치시킨 후 원심분

리(13,000rpm, 25분, 4℃)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물을 cold 80% ethanol로 1

회 세척한 후, DEPC처리된 이온교환수 30

㎕을 가하여 녹였다. 이중 일부를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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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quence

IL-6
Sense 5'-atg aag ttc ctc tct gca ag  -3'

Anti-sense 5'-cac tag gtt tgc cga gta ga -3'

TNF-α
Sense 5'-cgg act ccg caa agt cta ag -3'

Anti-sense 5'-acg gca tgg atc tca aag ac -3'

G3PDH
Sense 5'- acc aca gtc cat gcc atc ac-3'

Anti-sense 5'- tcc acc acc ctg ttg ctg ta  -3'

spectrophotometer로 260과 2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해 total RNA를 정량하였다.

    ⓑ RT-PCR

      분리한 total RNA 4㎍를 eppendrof tube

에 넣고 random hexamer (10pmol/20㎕)

를 첨가하여 65℃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얼음물에 넣어 RNA의 이차구조를 풀어주

었다. 여기에 반응액 (1 × buffer, 100uM 

dNTPs, 200unit RTase)을 가하여 37℃에

서 1시간 반응시킨 후, 65℃에서 10분간 

처리하여 reverse transcription 반응을 종

료시켰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상기한 RT 반응액을 PCR tube에 가하여 

PCR machine에서 94℃/30초, 58℃/1분, 

72℃/1분의 조건으로 각각 24회 증폭하였

다. 본 실험에 사용된  primer들의 염기서

열은 Table 1와 같다. RT-PCR 결과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UV 

illuminator 위에서 polaroid camera를 이

용해 사진 촬영하였다. 

  ④ TNF-α, IL-6 생성량 측정 (ELISA)    

    10% FBS가 첨가된 DMEM으로 전 배양한 

RAW264.7 cell을 24 well plate에 1 × 10
5 

cells/㎖의 농도로 24 well plate에 seeding하

여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배지를 제거하고 혈청이 배제된 DMEM를

Table 1. Nucleotide Sequence of the Primers

가하여 12시간 starvation 시킨 후, FBS가 첨가되

지 않은 DMEM에 희석한 실험물질을 가해 20분

간 전처리하고. lipopolysaccharide를 가하여 16시

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취해 ELISA Kit 

(Biosource, USA)를 이용해 TNF-α와 IL-6을 정

량하였다13,14)
. 

2) 항알레르기 평가 

  ① TNF-α 생성 억제 (ELISA)

    10% FBS가 첨가된 IMDM으로 전 배양한 

human mast cell line인 HMC-1을 24well 

plate에 1 × 10
5 

cells/㎖의 농도로 seeding하

여 5% CO2 incubator에서 16시간 배양하고, 

배지를 제거하고 혈청이 배제된 IMEM으로 

12시간 전 처리한 후 배지에 희석한 실험물

질을 15분간 처리 하였다. PMA(50nM)와 

A23187(250nM)를 가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취해 ELISA Kit (Biosource, USA)

를 이용해 TNF-α를 정량하였다15)
. 

  ② TNF-α, IL-5 유전자 발현 평가

     Monolayer를 형성한 HMC-1 세포를 배양용

기에서 떼어내고, 1 × 10
5 

cells/㎖의 농도로 

희석시킨 후 6 well dish에 넣어 90% 정도

까지 성장할 때까지 배양하였다. 세포배양 

배지를 혈청이 첨가되지 않은 IMDM으로 세

포배양액을 교체하고, ethanol로 희석한 실

험물질을 가하여 16시간동안 처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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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cleotide Sequence of the Primers

Primer Sequence

IL-5
Sense 5'-gaag acc ttg gca ctg ctt tc-3'

Anti-sense 5'-atc ttt ggc tgc aac aaa cc-3'

TNF-α
Sense 5'-aca ggc ttg tca ctc ggg gt-3'

Anti-sense 5'-tct tcc tct cac ata ctg ac -3'

     때 조군으로는 ethanol을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primer들의 염기서열은 

Table 2와 같다. 

3) 항알레르기 동물실험

  ① compound 48/80-induced vascular 

permeability (Evans blue)

    실험동물(Sprague-Dawley rat, 이하 SD-rat, 

체중 약 200g, 샘타코[한국])을 실험실에서 

22±2℃, 12시간의 명암 주기에서 고형사료

(삼양사료,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일

주일간 순화배양하며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상황버섯 열수 전탕  

추출물을 phosphate bufferd saline(이하 PBS)

로 0.25g/㎏의 농도로 희석하여 3일간 경구투

여 하였다. 이때 조군으로는 PBS를 사용하

였다. 피부투여는 SD rat의 등쪽 피부를 실

험 시작개시 2-3시간 전에 clipper로 제모한 

후 실험물질과 용매를 50㎕씩 투여하였다. 이

때 실험물질은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을 

0.1% compound 48/80 용액과 1:1로 혼합한 

액(250㎍/㎏)을 이용하였고, 조군은 0.1% 

compound 48/80를 사용하였다. 피내투여는 

재연성 확인 등을 위해 4곳에 주사하였으며, 

피내투여 후 즉시 꼬리정맥에 0.1% evans 

blue(Sigma, USA)를 0.5㎖ 주사하였다. 주사 

후 2시간 후에 ethyl ether로 질식 치사시킨 

다음 투여부위로 evans blue 가 삼출된 정도

를 육안 판정 후 사진 촬영하였다16)
. 

  ② NC/Nga mouse 실험 

    실험동물(NC/Nga mouse, 수컷, 7주령, 중앙

실험동물[한국])을 실험실에서 22±2℃, 12시

간의 명암 주기에서 고형사료(삼양사료, 한국)

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일주일간 순화배양

하며 건강한 것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을 1-chloro-2,4-dinitrochlorobenzene 

(이하 DNCB, Sigma, USA)을 DNCB만을 

투여하는 조군과 그리고 DNCB와 상황버

섯추출물을 투여하는 실험군으로 분리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NC/Nga mouse의 등 부

위를 animal clipper를 이용해 제모하고 1% 

DNCB로 1차 induction 한 후, 0.2% DNCB

를 4주간(3회/1주) 200㎕씩 challenging 하여 인

위적으로 아토피 증상을 유발하였다. 실험군

의 경우 열수 전탕한 상황버섯 추출물을 생

리식염수에 희석해 2주에서 4주까지 2주간동

안 경구투여(250㎎/㎏, 3회/1주)와 에탄올로 

추출한 상황버섯 추출물을 피부투여(250㎎/

㎏)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때 조군으로는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였다. 실험 종료 후 혈

중 IgE 수준은 Mouse IgE ELISA kit 

(SHIBAYAGI,일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피부조직은 H&E 염색을 실시하여 관찰

하였다17,18)
. 

4) 주름 활성 억제 평가  

  ① Collagenase 활성억제 평가

    Collagenase 활성억제력은 EnzCheck Gelat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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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ase assay kit (invitrogen, 미국)를 

사용하였으며, substrate로는 DQ
TM 

collagen, 

type 1 from bovine skin, flourescein 

conjugate을 이용하였다. 즉 96well plate에 

reaction buffer를 150㎕, 시료 20㎕, 

collagenase(10u/㎖) 20㎕, 그리고  collagen 

type 1 (100ug/ml) 10㎕을 가하여 잘 섞어

준 후, 37°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실험결

과는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를 활용

해 495/515nm에서 측정하였으며, 양성 조

군으로는 1,10-phenanthroline,monohydrate

을 사용하였다19)
.

  ② Elastase 활성억제 평가

    Elastase 활성억제력은 EnzCheck Elastase 

assay kit (invitrogen, 미국)를 사용하였으며, 

substrate로는 DQ
TM 

elastin, from bovine 

neck ligament, flourescein conjugate을  이

용하였다. 즉, 96well plate에 reaction 

buffer를 110㎕, 시료 20㎕, elastase (1u/㎖) 

50㎕, 그리고 elastin (100㎍/㎖) 30㎕을 가하

여 잘 섞어준 후,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키

고,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를 활용해 

505/515㎚에서 실험 결과를 측정하였다. 이때 

양성 조군으로는 N-Methoxysuccinyl-Ala-Ala- 

Pto-Val-chloromethylketone을 사용하였다20)
.

5) 항산화 평가

  무수에탄올로 희석한 실험물질 50㎕에 ethanol

로 녹인 4 × 10
-4 

M 1,1-diphenyl-2-picryl- 

hyrazyl(DPPH) solution 450㎕를 가한 후, 518㎚

에서 10분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1)
. 

6) 세포독성 평가 

  Human fibroblast cell을 이용해 MTT법으로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성장배지로 전 배양한 세

포를 96 well plate에 1 × 10
5 

cells/㎖의 농도로 

seeding하고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

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FBS가 첨가되지 않은 배

지에 희석한 시료를 첨가하고 24시간 배양시킨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용액을 1㎍/㎖의 농도로 가

하여 37℃에서 3시간 반응시켰다. 미 반응된 MTT

를 제거하고 DMSO 100㎕를 가해 형성된 반응물

을 용해시키고, ELISA reader로 540㎚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해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22)
. 

7)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실험 결과의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p<0.05인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성  적

1. 세포독성 

  상황버섯 에탄올, 열수 전탕 추출물을 비롯한 

모든 분획물은 실험농도에서 세포독성이 거의 없

었다(Fig. 1).

Fig. 1. Cytotoxicity of samples on RAW264.7 cells 
at 50㎍/㎖ determined by MTT assay.

2. 항염증 효과

1) NO 형성억제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형성을 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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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 에서 각각 92%, 67%, 40% 억제시켰다

(Fig. 2).

Fig. 2. Effects of Ethanol Extracts of Phellinus 
linteus on Nitric Oxide Synthesis in 
RAW264.7 Cells.

* : P < 0.05

  상황버섯의 항염 효능 성분 분석을 위해 상황버

섯 에탄올추출물을 hexane, chloroform, butanol 

및 water 층으로 분획하여 각 분획물의 항염 효능

을 평가한 결과, chloroform 분획물과 butanol 분

획물이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형성을 강력하게 억제시켰다(Fig. 3).

Fig. 3. Effects of solvent partitions of Phellinus 
linteus on nitric oxide synthesis in 
RAW264.7 cells.

* : P < 0.05

  Butanol 분획물을 상으로 ODS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획득한 분획물을 

상으로 항염 억제 효과를 평가한 결과 75% 

methanol 분획물이 가장 강력하고 농도 의존적으

로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

형성을 강력하게 억제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4).

Fig. 4. Effects of fractions of butanol partition of 
Phellinus linteus on nitric oxide synthesis in 
RAW264.7 cells.

*: P < 0.05

2) COX-2 활성 억제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hexane, chloroform, 

butanol 및 water 층으로 분획하고, 그 항염 억제 

효능을 평가한 결과, chloroform 분획물과 

butanol 분획물이 가장 우수하였다(Fig. 5).

Fig. 5. Effects of solvent partitions of Phellinus 
linteus on COX-2 activity in RAW264.7 
cells.

  전 실험에서 선정된 butanol 분획물을 상으로 

ODS flash column를 활용한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획득한 2차 분획물을 상으로 COX-2 

활성 억제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분획물에서 우수

한 효능을 보였다(Table. 3,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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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Fractions of Butanol Partition of Phellinus linteus on COX-2 Activity in RAW264.7 
Cells

Samples Prostaglandin E2 (pg/ml) Inhibition (%)

Control1) 4.1 -

LPS(0.5㎍/㎖)2) 53.5 -

0%MeOH 
50 ㎍/㎖ 5.0 97.9%

10 ㎍/㎖ 9.7 88.4%

25%MeOH 
50 ㎍/㎖ 8.8 90.2%

10 ㎍/㎖ 17.0 73.5%

50%MeOH 
50 ㎍/㎖ 9.7 88.3%

10 ㎍/㎖ 13.5 80.7%

75%MeOH 
50 ㎍/㎖ 8.1 91.6%

10 ㎍/㎖ 11.4 84.8%

100%MeOH 
50 ㎍/㎖ 4.5 99.1%

10 ㎍/㎖ 6.4 95.1%

Fig. 6. Effects of solvent partitions of Phellinus 
linteus on COX-2 activity in RAW264.7 
cells. 

3) TNF-α 와 IL-6에 미치는 영향 

  ① 상황버섯 추출물이 TNF-α와 IL-6 생성에 

미치는 영향 (ELISA)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50㎍/㎖에서 RAW 

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발현이 

증가되는 TNF-α와 IL-6 생성을 각각 

83.1%와 83.4% 억제시켰다(Fig. 7).

Fig. 7. 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r on the cytokine production in 
RAW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② 상황버섯 분획물이 TNF-α와 IL-6 분비억제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로부터 분리한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획하여 

획득한 물질들이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 와 IL-6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한 결과, TNF-α의 경우 75% 

MeOH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IL-6의 경우 부분의 분획물이 우수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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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8).

  

Fig. 8. Effects of fractions of butanol partition of 
Phellinus linteusr on the cytokine 
production in RAW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3. 항알레르기 효과

1) 알레르기 Cytokine 분비 억제

  ① TNF-α 분비량 억제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HMC(Human Mast 

Cell)-1 이 A23187과 PMA에 의해 활성화되

어 생성이 증가되는 알레르기 매개인자인 

TNF-α의 생성을 10㎍/㎖에서 25% 억제시

켰다(Fig. 9).

  ② 상황버섯 분획물의 TNF-α와 IL-5의 유전자 

발현 억제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을 hexane, chloroform, 

butanol 및 water 층으로 분획하고, 각 분획

물이 HMC-1 cell에서 A23187과 PMA에 의

해 유도되는 TNF-α 와 IL-5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IL-5 유전자의 

경우 butanol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

였고 chloroform과 water 분획물과 양호한 

효능을 보였으며, TNF-α는 chloroform 분

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butanol 분

획물의 효능도 양호하였다(Fig. 10).

Fig. 9. 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r on PMA and A23187-induced TNF-
α production in the human leukemia mast 
cells.

Fig. 10. Effects of solvent partitions of Phellinus 
linteus on the mRNA levels of cytokines in 
the human leukemia mast cells.  HF, 
hexane partition; CF, chloroform   partition; 
BF, butanol partition; WF, water partition.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획하여 획득

한 물질들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IL-5의 경우 

25%, 50, 75%, 100% MeOH 분획물 모두에서 강

력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TNF-α의 

경우에는 100% MeOH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75% MeOH층도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3권 제1호(2010년 4월)

84

Fig. 12. Vascular permeability documented by Evans blue extravasation. (A), control group; (B), Phellinus 
linteus treated group.

가되었다(Fig. 11).

Fig. 11. Effects of fractions of butanol partition of 
Phellinus linteus on the mRNA levels of 
cytokines in the  human leukemia mast 
cells. B1, 0% MeOH fraction; B2, 25% 
MeOH  fraction; B3, 50% MeOH fraction; 
B4, 75% MeOH fraction; B5, 100% MeOH 
fraction.

2) Animal Test

  ① compound 48/80-induced vascular 

permeability (Evans blue)

    상황버섯 열수 전탕 추출물이 compound 

48/80에 의해 유발되는 수동 피부알레르기 

반응인 vascular permeability에 미치는 효과

를 평가한 결과 상황버섯추출물은 우수한 

vascular permeability 억제효과를 보였다

(Fig. 12).

  ② Nc/Nga mouse 실험

    ⓐ 육안 평가

       Nc/Nga mouse에 2주간 DNCB만 처리한 

결과 모든 실험동물이 육안관찰에서 피부

       손상이 관찰되었다. 계속된 2주간의 실험

에서 DNCB만을 투여한 조군의 경우 4

주 후에는 심한 피부손상과 홍반, 짓무름 

및 피부건조 등이 관찰된 반면, DNCB와 

상황버섯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조군보다 현격하게 미약한 피부 손상이 관

찰되었다(Fig. 13).

    ⓑ 조직학적 평가

      실험종료 후 실험부위의 피부를 박리한 후 

H&E 염색법으로 피부조직을 관찰한 결과, 

DNCB를 투여한 양성 조군의 경우 표피

층의 두께가 증가되는 등 현저한 피부손상

을 보인 반면, DNCB와 상황버섯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실험군(C)에서는 normal 

group(C)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DNCB만을 추여한 조군(B) 보다 현격하

게 피부 병리현상이 감소되었음을 관찰되

었다(Fig. 14).

    ⓒ 혈중 IgE 평가 

      혈청 중에 함유된 IgE 함량을 분석한 결과 

DNCB와 상황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과  

DNCB투여군의 혈중 IgE 농도가 각각 

42.5 pg/㎖과 34.7 pg/㎖으로, DNCB와 

상황버섯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IgE 농

도가 DNCB만을 투여한 실험군보다 18% 

낮았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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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ross appearance of NC/Nga mice skin on 
the passage of time. (A-0) and (B-0),
before treatment; (A-1) and (B-1),
repeatedly DNCB treated group  at week 
2; (A-2), repeatedly DNCB treated group 
at week 4; (B-2), repeatedly DNCB and 
Phellinus linteus treated group at week 4.

Fig. 14. Histopathologic images of NC/Nga mice 
skin. (A), control group; (B), treated DNCB 
treated group; (C) DNCB & Phellinus 
linteus treated group.

Fig. 15. Total serum IgE levels in NC/Nga mice 
treated DNCB treated group and DNCB & 
Phellinus linteus treated group.

4. 주름 활성 억제 효능

1) Collagenase 활성억제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collagenase 활성억제

력이 없었다. 또한 butanol 분획물중에는 75% 

MeOH 분획물이 100㎍/㎖과 50㎍/㎖에서 각각 

61%와 45%의 collagenase 활성억제력을 보였고 

나머지 분획물에서는 collagenase 활성억제력이 없

었다(Fig. 16).

Fig. 16. Effects of the fractions of butano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 on collagenase 
activity.

2) Elastase 활성억제

  상황버섯 ethanol추출물은 elastase 활성억제력

이 없었다. 또한 상황버섯 EtOH 추출물로부터 분

리한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획하여 

획득한 물질들 중에는 75% MeOH 분획물이 100

㎍/㎖과 50㎍/㎖에서 각각 78%와 56%의 elastase 

활성 억제력을 보였다.(Fig. 17).

Fig. 17. Effects of the fractions of butano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 on elast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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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산화 효과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50㎍/㎖에서 77.9%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으며, 분획물 

중에는 75% MeOH 분획물이 50㎍/㎖과 10㎍/㎖에

서 각각 89%와 72%의 항산화 효능을 보이는 등 

부분의 분획물이 우수한 항산화력을 보였다(Fig. 

18).

Fig. 18.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amples of 
Phellinus linteus determined by DPPH 
assay. 

Ⅳ. 고  찰

  桑黃은 학명은 Phellinus igniarius (L. ex Fr.) 

Quel, 라틴명은 Phellini Polyporus로 일반적인 명

칭은 말똥진흙버섯이고 과명으로 소나무비늘버섯과

(Hymenochaetaceae)에 속하고 주된 약용부위 자

실체이다. 氣味는 微苦, 寒하고 歸經은 肝, 腎이고 

주된 效能은 止瀉, 止血, 化飮, 和血作用 등이 있

다. 생약적인 성분으로는 agaric acid, 脂肪酸, 

amino acids, polysaccharide 등이 있고 약리는 

항종양, 면역증강, 혈청, 보체 활성, 건위, 해독, 

정장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 또 

agaric acid, veratic acid, m-hemipinic acid, 

aspertic acid, ergosterol, glycine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출혈성 질환에 

지혈작용으로 활용되고 소화기능도 상승시키며 

agaric acid는 땀샘 분비 억제작용으로 다한증에도 

유효하다 하였다4)
. 東醫寶鑑에서는 固齒, 不飢, 安

胎, 益氣, 益血, 堅筋骨, 固衝任, 散風熱, 宣腸胃, 

利五臟, 長鬚髮, 下乳汁 등의 效能으로 血崩, 血淋, 

帶下, 經閉, 癥瘕積聚, 癖飮, 脾虛泄瀉, 脫肛瀉血 

등에 주로 활용하였다3)
. 韓醫學에서 瘡瘍은 감염성 

질환으로 염증의 범주에 속한다1)
. 瘡瘍의 原因으로 

陳24)은 “外因은 六淫으로 經絡에서 나타나 臟腑로 

전해지고, 內因은 七情鬱結과 臟腑가 손상되어 肢

體로 나타나고, 不內外因은 飮食飢飽, 呼吸傷氣, 虎

狼毒蟲, 金瘡 등으로, 이러한 三因에 의해 발생한

다”고 하였다. 또한《黃帝內經․靈樞》25)에서는 “運

氣學的으로 歲木不及으로 炎暑 流火할 때 歲水不及

으로 司天에 熱氣가 不臨할 때 發生되며 또는 寒

邪가 經絡 내에 侵犯하면 血泣이 되고 血脈이 不

通되면 衛氣가 循環하지 않으므로 腫이 발생하고 

寒氣가 熱로 변하여 熱이 많으면 肉이 腐蝕되어 

膿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華陀26)는 “榮衛壅塞으로 

발병하거나 五臟六腑의 蓄毒이 원인이 된다”고 하

였으며, 王27)
 등은 “虛邪가 犯하거나 榮衛가 경락

에 停留되거나 喜怒가 不竅하거나 飮食不節, 五臟

六腑不和, 九竅不通 등으로 발생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嚴28)은 五臟六腑의 不和와 陰陽相滯를 원인

으로 보았고, 危29)는 冷熱不調, 喜怒不常, 飮食不

節, 心火上炎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였다. 염증

(inflammation)은 전통적으로 “균의 감염, 열, 외

상, 항원항체반응 등 생체조직의 기질변화를 초래

하는 침습에 한 생체의 방어 기전”라고 정의되지

만, 최근에는 염증을 신체 국소에서 일어나는 상해

에 한 생체조직의 방어반응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각종 유해한 자극에 응답하여, 자극에 한 상

해를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생체방

어반응이 염증반응이다. 염증이라는 용어가 “불 같

은 상태”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것과 같이 염증이 

발생한 부위는 발적, 발열, 동통, 종창과 같은 징

후가 발생된다30,31)
. 수많은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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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증반응은 그 원인과 반응조직의 차이에 상관

없이 거의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이 변화는 조직 

손상 후에 일어나는 변화로서 손상에 의하여 생체

내 국소부위에 유리되는 공통적인 물질요인의 존

재를 추정케 한다. 이러한 화학적 매개체로는 활성

산소, NO, prostaglandin, 염증을 유발시키는 여

러 cytokines 등이 있다2)
.

  NO는 nitric oxide synthase(NOS)효소에 의해 

만들어지며, 체내의 염증과정에서는 과량의 NO가 

만들어져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급성 혹은 만성 

염증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S는 I형, II형, III형의 3종류가 있는데, 

이중 생체에서 항상성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I형이나 III형과 달리 II형은 inducible 

NOS(iNOS)로 cytokine이나 세균 등에서 분비되는 

LPS나 calcium ionophore에 의해 일부 세포에서 

생성되며, 생성된 iNOS는 과량의 NO를 생성해 

각종 염증질환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

산된 과량의 NO는 그 자체로도 유전자 및 단백질

에 독성을 나타내지만 활성산소의 하나인 

superoxide anion(O2-)과 반응해 맹독성을 가진 

peroxynitrite (ONOO-)를 생성하므로 더욱 강력한 

독성물질로 변화되어 암 형성과 진행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염

증의 발생억제와 치료를 위해서는 NO의 발생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32)
.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은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

는 NO형성을 50㎍/㎖, 10㎍/㎖ 및 5㎍/㎖ 에서 각

각 92%, 67%, 40% 억제시켰다.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hexane, chloroform, butanol 및 water 

층으로 분획하여 평가한 결과, chloroform, 

butanol 분획물이 형성을 강력하게 억제시켰다. 

butanol 분획물을 상으로 ODS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획득한 분획물에서는 

75% methanol 분획물이 가장 강력하고 농도 의

존적으로 NO형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Fig. 2,3,4).

  염증 반응에서의 유해자극은 직접 국소에 작용

해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부분 내인성 화학전달

물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소의 혈관이나 세포에 

전달된다. 염증반응을 주요 화학 전달 매개물질로

는 크게 즉시형 혈관투과성 항진에 관여하는 

amine류(histamine, serotonin 등)와 kinin류

(bradykinin 등), 지연형 반응에 주로 작용하는 

cytokine류와 PG과 IL류 등의 4군으로 분류된다
30)

. 면역과 염증에 관련된 여러 cytokine중 IL-1

β, IL-6 및 TNF-α는 식세포에서 생산되는 

표적인 염증성 cytokine으로 각종 염증질환의 발생

과 진행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중에서 식

세포는 각종 cytokine을 분비하여 식세포의 유

주, T 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억제, 혈관신생작용 등

을 나타내어 염증반응을 조절한다고 인식되고 있

는데, 이들 cytokine중 염증반응의 초기단계에 작

용하는 것으로는 IL-1β와 TNF-α가 가장 잘 알

려져 있다. 이들은 arachidonic acid를 유주시키

고, COX를 활성화시킴으로써 PG의 생성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 Prostaglandin은 

arachidonic acid에서 유래해 염증과 면역반응을 

비롯해 smooth muscle tone, vascular 

permeability, cellular proliferation 등에 작용하

는 intercellular, intracellular messenger이다. 

Prostaglandin은 세균의 감염에서 유래한 

lipopolysaccharide 혹은 외부 자극에 의해 세포막 

지질 성분이 phospholipase A2에 의해 생성되는 

arachidonic acid로부터 만들어진다. 즉 arachidonic 

acid는 COX-2 효소의 작용을 받아 PG를 합성하

는데, PGE2와 PGI2는 혈관 투과성 항진에 작용

을 하고, tromboxane은 백혈수 유주에 관여하는 

등 PG는 염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X는 I형과 II형의 2가지 isoform이 존재

한다. I형 효소인 COX-1은 위장관 보호, 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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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조절, 혈소판 응집 등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house keeping 

enzyme인 반면, 외부 자극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

는 II형인 COX-2는 염증과 암 등의 각종 퇴행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4),35)
.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hexane, chloroform, butanol 및 water 

층으로 분획하고, COX-2 활성 억제를 평가한 결

과, chloroform, butanol 분획물이 가장 우수하였

다. butanol 분획물을 상으로 ODS flash 

column를 활용한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획

득한 2차 분획물에서는 모든 분획물에서 우수한 

억제 효능을 보였다(Table 3, Fig. 5,6).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이 TNF-α와 IL-6 유전자 발현에 미

치는 영향은 RT-PCR에서는 50㎍/㎖에서 TNF-α

와 IL-6을 억제시켰고 ELISA에서는 50㎍/㎖에서 

TNF-α와 IL-6 생성을 각각 83.1%와 83.4% 억

제시켰다.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로부터 분리한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획하여 획득한 

물질들이 평가한 결과, TNF-α의 경우 75% 

MeOH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IL-6

의 경우 부분의 분획물이 우수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7,8). 

  알레르기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韓醫學에

서는 奶癬의 범주에 속한다. 奶癬은 母體의 濕熱

이 內蘊한 상태에서 胎兒에 遺傳되어 生後에 발생

되어서 胎癬, 胎熱이라 하였으며 또 哺乳期에 많이 

나타나서 奶癬, 奶腥瘡, 乳癬이라 하였다. 이외 발

생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병명으로 표현하였

다. 발생원인은 胎兒가 胎中에 있을 때 母親이 魚

腥肥甘 및 辛辣한 음식물을 過食하여 발행되거나 

母體의 濕熱이 內蘊한데 胎兒에 遺傳되어 생후에 

嬰兒의 稟性이 不耐하고 다시 營養 및 調理가 마

땅치 못해 濕熱이 肌膚로 外溢하여 발생한다. 濕이 

偏盛하면 脂水가 浸淫하여 濕斂을 이루고 熱이 偏

盛하면 紅斑이 퍼져 乾斂을 형성한다. 특징은 주로 

嬰兒의 頭輕, 顔面 및 全身의 肌膚에 粟疹이 일어

나 片을 만들고 痂皮가 나타나며 乾燥 및 瘙痒感

이 매우 심하고 頭面部에 脂油의 분비로 두터운 

痂皮를 형성한다1)
. 

  서양의학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습

진, 소아 습진, 굴측부 습진을 말한다. 소아습진에

서부터 소년기, 사춘기, 성인에 걸쳐서 각각의 특

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면역학적 특성

과 특이한 혈관 반응 및 병원균에 감염이 잘 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아에서는 국한성 홍반, 인설, 구

진 또는 수포성 반이나 전형적인 태선화 피부염에

까지 이르는 임상적 및 조직학적 진행과정을 보여

주는 임상 범주의 질환이다1)
.

  알레르기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의 부분은 IgE 

항체와 비만세포와 연관된 면역 기전에 의해 발생

되는데 특정 알레르겐에 한 즉시형 면역 반응보

다는 T세포 이상에 의한 지연형 면역반응이 관여

한다. 항원이 유입되면 monocyte, macrophage, B

세포 등이 항원제시세포(APC)에 의해서 적당히 처

리된 후 HMC class-2와 함께 T세포에 전달되고 

T세포가 활성화되어 많은 cytokine 인 IL-4, IL-5, 

IL-6 등을 유리시킨다. 이 cytokine은 B세포에 작

용하여 IgE 항체를 생산 및 유리시키고 IgE항체는 

비만세포를 포함한 각종의 세포표면에 있는 수용

체에 결합되어 IgE 수용체의 상호결합이 일어나고 

이어서 알레르겐이 노출되면 비만세포를 활성화시

킨다. 면역 및 염증반응을 조절하고 세포의 증식과 

분화기능에 있어서 비교적 분자량이 큰 단백질인 

cytokine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와 같은 질환은 과잉의 면역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병적 현상이다. 활성화된 제

2형 보조 T세포와 비만세포에서 유리되는 

cytokine중에서 특히 IL-8은 호중구를 알레르기 자

극부위로 유주시키고 또한 활성화를 일으켜 조직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중요

한 매개체 중 하나가 TNF-α인데 평소 호중구와 

호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염증부위에 백혈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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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적되도록 작용하다가 자극에 의해 그 양이 현저

히 증가될 경우에 내인성 발열원으로 작용하여 몸

에 열을 발생시키거나 혈관 내피세포로부터 IL-1, 

IL-6와 같이 cytokine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한

다. 특히 TNF-α는 다형핵상 및 단핵상 세표의 

침윤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HMC-1이 A23187과 PMA에 의해 

활성화되어 생성이 증가되는 알레르기 매개인자인 

TNF-α의 생성을 10㎍/㎖에서 25% 억제시켰다.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을 hexane, chloroform, 

butanol 및 water층으로 분획하고, 영향을 평가한 

결과, IL-5의 경우 butanol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chloroform, water 분획물과 양호한 

효능을 보였으며, TNF-α는 chloroform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butanol 분획물의 효능도 

양호하였다.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

획하여 획득한 물질들을 상으로 IL-5의 경우 

25%, 50, 75%, 100% MeOH 분획물 모두에서 강

력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TNF-α의 

경우에는 100% MeOH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75% MeOH층도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Fig. 9,10,11).

  동물실험에서 compound 48/80에 의해 유발되

는 수동 피부알레르기 반응인 vascular permeability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결과 상황버섯 열수 전탕 

추출물에서 우수한 vascular permeability 억제효

과를 보였다(Fig. 12). Nc/Nga mouse 실험육안 

평가에서는 계속된 2주간의 실험에서 DNCB만을 

투여한 조군의 경우 4주 후에는 심한 피부손상

과 홍반, 짓무름 및 피부건조 등이 관찰된 반면, 

DNCB와 상황버섯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조군보다 현격하게 미약한 피부 손상이 관찰되

었다(Fig. 13). 조직학적 평가는 DNCB를 투여한 

양성 조군의 경우 표피층의 두께가 증가되는 등 

현저한 피부손상을 보인 반면, DNCB와 상황버섯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normal 

group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DNCB만을 추여

한 조군보다 현격하게 피부 병리현상이 감소되

었음을 관찰되었다(Fig. 14). 혈청 중에 함유된 

IgE 함량을 분석한 결과 DNCB와 상황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과  DNCB투여군의 혈중 IgE 농도

가 각각 42.5 pg/㎖과 34.7 pg/㎖으로, DNCB와 

상황버섯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IgE 농도가 

DNCB만을 투여한 실험군보다 18% 낮았다(Fig. 

15).

  주름은 노화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안면부의 피

부색이 불균일해지거나 건조한 각질이 많아지고 

피부가 위축되어 처지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의학 이론에서는 선천의 腎精을 滋養하지 못하

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臟腑의 영양 공급

에 이상이 초래되면 인체는 정상적으로 생장발육

하지 못하여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36)
. 피부노화를 분류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별되는데, 첫째로 생리적인 인자에 의한 내인적 

노화(intrinsic aging)와 둘째로 태양광선 등 외부

적인 인자에 의해 악화되는 광노화(photoaging)가 

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인 내인적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검증된 바 없

다. 다만 일광노출을 피하거나 일광을 막아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을 뿐

이다37)
. 이에 따라서 피부에서의 항산화 및 자외선 

차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외선에 과도

하게 노출된 경우, 피부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기

질단백질인 collagen과 elastin을 분해시켜주는 효

소인 collagenase의 발현이 증가되어, 피부 단백질

의 손상과 광에 의한 피부노화 및 피부 주름증이 

유발된다38)
.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름은 피부 노화에 수반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피부의 진피층에서 피부를 지탱해주고 있는 콜라

겐의 양이 감소하고 탄력섬유의 변화에 의해 발생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기한 

내인적 노화 이외에 자외선에 의한 유발되는 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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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해 발생되는 주름에 더 많은 초점이 모아

지고 있다. 자외선은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젠과 콜

라젠으로부터 유도된 젤라틴 및 엘라스틴 등의 기

질단백질을 손상시켜 피부 내 콜라젠과 젤라틴의 

양을 감소시키고 엘라스틴의 변성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있고, 자외선의 피부조사에 의해 교원질의 

합성이 감소되고, collagen 분해효소의 발현이 증

가되어 결국 주름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39)
. 따

라서 지금까지의 주름개선 연구는 콜라젠을 분해

하는 collagenase, 젤라틴을 분해하는 gelatinase의 

작용, 탄력섬유를 분해하는 elastase의 작용을 억제

하는 물질개발이 중심이 되어 왔다. 상황버섯 에탄

올추출물은 collagenase 활성억제력이 없었다. 

butanol 분획물중에는 75% MeOH 분획물이 100

㎍/㎖과 50㎍/㎖에서 각각 61%와 45%의 

collagenase 활성억제력을 보였고 나머지 분획물에

서는 collagenase 활성억제력이 없었다. 상황버섯 

ethanol추출물은 elastase 활성억제력이 없었다. 또

한 상황버섯 EtOH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획하여 획득한 물질들 

중에는 75% MeOH 분획물이 100㎍/㎖과 50㎍/㎖

에서 각각 78%와 56%의 elastase 활성 억제력을 

보였다(Fig. 16,17). 

  활성산소는 이온의 상태가 불안하여 다른 물질

과 결합해 안정화되려는 성질, 즉 강한 반응성을 

지니는 특성을 가진 산소를 말한다. 이러한 활성산

소는 인체 내의 정상세포의 사과정 중의 여러 

산화반응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며, 식세포에 의해 

만들어져 감염반응을 조절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환경공해,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 만들어져, 생체조직을 공격해 각

종 염증질환과 암, 간장장애, 동맥경화, 위염등 많

은 질병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노화의 한 원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는 초산화유리기

(superoxide anion radical; O2
-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수산화유리기(hydroxyl 

radical; OH), 1중항 산소(siglet oxygen; 
1
O2) 등

의 4종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활성산소의 피해로부

터 생체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유리기가 다른 분자와 반응하기 전에 인체에 무해

한 형태로 바꾸고, 다른 분자들로부터 자유 유리기

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항산화제의 사용이 일반적

이다. 항산화제는 크게 항산화력을 갖는 효소군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효소군, 그리고 손상된 

DNA등을 수복시키는 효소군으로 나눌 수 있다30)
.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50㎍/㎖에서 77.9%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으며, 분획물 

중에는 75% MeOH 분획물이 50㎍/㎖과 10㎍/㎖에

서 각각 89%와 72%의 항산화 효능을 보이는 등 

부분의 분획물이 우수한 항산화력을 보였다(Fig. 

18).

  이상의 실험결과 상황버섯 에탄올 및 열수 전탕 

추출물과 분획물 부분 매우 양호하게 항염증 및  

알레르기 반응이 억제되었고 항산화 작용과 주름 

제거 효능을 나타냈다. 특히 상황버섯 chloroform 

및 butanol 분획물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였고, 

butanol 층을 chromatography로 분획하여 획득한 

물질들 중에는 methanol 분획물이 전반적으로 효

과가 있었다. 약재로 상황버섯은 항산화, 항염증 

및 알레르기, 피부노화로 발생하는 주름 발생 억제 

및 예방 효과로 임상에서 더욱 광범위한 활용가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1.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RAW264.7 cell에서 

NO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시키고, 

chloroform, butanol 분획물이 생성을 더 강

력하게 억제시키고, butanol 분획물에서 75% 

methanol 분획물이 가장 보다 강력하게 농도 

의존적으로 NO 형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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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2.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RAW264.7 cell에서 

COX-2 활성을 chloroform, butanol 분획물에

서 가장 우수하였고, butanol 분획물에서 획득

한 2차 분획물에서 모두에서 우수한 억제 효

능을 보였다.

 3.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 50㎍/㎖은 RAW264.7 

cell에서 ELISA 에서 TNF-α와 IL-6 발현 억

제시켰고, butanol 분획물에서 획득한 75% 

methanol 분획물이 TNF-α 억제가 가장 우

수하였으며, IL-6의 경우 부분의 분획물이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4.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HMC-1에서 TNF-α

의 생성을 10㎍/㎖ 농도에서 억제시켰고, 

chloroform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butanol 분획물의 효능도 양호하였고, butanol 

층을 분획하여 획득한 물질에서 100% 

methanol이 분획물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75% methanol 분획물도 우수한 효능을 보였

다.

 5.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HMC-1에서 IL-5의 

경우 butanol 분획물의 효능이 가장 우수하였

고, chloroform, water 분획물도 양호한 효능

을 보였고, butanol 층을 분획하여 획득한 물

질은 methanol 분획물 모두에서 강력하게 억

제되는 것으로 보였다.

 6. compound 48/80에 의해 유발되는 수동 피부

알레르기 반응은 상황버섯 열수 전탕 추출물

에서 우수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7. Nc/Nga mouse 육안 평가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현격하게 미약한 손상이 관찰되었고, 

조직학적 평가는 실험군에서 normal group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군보다 현격하

게 증상이 감소되었음을 관찰되었다.

 8. Nc/Nga mouse 혈청 중에 함유된 IgE 함량을 

분석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낮았다.

 9.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은 collagenase 및 

elastase 활성억제력이 없었으나 butanol 분획

물 75% methanol 분획물은 collagenase 활성

억제력을 보였고, butano층을 분획하여 획득

한 methanol 분획물 은 활성 억제력을 보였

다.

10.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과 분획물 부분에서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여 항산화 효

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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