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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llinus linteus (PL) has been known to exhibit potent biological activ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lipase-inhibitory and anti-oxidative activity of the methanol extract and the powder of PL
fruiting body. The methanol extract of PL appeared to have the inhibitory activity against pancreatic lipase
with an IC50 value of 36.3 μg/mL, and the scavenging activity of DPPH radical with an IC50 value of 20.1 μg/mL,
which was similar to that of vitamin C (IC50 18.3 μg/mL). To investigate the lipase-inhibitory and anti-oxidative
effect of PL on animal, Sprague-Dawley rats were fed with high-fat diet supplemented with either 2% or
5% PL powder for 8 weeks. Total food intak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body weight was not changed
by PL powder supplementation. However, fecal fat excre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s fed with the PL powder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L powder showed a decrease in the plasma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the hepatic total cholesterol levels. The anti-oxidative enzyme activities were also
affected by PL supplementation.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in the plasma and liver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98% and 46% in the 2% PL group, and 99% and 32% in the 5% PL group, respectively. Total
superoxide dismutase (T-SOD) activity was not affected by PL supplementation. DNA damage was measured
by the comet assay in the lymphocytes collected after 2 weeks, 4 weeks, and 8 weeks of feeding PL
supplemented diet. Lymphocyte DNA damage was decreased in the PL supplemented group. Furthermore, PL
feeding enhanced the resistance to lymphocyte DNA damage caused by an oxidant challenge with H2 O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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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4-6).
상황버섯은 위암, 식도암 및 직장암 등의 소화기계 암에

비만과 그에 수반되는 만성질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효과가 있으며, 항암활성물질은 일종의 당단백질로서 면역

서 체중조절을 위한 식품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

활성의 증강을 통해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품이나 소재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

다(7-10). 최근에는 상황버섯의 항암활성을 상황버섯이 가

이다. 최근 우리 국민의 지방 섭취 증가(1)와 아울러 비만

지는 강한 항산화활성(11-13)과 알파- 및 베타-글루코시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2)과 관련하여 지방소화 억제를

제 억제 활성(14)과 관련 지워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통한 비만 방지가 체중조절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황버섯의 항비만과 항산화 효과를 구명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방소화 억제제인 orlistat은 부작용이

하기 위해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지방소화효소 억

있음으로(3) 천연물로부터 상시 섭취 가능한 지방소화 억제

제 활성과 항산화 활성을 in vitro에서 측정하고, 흰쥐에 고

제의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비만은 만성적인 산화스

지방식이와 함께 상황버섯 분말을 투여하여 지방소화효소

트레스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과

활성 억제를 통한 지질 흡수 감소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in

산화스트레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vivo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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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채취와 체지방 측정

재료 및 방법

사육 마지막 주 3일간의 분변을 채취하여 칭량하고 동결

재료

건조한 후 분말화하여 분변 시료로 하였다. 림프구의 DNA

상황버섯 시료는 참상황농장(안동시 길안면)에서 재배 제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식이 공급 후 2주, 4주에

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시료를 분쇄한 후 일부를 사용하여

각각 꼬리 정맥에서 채혈하고 Histopaque 1077을 사용하여

메탄올 추출물을 얻고(수율 6.5%), 이를 DMSO에 일정 농도

림프구를 분리한 후 즉시 comet assay를 실시하였다. 실험

로 용해하여 in vitro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분말은 동물 실

식이를 공급하고 8주 후에 동물을 12시간 절식시킨 후 에테

험용 식이 재료로 사용하였다.

르로 마취시켜 개복한 후 복부대동맥을 통해 채혈하고, 일부
혈액은 채혈한 즉시 림프구를 분리하여 comet assay를 시행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 법(15)에 의거하여 수분은 105oC 상압
o
가열법, 회분은 550 C 직접회화법, 조지방은 Soxlet법, 조단

하였으며, 나머지 혈액은 원심분리(3,000 rpm, 20분)하여 혈
장과 적혈구를 분리한 후 -70oC에 보관하였다. 간을 적출하
여 생리식염수로 헹군 후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였

백질은 micro-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고, 총 식이섬유는

으며, cytosol을 분리하여 효소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Prosky 등의 방법(16)으로 측정하였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수거하여 체지방량을 측정하였다.

실험동물과 식이

췌장 지방소화효소 활성 측정

6주령 된 Sprague Dawley계 흰쥐를 대한실험동물센터로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지방소화효소 활성 저해

부터 구입하여 1주일간 적응시킨 후, 대조군(Control), 2%

능은 4-methylumbelliferyl oleate(4-MU oleate)를 기질로

상황버섯군(2% PL)과 5% 상황버섯군(5% PL)의 세 군으로

사용하는 Kawaguchi 등(17)과 Bitou 등(18)의 방법으로 측

나누어 각 군당 6마리씩 분배하였다. 실험식이(Table 1)로

정하였다. 4-MU oleate(0.1 mM, 0.1 mL), McIlvane buf-

대조군은 AIN-76 식이를 기본으로 한 고지방식이만 공급하

fer(0.1 M citrate-Na2HPO4, pH 7.4, 0.04 mL)와 농도별 시료

고 상황버섯군은 고지방식이에 상황버섯 분말을 각각 2%

0.01 mL를 혼합한 반응액에 지방소화효소를 첨가하여 37oC

또는 5% 첨가하고 상황버섯 분말 시료의 일반성분 분석 결

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지방소화효소에 의해 유리된

과(Table 2)를 참고하여 셀룰로오즈와 전분량을 조정한 식

4-MU oleate의 양을 형광광도계(Ex 320 nm, Em 450 nm,

o

이를 공급하였다. 사육실은 온도(23±1 C)와 습도(50±5%),
그리고 12시간 주기로 명암이 자동 조절되도록 하였으며 물

구하고, 지방소화효소 활성을 50% 저해하는 시료의 농도

과 식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여 8주간 사육하였다. 식

(IC50)를 구하였다.

이섭취량은 일주일에 두 번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고, 체중
은 일주일에 한 번 공복 시에 측정하였다.

Hitachi F-4500)로 측정하여 지방소화효소 활성 저해율을

DPPH 라디칼 소거능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은 Hatano 등의 방법(19)에 따

Table 1.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s (w/w, %)

Ingredients
Corn starch
Sucrose
Beef tallow
Casein
Cellulose
Mineral mixture1)
Vitamin mixture2)
Choline bitartrate
Methionine
Phellinus linteus (PL) powder
Total

Control

Groups
2% PL

5% PL

10
10
40
30
5
3.5
1
0.2
0.3
0

9.4
10
40
30
3.6
3.5
1
0.2
0.3
2

8.5
10
40
30
1.5
3.5
1
0.2
0.3
5

100.0

100.0

100.0

라, 96 well plate에 일정 농도의 시료와 200 μM DPPH를
혼합하여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5 nm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Hitachi U-3010)하였다. 시료 첨가 전과 후의 흡
광도 차이로부터 DPPH 라디칼 소거율을 구하고, 50% 소거
하는 시료의 농도(IC50)를 구하였다.

분변, 혈장 및 간의 지질 농도
분변의 총지질 함량은 Soxhlet 법(15)으로 추출한 후 정량
하였으며, 혈장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
테롤 농도는 측정용 kit(아산제약, 한국)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고, LDL-콜레스테롤은 Friedewald의 식(20)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간의 총 지질은 간 조직을 Folch 법으로 추출한

1)

AIN-76 mineral mixture (g/100 g diet).
AIN-76 vitamin mixture (g/100 g diet).

2)

후 정량하였으며, 추출한 간 지질을 시료로 하여 간의 중성지
방과 총 콜레스테롤 양을 측정용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Phellinus linteus
(w/w, %)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7.65

6.87

2.00

4.81

Total
Total
sugar dietary fiber
9.89

68.77

혈장 transaminase 활성 측정
혈장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 활성을 kit(아산제약, 한국)로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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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혈장, 적혈구 및 간의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은 Paglia

100

(Hitachi U-3010, Japan)로 측정하였다.

Comet assay

Inhibition (%)

와 Valentine의 방법(21)에 따라, superoxide dismutase 활성
은 Flohe와 Otting의 방법(22)에 따라 각각 분광광도계

P. linteus MeOH ext.

80
60
40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ingh 등(23)의 방법
20

에 따라 comet assay를 행하였다. 실험식이를 공급한 지 2
주, 4주 및 8주째에 채혈하여 Histopaque 1077로 분리한 림

0
12.5

프구를 시료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슬라이드에 1%

25

50

high melting point agarose(100 μL), 림프구(슬라이드 당
약 10,000개)와 1% low melting point agarose의 현탁액, 그
리고 1% low melting point agarose의 순으로 도포한 후
o
4 C에 10분간 방치한다. 림프구가 도포된 슬라이드를 phos-

phate-buffered saline(unstressed lymphocytes) 또는 50 μM

125

250

500

Conc. (μg/mL)

Fig. 1. Inhibition of porcine pancreatic lipase by the methano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

가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H2O2가 함유된 phosphate-buffered saline(stressed lym-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DPPH 소거능

phocytes)에 5분간 방치(4oC)한다. 슬라이드를 lysis buf-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DPPH 라디칼 소거능

o

fer(pH 10)에 1시간 방치(4 C)한 후, unwinding buffer(pH

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이

13)에 30분간 두었다가 저온 암실에서 전기영동(25 V/300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5 μg/mL에서 17.2%,

mA, 20분)한다. 중화시킨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10 μg/mL에서 34.7%, 그리고 40 μg/mL에서 85%의 소거율

형광현미경(DM IL, Leica)으로 DNA의 손상정도를 관찰하

을 보였고, 라디칼을 50% 소거하는 농도(IC50)는 20.1 μg/mL

고, 'Komet 5.0' software(Kinetic Imaging, UK)로 image를

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대조구인 비타민 C의 IC50 18.3 μg/

분석하여 Tail Extent Moment(TEM＝tail length×% tail
DNA)로 나타내었다. 각 처리구에 2개씩의 슬라이드를 만들

mL와 거의 비슷한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Song

고 슬라이드 당 50개씩의 림프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DNA

10 μg/mL에서 30%, 300 μg/mL에서 85.5%였으며, IC50가

image를 분석하였다.

22.07 μg/mL였다고 보고하였고, Kwoen 등(12)의 연구에서

등(11)은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도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
후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를 17.14～21.37 μg/mL로 보고한 바 있다. Shon 등(13)은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과산화수소 소거능이 10 μg/mL
에서 80%로서 대조구로 사용한 토코페롤의 83.1%와 비슷하
게 나타났으며, 이는 메탄올 추출물의 페놀화합물 함량(33.3
mg/dL)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wang 등

결과 및 고찰

100

P. linteus MeOH ext.
Vitamin C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지방소화효소 활성 저해능

80

능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췌장 지방소화효소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되어 50 μg/mL에서 56%, 250 μg/mL에서
74%, 그리고 500 μg/mL에서 87%의 높은 저해율을 보였고,
지방소화효소 활성을 50% 저해하는 농도(IC50)는 36.3 μg/
mL로 나타났다. 양성대조구인 orlistat이 같은 농도에서 거
의 100% 저해능을 보이는 것(IC50: 3.9 ng/mL)과 비교하면
상황버섯의 지방소화효소 저해활성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메탄올 추출물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췌장 지방소화효소 저해 활성 물질을 규명하는 연구

Inhibition (%)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지방소화효소 활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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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methano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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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weight change, food intake, food efficiency ratio and body fat of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Body weight change (g)
4 wk
8 wk
Control
2% PL
5% PL

146.4±21.5
147.9±18.7
145.8±14.2

2)ns3)

192.7±31.5ns
200.6±22.6
197.6±19.1

FER (%)1)
4 wk
8 wk

Food intake (g)
4 wk
8 wk
360.5±19.6a4) 701.6±36.0a
389.4±28.6b 775.2±53.7b
393.3±13.7b 776.3±35.7b

40.5±4.0ns
37.9±3.8
37.1±3.7

27.4±3.3ns
25.8±1.7
25.5±2.5

Body fat
g
%
38.6±9.4ns
38.1±8.2
38.4±4.2

9.0±1.7ns
8.7±1.4
8.8±1.0

1)

FER: food efficiency ratio,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100.
Each value is the mean±SD (n=6). 3)ns: not significant.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24)은 상황버섯 추출물의 DPPH 소거능(IC50: 1.7 μM)이 대
표적인 DPPH 소거제인 trolox(IC50: 18.6 μM)의 10배 정도
로서 매우 강력한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상황버섯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Fecal fat excretion of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Control
Total fat excretion
71.4±19.11)a2)
(mg/day)

2% PL

5% PL

96.0±24.0ab 145.4±83.6b

1)

Each value is the mean±SD (n=6).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식이섭취량, 체중증가량 및 체지방량
실험식이를 섭취하고 4주와 8주에서의 체중변화량, 식이
섭취량, 식이효율 및 체지방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식

수거하여 동결건조한 후 총 지질 배설량을 측정한 결과를

이섭취량은 상황버섯 2%와 5% 첨가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변으로의 총 지질 배설량은 상황버

4주에는 각각 8.0%와 9.1%, 8주에는 10.5%와 10.6% 많은

섯 첨가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5% 첨가군에서는 고지방식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체중증가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

이만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배설량이 2배 정도 유의성 있게

으로 나타나, 상황버섯 첨가군의 식이효율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황버섯의 췌장 지방소화

낮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체지방량과 체지방율
에 있어서도 대조군과 상황버섯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ung 등(25)이 고지방식이와
함께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을 음용수에 혼합하여(50 mg/kg
body weight) 4주간 공급하였을 때 상황버섯 추출물을 공급
받은 동물의 식이섭취량은 증가하였으나 체중증가는 대조

효소 활성 저해로 인해 식이 지질의 흡수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황버섯을 8주간 공급한 본 실험에서는
체중과 체지방량에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8
주 이상 장기간 섭취한다면 지속적인 지방 흡수 억제를 통해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 효과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군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상의 결과로

혈장과 간의 지질 농도

부터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지방소화효소 억제 활

고지방식이에 상황버섯 2% 또는 5% 첨가한 식이로 8주

성이 in vitro에서는 확인되었으나, 상황버섯 분말을 2%와

간 사육한 동물의 혈장 지질 농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5% 첨가한 사료를 8주간 공급한 동물에서는 지방흡수 감소

혈장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고지방식이만을

를 통한 체중조절효과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급한 대조군(113.4 mg/dL과 80.9 mg/dL)에 비해 상황버

상황버섯의 지방소화효소 활성 억제를 통한 체중조절효과

섯 2% 첨가군(97.3 mg/dL와 66.7 mg/dL)에서 각각 14%와

를 확인하기 위해 8주 이상의 장기간 섭취를 통한 변화를

1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은 상황버섯 첨가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변의 지질 함량

상황버섯 첨가로 인한 혈장 총콜레스테롤의 감소는 LDL 콜

상황버섯 첨가 식이를 공급하고 8주째에 3일 동안 분변을

레스테롤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콜레스테롤

Table 5. Plasma lipid profiles of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Control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VL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AI4)

2% PL
1)ns2)

78.6±54.0
113.4±15.1a3)
16.8±3.3ns
15.7±10.8ns
80.9±14.1a
5.97±1.55a

61.2±30.0
97.3±11.1b
18.3±2.9
12.2±6.0
66.7±8.3b
4.39±0.88b

5% PL
63.4±16.9
102.1±7.2ab
18.8±2.8
12.7±3.4
70.7±5.0ab
4.50±0.64b

Each value is the mean±SD (n=6). 2)ns: not significant.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4)
AI: atherogenic index＝(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1)

3)

김지현․손인숙․김정상․김기훈․권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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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ver lipid profiles of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Control
Liver weight (g)
Total lipi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12.3±2.1

2% PL
1)ns2)

a3)

44.9±10.8
15.5±1.4ns
8.41±1.76a

Table 7. GOT and GPT activities of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5% PL

11.7±1.3
(mg/g liver)
ab

41.5±9.4
13.5±3.5
6.54±1.68b

2% PL
Karmen unit

Control

11.5±0.4
GOT
GPT

b

37.4±7.9
13.3±2.8
6.06±1.61b

Each value is the mean±SD (n=6). 2)ns: not significant.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67.4±19.01)ns2)
19.9±9.2a3)

55.7±6.37
11.4±5.0b

5% PL
59.0±9.56
11.0±3.9b

2)

1)

Each value is the mean±SD (n=6). ns: not significant.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3)

은 없었고, GPT 활성의 경우, 상황버섯 2%와 5% 첨가군에
서 각각 43%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염화탄소

과 HDL 콜레스테롤로부터 구한 동맥경화지수(AI)의 경우,

로 인한 간 손상에 대한 상황버섯의 효과를 측정한 Jung

대조군의 5.97에 비해 상황버섯 2%와 5% 첨가군에서 각각

등(25)의 연구에서, GOT와 GPT 모두 상황버섯 투여군에서

4.39와 4.50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상황버섯 다당체

대조군보다 각각 16%와 18% 낮은 활성을 보였고 GPT의

투여로 인해 혈장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가 저하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였으며(26), 상황버섯 추출물에 의해 LDL 콜레스테롤의 산

Kim 등(26)은 상황버섯 다당체 투여로 인한 GOT 활성 감소

화가 강하게 억제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24).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Ye 등(27)은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

간 무게와 간지질 농도(Table 6)를 보면, 상황버섯 첨가군

을 처리한 간세포에서 lactate dehydrogenase(LDH)의 유출

에서 대조군에 비해 간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은 있으나 유의

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상황버

성은 없었다. 반면, 간의 총 지질 함량은 5% 첨가군(37.4

섯은 간 기능 상태의 지표 효소로 알려진 GOT, GPT 및

mg/g)에서 대조군(44.9 mg/g)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LDH 활성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간 조직의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2%(6.54 mg/g)와 5%(6.06 mg/g) 첨

손상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군 모두 대조군(8.41 mg/g)에 비해 각각 22%와 28%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의 중성지방 함량은 상황버섯 첨가

항산화 효소 활성

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황버섯 투

혈장, 적혈구 및 간의 항산화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여로 인해 간 무게가 감소하고, 간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각

Table 8에 나타내었다. T-SOD의 경우, 혈장, 적혈구 및 간

각 25%와 17% 감소하였으며, LDL 콜레스테롤도 유의적으

조직 모두에서 상황버섯 첨가로 인한 활성의 변화가 관찰되

로 감소하였다는 Jung 등(2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지 않았다. GSH-Px 활성의 경우, 혈장에서 2%와 5% 첨가

결과로부터 상황버섯의 섭취가 혈액과 간의 지질 대사 개선

군에서 각각 1.92와 1.93 μmole/min/mL로서 대조군의 0.97
μmole/min/mL에 비해 각각 98%와 99% 증가하였고, 간에

효능을 가지며, 항산화작용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를 억제하므로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

서도 대조군의 활성이 6.43 μmole/min/mg protein인 것에

혈장 transaminase 활성

비해 2% 첨가군은 9.40 μmole/min/mg protein, 5% 첨가군
은 8.48 μmole/min/mg protein로 대조군에 비해 각각 46%와
32% 활성 증가를 보였다. 반면 적혈구에서는 상황버섯 첨가

고지방식이에 상황버섯을 2%와 5% 첨가한 식이를 8주간

로 인한 GSH-Px 활성에 변화가 없었다. 생체 내의 반응성

공급하여 사육한 동물의 혈장 GOT와 GPT 활성을 측정한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들은 체내의 항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GOT 활성의 경우, 상황버섯

산화 물질들, 즉 비타민 C와 E, carotenoids, glutathione 및

첨가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나 유의성

항산화 효소들에 의해 조절된다. 항산화 효소들 중에서 su-

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8. Blood and liver anti-oxidative enzyme activities of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Anti-oxidative enzymes

2% PL

5% PL

Plasma

T-SOD (unit/min/mL)
GSH-Px (μmole/min/mL)

6.66±2.451)ns2)
0.97±0.09a3)

Control

6.78±2.16
1.92±1.14b

7.12±2.31
1.93±0.49b

Erythrocyte

T-SOD (unit/min/mL)
GSH-Px (μmole/min/mg Hb)

27.4±3.86ns
1.64±0.38ns

25.9±6.00
1.70±0.30

26.4±5.16
1.63±0.39

Liver

T-SOD (unit/min/mg protein)
GSH-Px (μmol/min/mg protein)

42.0±13.8ns
6.43±1.49a

44.5±10.3
9.40±1.58b

44.1±11.6
8.48±1.87b

Each value is the mean±SD (n=6). 2)ns: not significant.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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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e로 전환시키며, 생성된 hydrogen peroxide는 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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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림프구를 50 μM H2O2에 5분간 담구어
처리하였다(stressed lymphocytes).

lase(CAT)와 glutathione peroxidase(GSH-Px)에 의해 분

산화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림프구(unstressed lympho-

해되는데, 분해되지 못한 여분의 hydrogen peroxide는 Fe2+

cytes)의 경우, 상황버섯을 2주간 섭취하였을 때 TEM이 2%

와 반응하여 세포에 매우 강한 독성을 주는 hydroxyl radical

와 5% 첨가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6.9%와 31.0% 증가

로 전환되고, 세포 내 단백질, 세포막, DNA 등에 손상을 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주간 섭취한 후의 림프구에서는

어 세포의 노화와 괴사 등을 초래한다(28-30). 상황버섯의

상황버섯 첨가군과 대조군의 TEM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암 예방과 항암효과가 상황버섯 섭취로 인한 glutathione과

으며, 8주간 섭취한 동물에서는 2%와 5% 첨가군 모두 TEM

glutathione S-transferase의 활성 증가에 기인하며(31), 상

이 각각 대조군의 61.5%와 48.3%인 것으로 조사되어 DNA

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간세포에서 지질과산화물

손상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과 carbonyl 화합물의 생성이 감소하고, glutathione의 증가

상황버섯의 섭취가 초기에는 실험동물에게 산화스트레스를

와 함께 glutathione reductase와 GSH-Px 활성이 증가하여

주지만 장기간 섭취할수록 생체 항산화력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 내 ROS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DNA 손상이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7).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상황버섯은 생체 내 항산화 효소

H2O2로 산화스트레스를 가한 림프구(stressed lympho-

계의 활성을 유도함으로 체내 ROS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cytes)의 경우, 상황버섯을 2주간 섭취한 동물의 림프구에서

ROS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본 실험

는 TEM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

결과로는 ROS의 제거가 혈장과 간의 GSH-Px의 활성화에

나 상황버섯 2% 첨가 식이를 4주와 8주 동안 섭취한 군의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TEM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29%와 33% 낮은 것으로 조사

림프구 DNA 손상

되어 상황버섯의 섭취가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DNA 손상에

DNA 손상 정도는 생체의 산화스트레스 정도를 말해 주

대해 강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

는 매우 신뢰성이 높은 측정 지표이다. 상황버섯의 섭취가

투여가 catalase 활성을 유도하여 H2O2를 신속히 제거함으

림프구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식

로 생체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32), 상황버섯

이를 공급하고 2주와 4주, 그리고 8주간의 사육이 끝난 후

에서 분리한 Phellinsin A가 체내에서 superoxide anion을

채혈하여 림프구를 분리하고 comet assay로 림프구의 DNA

생성하는 xanthine oxidase의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손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손상 정도

하였으며(24), 상황버섯 추출물 자체는 돌연변이원성이 없

는 Tail extent moment(TEM＝tail length×% tail DNA)로
나타내었다. 분리한 림프구를 시기별로 이등분하여, 반은 상

으며 상황버섯은 강한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음을 Ames test

황버섯 섭취 자체가 림프구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

섯은 체내 ROS의 생성 억제와 항산화 효소계의 활성 유도를

사하기 위하여 림프구를 phosphate-buffered saline에 5분

통해 ROS를 신속히 제거하여 ROS에 의한 세포의 산화적

간 담구어 처리하였으며(unstressed lymphocytes), 나머지

손상을 방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 확인한 연구도 있다(33,34).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상황버

반은 상황버섯을 섭취한 동물의 림프구에 산화스트레스를
가한 후 DNA 손상에 대한 상황버섯의 DNA 손상 억제 정도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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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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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상황버섯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lipase 억제 활성과
항산화 활성을 in vitro에서 측정하고, 흰쥐에 고지방식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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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상황버섯 분말을 투여하여 지방소화효소 활성 저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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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한 지방 흡수 억제와 항산화 효과를 in vivo에서 관찰하였
다. 메탄올 추출물의 췌장 지방소화효소 활성 저해능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IC50가 각각 36.3 μg/

40

mL와 20.1 μg/mL로 나타났으며, DPPH 소거능은 비타민

20

C의 IC50인 18.3 μg/mL와 비슷하였다. 상황버섯 분말을 고지
방식이에 각각 2%와 5% 첨가한 식이를 공급하고 8주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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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ymphocyte DNA damage measured by the comet
assay in rats fed with Phellinus linteus (PL) powder in the
high-fat diet for 8 weeks.

육한 결과, 상황버섯 첨가로 인해 식이섭취량은 증가하였으
나 체중과 체지방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식이효율
은 낮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황버섯 섭취로
인해 지질의 흡수가 감소되어 분변으로의 지질 배설량이 증

김지현․손인숙․김정상․김기훈․권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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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혈장 지질의 경우, 상황버섯 첨가
군에서 혈장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간의 총 지
질과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9.

조사되었다. 혈장 GPT 활성은 상황버섯 2%와 5% 첨가군에
서 각각 대조군에 비해 43%와 45% 감소하였다. 혈장, 적혈
구 및 간의 항산화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 상황버섯의

10.

첨가로 T-SOD 활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GSH-Px는
간과 혈장에서 활성이 증가하였다. 실험식이를 공급하고 2
주, 4주 및 8주에 림프구를 분리하여 DNA 손상 정도를 측정

11.

한 결과, 상황버섯을 2주간 섭취한 후의 림프구 DNA 손상이
대조군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주간 섭취한 군에
서는 차이가 없었고, 8주에서는 DNA 손상이 억제되었으며

12.

2% 첨가군에서 DNA 손상 억제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림프구에 H2O2로 산화스트레스를 가하고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상황버섯 첨가군의 DNA 손상이 대조군에 비

13.

해 식이섭취기간에 비례해서 낮아졌고, 5% 첨가보다는 2%
첨가군에서 억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14.

결과들로부터, 상황버섯은 생체 내 항산화 효소계의 활성
유도와 산화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된 라디칼의 활발한 소거

15.

를 통해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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