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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투여에 의한 마우스 비장세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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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eurotus ostreatus have been used as a traditional remedy and food source. Its anti-inflammatory, anti-oxidation effects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The production of cytokines (IL-2β, IFN-γ, and TNF-α) secreted by LPS- and non LPS- 
stimulated macrophages, were detected by ELISA assay using a cytokine kit. Mouse splenocytes proliferation increased with 
Pleurotus ostreatus water extracts supplement at 5, 10, 50, 100, 250, 500, 1,000 μg/mL after a 48hr pre-treatment with 
the mitogen (ConA or LPS). The cytokine production (IL-2β, IFN-γ, and TNF-α), measured by a cytokine ELISA kit, 
increased on water extracts supplementation. This in vitro study suggested that supplementation with Pleurotus ostreatus 
water extracts may enhance the immune function by regulating the splenocyte proliferation and enhancing cytokin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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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은 육질이 백색이고 유연하

며,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Kim 등 

1998). 고유의 특유한 맛과 향이 뛰어나고, 필수아미노산, 비
타민,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열량은 낮아 건강식품으로 꾸

준히 이용되고 있다(Kang 등 2000; Cho 등 2001). 최근에는 

이와 같이 널리 이용되는 있는 식품을 소재로 생리활성 효과

를 검색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등 2004). 
느타리버섯의 약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항암 효과(Park 
등 1998), 항산화 효과 및 열 안정성(Jung 등 1996),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Kang 둥 2001) 등이 밝혀져 있으며, 느타리

버섯을 첨가한 김치(Han 등 2002), 고추장(Ahn 등 2003), 생리

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있다(Ryu HS 2011; Sun 
JS 1996). 또한 톳과 수수 추출물의 마우스 경구 투여가 항체

생성을 촉진시킨 연구(Park 등 2005; Ryu 등 2006) 등 느타리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측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느타리버섯의 면역기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식품을 이용한 면역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더덕 물 추출물이 흉선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 복강 마크로

파지의 NO 생성을 억제시켜 면역증강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

한 보고가 있다(Sun JS 1996).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에서 옥

수수와 더덕 물 추출물이 비장세포 증식과 사이토카인 분비

를 촉진시킨 보고와 NO 활성효과를 나타내어 면역세포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다(Park 등 2005; 
Ryu 등 2006; Ryu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느타리

버섯을 이용하여 농도를 달리한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이 마

우스 비장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면역세포를 증식시키는 활

성이 있는지 검색하고, 동시에 사이토카인(IL-2, IFN-γ, T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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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생성량을 측정하여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함을 조

사함으로써 면역증진 효과를 갖는 식품소재로서의 느타리

버섯의 면역증진 식품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추출 및 실험동물
동결 건조된 시료를 증류수로 환류 냉각시키면서 80℃ 수

욕상에서 3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한 후 감압 농축하여 물 추

출물을 얻었다(Fig. 1).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은 7~8주령된 

암컷 Balb/c mouse를 (주)대한실험동물센터로부터 공급 받아 

고형 사료와 물을 자유로이 공급하면서 7~8일 정도 실험동물

실에서 적응시킨 후, 체중이 15 g 내외인 마우스를 실험에 사

용하였다. 실험동물실 온도는 22±2℃, 습도는 40~60%로 유

지하였고, 명암주기(light and dark cycle)는 12시간 단위로 조

절하였다. 

2. 시약 및 배지
본 연구에 사용된 배지는 GIBCO BRL(Grand Island, NY, 

USA) 제품의 RPMI medium 1640를 사용하였고, fetal bovine 
serum(FBS), lipopolysaccharide(LPS), thioglycollate, sodium bicar-
bonate, ammonium chloride, TRIZMAⓡbase, TRIZMAⓡhydro-
chloride, trypan blue solution(0.4%), DMSO(dimethyl sulfide),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등의 시약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Dried and powdered Pleurotus ostreatus (100 g)

↓

Take into Erlenmeyer flask with water (2,000 mL)

↓

Extract on the waterbath (80℃) for 3 hrs

↓

Filter through cheese cloth

↓

Repeat the above procedure 3 times and combine filtration 

↓

Concentrate under the vacuum rotary evaporator (60℃)

↓

Water extract

Fig. 1. Flow diagram for water extraction procedure.

3. 마우스 비장세포의 분리 및 배양
마우스 비장세포 분리는 경추 탈골법으로 희생시킨 마우

스로부터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RPMI 1640 배양액으

로 씻은 후 멸균 유리봉으로 가볍게 분쇄하여 세포를 유리시

켰다. 분리된 세포 현탁액을 200 mesh stainless steel siev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통과시켜 배양액으로 2
번 세척하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이것을 

Tris-buffered ammonium chloride(NH4Cl, pH 7.2)와 증류수에 

현탁시켜 5분간 처리하여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적혈구가 제

거된 비장세포는 다시 RPMI medium 1640 용액에 분산시켜, 
trypan blue solution으로 염색한 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그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세포농도 5.0×106 cell/mL로 분산시

킨 후 96-well plate에 90 μL씩 분주한 후, 세포 증식능 측정에 

사용하였다. 마우스 비장세포의 증식능은 다음의 공식에 의

해 계산되었다. 

Proliferation index = Sample의 흡광도 / Control의 흡광도

4. 사이토카인((IL-2, IFN-γ, TNF-α) 분비량 측정
마우스는 경추 탈골법에 의해 희생시킨 후 복부의 표피를 

절개하여 벗긴 다음, RPMI 1640 용액으로 복강을 가볍게 마

사지한 후 세척액을 취하여 멸균 시험관에 수집하였다. 수집

된 세척액을 4℃,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침전시켜 cell 
pellet을 얻었다. Cell pellet을 Tris-buffered ammonium chloride 
(0.87% NH4Cl, pH 7.2)와 증류수에 현탁시켜 5분간 처리하여 

적혈구를 제거하고, RPMI 1640 용액으로 2회 원심 세척하였

다. 모아진 대식세포를 10%의 불활성화된 FBS를 함유한 RPMI 
1640 용액에 분산시켜, trypan blue solution으로 염색한 후 hemo-
cytometer를 이용하여 그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세포수를 1×106 
cell/mL의 농도로 희석하여 24-well plate에 분주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2시간 후 각 well의 상층액을 

걷어 비부착 세포(non-adherent cells)는 제거하고, 부착 세포

(adherent cells)만을 사용하였다. 사이토카인(IL-2, IFN-γ, TNF-
α) 분비량의 측정은 비부착성 세포는 제거하고, 부착성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에 10%의 불활성화된 FBS를 함유한 RPMI 1640 
용액을 900 μL 넣고, 최종농도가 0 μg/mL와 1,000 μg/mL가 되도

록 느타리 추출물을 각 100 μL씩 분주한 다음, 37℃, 5% CO2 
인큐베이터(Sanyo, St. Louis, MO, USA)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분리하여 IL-2, IFN-γ, TNF-α의 분비량을 ELISA 사
이토카인 kit(R&D system, NY,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통계분석
모든 연구 결과의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AS package 

(ver. 12.0)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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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교에서 각각의 요인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In vitro 실험에서의느타리추출물이마우스비장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

느타리 물 추출물 0, 5, 10, 50, 100, 250, 500, 1,000 μg/mL
의 농도로 첨가하여 배양하였고, 음의 대조군(negative control)
으로는 느타리 시료의 추출물 대신 배양액(10% FBS-RPMI 
1640)을 첨가하고, 양의 대조군(positive control)으로는 ConA(5 
μg/mL)와 LPS(15 μg/mL)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느타리의 

물 추출이 비장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ConA와 LPS를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 느타리 

물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 증식능이 각

각 2.38±0.21, 3.45±0.46으로 증가하였다. 느타리의 물 추출물

을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 농도 0, 5, 10, 50, 100, 250, 500, 1,000 
μg/mL에서 각각 1.00±0.09, 1.19±0.17, 1.23±0.16, 1.43±0.39, 
1.69±0.10, 1.71±0.17, 1.56±0.56, 1.59±0.13 비장세포 증식능이 

나타났다. 음의 대조군에 비해 느타리 물 추출물을 첨가한 모

든 농도에서 비장세포 증식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 
1,000 μg/m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50~500 
μg/mL에서 유의적인 증식능을 나타낸 생강 물 추출물 첨가

군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고들빼기 물 추출물에서 

Table 1. Proliferation index of mice splenocyte cultured 
with water extracts of Pleurotus ostreatus and mitogen

Conc.
(μg/mL)

Proliferation 
index1)

Without 
mitogen

0 1.00±0.09a2)

5 1.19±0.17ab

10 1.23±0.16ab

50 1.43±0.39ab

100 1.69±0.10b

250 1.71±0.17b

500 1.56±0.56b

1,000 1.59±0.13b

F value (p value) 18.80 (0.00)
1) Proliferation index= mean of O.D. in test wells / mean of O.D. 

in control wells
2) Means±S.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 b) within a column signi-

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100, 250 μg/mL 농도에서 비장 증식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

타낸 결과(Park 등, 2005)와 수수 물 추출물(Ryu 둥 2006)에서 

100 μg/mL 농도에서 높은 증식을 보인 결과를 볼 때, 100~500 
μg/mL 농도가 비장세포 증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100~1,000 μg/mL 농도로 첨가된 느타리버섯 추출

물이 세포 활성을 촉진시키거나,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느타리버섯물추출물이사이토카인생성량에미치는
영향

TNF-α, IL-1, IL-2, IL-6, IL-12와 같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

인과 nitric oxide(NO) 등이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나타내

는 물질로 제시되어 왔으며(Kim 등 2004), 그 중에서도 IFN-
γ, IL-2, TNF-α는 초기염증반응에서 세포 간 신호전달을 수

행함으로써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Barnes 등 1995; Ryu HS 2010). 본 실험에서는 IL-2, IFN-
γ, TNF-α의 분비량을 측정하였고, 각 군별 양성 대조군으

로는 LPS(15 mg/mL)로 자극한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된 사이

토카인을 측정함으로써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지표로 삼

았다.

1) IL-2 생성량
Interlukin(IL-2)은 Interferon-γ(IFN-γ), Tumor necrosis factor- 

α(TNF-α) 등과 함께 Help T-1 cell(Th1)의 전구염증성 (proin-
flammatory) 사이토카인으로 분류되어 식품의 면역작용 지표

로 알려져 있으며(Brubdaker 등 1996), 실험을 통한 IL-2 생성

량은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양의 대조군으로써 

마크로파지에 LPS와 ConA를 처리하여 배양한 후 상층액을 

사용하였다. IL-2 생성량에 있어 두 가지의 양의 대조군과 음

의 대조군(0 μg/mL)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마크로파지 세포에서 음의 대조군에서 12.52± 
3.12 pg/mL, 양의 대조군 LPS와 ConA에서는 각각 15.52±2.93, 
10.59±2.14 pg/mL IL-2가 생성되었다.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50 μg/mL 첨가농도에서 18.92±4.30 
pg/mL로 양의 대조군과 느티리버섯 물 추출물 첨가농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느타리버섯 추출물과 양

의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느타리버섯 추출물 50 μg/mL, 농도는 10 μg/mL, 농도 

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은 IL-2 생성량을 보였다. 따라서 느타

리버섯 물 추출물은 저농도보다는 고농도에서 IL-2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IL-2 및 IL-4와 같은 사이토카

인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마크로파지의 탐식작용을 증강시

켰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더덕 물 분획을 투여

한 군(128.0±2.3%로)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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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2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phage 
cultured with Pleurotus ostreatus water extract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 b) within a colum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at p<0.05

였다(Suh 등 1998). 도토리 물 추출물을 이용한 또 다른 연구 

500 mg/kg B.W. 농도에서 IL-2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Ryu HS 2010). 

2) IFN-γ 생성량
IFN-γ 분비량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양의 

대조군으로서 마크로파지에 LPS와 ConA를 처리하여 배양한 

후 상층액을 사용하였다. 마크로파지 세포에서 분비된 IFN-
γ 생성량은 음의 대조군에서 22.44±5.28 pg/mL, 양의 대조군 

LPS와 ConA에서는 각각 395.24±12.70, 228.72±15.16 pg/mL로 

유의적으로 양의 대조군에서 높은 IFN-γ 생성량이 나타났

다.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5, 10, 50, 100, 250, 500, 1,000 μg/ 
mL 첨가농도에서 각각 46.03±1.81, 45.73±1.99, 49.56±2.09, 
49.24±3.16, 47.39±2.30, 51.88±6.76, 22.63±4.34 pg/mL의 IFN-
γ 생성량이 나타났다.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1,000 μg/mL 농
도를 제외한 나머지 첨가농도는 음의 대조군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IFN-γ 생성량을 나타났다. 이는 1,000과 같이 지나

치게 높은 농도에서는 오히려 활성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느타리버섯 물 추출

물 5~500 μg/mL 첨가농도는 음의 대조군보다는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이 IFN-γ 생성

량을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율무 추출물의 투여 시에도 50 μg/mL와 500 μg/mL의 농도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Ryu 
등 2005). 이는 느타리버섯 추출물 투여가 외부의 항원 자극 

시 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IFN-γ
는 Th1에서 생성되는 전구 염증성(proinflammatory) 사이토카

Fig. 3. IFN-γ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
phage cultured with Pleurotus ostreatus water extracts.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 b, c, d) within a colum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at p<0.05

인으로(Sypek 등 1994) 항염증성(antiinflammatory) 사이토카

인인 IL-10의 생성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다

(Pisa 등 1992). 한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IFN-
γ의 분비량이 건강한 대조군(16±10, 2,550±950)에 비해 낮게

(8±8, 1,450±,1010) 나타났으며, 이들의 비율 또한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암환자의 경우, 초기 감염반응에서 

전구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면역작용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an 등 1999).

3) TNF-α 생성량
TNF-α는 T 림프구와 상호 작용하여 T 림프구의 활성과 

성장 등을 조절하며, 암세포의 세포 용해를 유도함으로써 직

접적으로 항암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Balkwill 등 1990). 반
면, TNF-α, nitric oxide(NO) 등을 LPS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

게 다량 분비하여 염증 및 면역 반응에 관여하여 병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Chao 등 1998). TNF-α 
함량을 ELISA 사이토카인 kit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양의 대조군으로서 마크로파

지에 LPS와 ConA를 처리하여 배양한 후 상층액을 사용하였

다. 음의 대조군은 490.81±38.68 pg/mL의 TNF-α를 생성하였

고, 미토젠인 LPS(15 μg/mL)와 ConA(5 μg/mL)를 첨가한 경

우에 각각 2,917.66±1,204.49, 842.70±79.90 pg/mL의 TNF-α
를 생성하여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TNF-α를 생성

하였다(p<0.05).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250, 500, 1,000 μg/mL 농
도를 첨가한 경우 각각 1,514.86±286.15, 1,888.24±458.90, 1,834.03± 
486.20 pg/mL로 음의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TNF-α 
생성량을 보였다(p<0.05). 또한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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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NF-α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
phage cultured with Pleurotus ostreatus water extracts.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 b, c, d) within a colum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at p<0.05

1,000 μg/mL 농도 첨가 시 미토젠인 ConA(5 μg/mL)에 의한 

TNF-α 생성량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TNF-α를 생성하

였다(p<0.05). 그러나 모든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은 양의 대

조군인 LPS를 첨가에 의한 TNF-α 생성량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처리한 느타

리버섯 물 추출물의 농도는 과도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

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은 면

역세포에 하나인 마크로파지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을 유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느

타리버섯 물 추출물을 첨가한 50~500 μg/mL 농도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고, 반면, IL-2 사이토카

인의 경우, 50~1,000 μg/mL에서 IL-2 사이토카인 생성량이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생강 물 추출물과 율무 물 추출물 각각 10 μg/mL 
농도에서 TNF-α 생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난 연구결과가 있다(Ryu 등 2005; Lee 등 2001). 따라서 느

타리버섯 물 추출물이 외부의 항원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면

역세포를 활발하게 분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In vitro 실험을 통한 느타리버섯 물 추출물 첨가가 마우스

의 면역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음의 대

조군에 비해 느타리 물 추출물을 첨가한 모든 농도에서 비장

세포 증식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1,000 μg/m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사이토카인 생성의 경우, IL-2, 
IFN-γ, TNF-α 사이토카인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느타리버

섯 물 추출물 50~500 μg/mL 농도에서 생성된 IL-2, IFN-γ, 
TNF-α 사이토카인은 대조군보다 높은 생성량을 보였다. IFN-
γ, TNF-α 사이토카인 모두 50, 100, 250, 500 μg/mL의 농도

에서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IL-2의 경우, 생성량이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50 μg/mL 이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느타리버섯 물 추

출물은 마우스 비장 세포를 증식시키고, 사이토카인 생성량

에도 영향을 주어, 면역 기관의 주요 기능을 증진시킬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느타리버섯이 면역 증진 기능성 식

품 개발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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