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은 분류학상 고등균류 (Higher fungi)중 담자균아강

(Basidiomy-cotina)과 자낭균아강(Ascomycotina) 및

불완전균류(Imperfect fungi) 에 속하며 대사산물이 축적

된 자실체(fruiting body)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1). 자실체

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아미노산, 효소, 지방, 철분,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등과 같이 인체에 중요한 각종 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

이 즐겨 먹었고, 지방질이 적고 식이 섬유와 단백질이 풍부

한저칼로리식품으로알려져있다2). 

동양의학에서는 BC 3,000년경부터 질병의 치료에 버섯

류를 사용해 왔으며 Fungi로부터 penicillin(1929년)이 발

견된 후 천연의 항체 및 생리활성물질의 풍부한 자원으로

알려지기 시작하 다. 특히 지버섯(Ganoderma
lucidum), 표고버섯(Lentinus edodes), 흰목이버섯

(Tremella fuciformis), 말굽버섯(Fomes fomentarius),
말굽잔나비버섯(Fomitopsis officinalis) 등 많은 버섯류가

중국 및 한국, 일본, 슬라브 지역에서 수백년간 질병의 치

료에 사용되어왔다3). 현재 버섯의 특정성분 및 2차대사산

물의 생리활성물질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다음의표 1과같다. 

이러한버섯류는오래전부터식용으로섭취하 기때문에

안전하고 음식물로도 섭취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징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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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active compounds isolated from macrofungi4)

Main compound
group Example Medical potentiality 

Polysaccharides Grifolan Lentinan Schizophyllan
Immunomodulator Antitumor
Antiviral, Antimicrobial

Polysaccharide-
peptide

PSP PSK Antitumor 
Antiviral, Antimicrobial
Cytotoxic

Proteins Fips
Ganoderic acids
Ganoderiol 
Ganoderenic acids
Lucidenic acids

Immunomodulator 

Anti-HIV activity 
Antitumor 
Cytotoxic

Terpenoids Ganolucidic acids
Lucidumols 

Ganoderols 
Applanoxidic acids

Histamine release inhibitor
Antihypertension 
(ACE inhibitor) Anti-

inflammatory

Steroids Polyoxygenated  
derivates of  
ergosterol

Cytotoxic 
Antitumor 
Antibacterial

Fatty acids Linoleic acid 
Palmitic acid
Octadecanoic acid

Antimutagenic 
Antibacterial

Organic 
germanium 

Bis- -carboxyethyl
germanium 
sesquioxide

Antitumor 
Immunomodulator

Nucleotides Adenisine Platelet aggregate inhibition

Polyacetylenic
compounds

Biformyne, Agrocybin
Nemotinic acid 
Marasmin, 
Quadrifidins

As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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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생리활성물질은 자실체 이외에, 균사체, 포자 그

리고 배양액에도 존재한다. 이 중 면역증강 및 항암효과를

보이는 중요한 물질인 polysaccharide류, glycopeptide/

protein 복합물, proteoglycan류, protein, triterpenoid

류가 분리되었다. 이상과 같은 버섯의 생리활성물질을 이

용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기능성화장품의원료로도활용되고있다. 

이런점에서인류의건강유지를위하여버섯생리활성물질

을이용한산업화는버섯산업의활성화및건강기능식품및

화장품분야에도많은기여를할것으로판단된다.

Basidiomycetes 버섯류의 생리활성은 Lucas(1957)5)에

의해처음으로그물버섯(Boletus edulis)으로부터Sarcoma

S-180의 증식을 저해하는 물질을 분리하 고 1966년

Gregory6)는 200종 이상의 자실체와 7,000종의 액체배양

액을 이용하여 생리활성 물질을 분리하 다. 그 결과 22개

의 버섯으로부터 추출한 다당체가 동물 모델에서 항암효

과를 나타냈으며 50개의 배양액에서 3종의 암세포

Table 2. Source, type and bioactivity of some macrofungal polysaccharides

Fungi source References Polysaccharide source Type Main bioactivity

Grifola
frondosa

Inonots
obliquus
Agaricus
blazei

Flammulina
velutipes
Ganoderma
applanatum
Polypours
umbellatus
Clitopilus
caespitosus
Pleurotus
citrinopileatus
Trametes
robiniophila
Tremella
fuciformis

Tremella
aurantialba
Pleurotus
tuber-regium

Ganoderma
lucidum

Auricularia
auricula

Schizophyllum
commune

Cun et al., 1994;
Zhuang et al., 1994;
Zhuang, Mizuno, Ito,
Shimura, & Sumiya, 1993
Kim et al., 2005

Mizuno, 1992;
Mizuno, 1998

Zeng, 1990

Nakashima, Umeda, &
Kanada, 1979
Yang et al., 2004

Liang, Miao, &
Zhang, 1996
Wang, Hu,
Liang & Yeh, 2005
Zhang, 1995

Huang, 1982

Liu, Xie, Su, Han, &
Liu, 2003
Zhang, Cheung &
Zhang, 2001; Zhang,
Chiu, Cheung &
Ooi, 2006; Zhang,
Zhang, & Cheung, 2003
Miyazaki & Nishijima,
1981; Mizuno, 1997

Ukai et al,, 1983;
Ukai et al., 1982

Yamamoto, 1981

Fruiting body

Fruiting body,
mycelium
Fruiting body,
mycelium

Fruiting body,
mycelium
Fruiting body

Mycelium

Fruiting body

Fruiting body

Mycelium

Fruiting body,
mycelium, culture
both
Fruiting body,
mycelium
Sclerotium,
mycelium

Fruiting body,
culture broth

Fruiting body

Mycelium

Proteoglycan, glucan,
galatomannan, heteroglycan,
grifolana

Glucan

Glucan, heteroglycan, glucan
proetin Glucomannan-protein
complex
Glucan-protein complex,
glycoprotein
Glucan

Glucan

Glucan

Galactomannan

Proteoglycan

Heteroglycan

Heteroglycan

-D-glucan

Heteroglycan, mannoglucan,
glycopeptide

Glucan

Glucan, schizophyllana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viral, hepatoprotective

Antitumor,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tumor, antiflammatory, antiviral,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tumor,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tumor

Immunomodulating
hepatoprotective, anticancer
Hyperlipidemia, hyperglycemia,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decrepitude, anti-thrombus
Immunomodulating, hyperglycemia

Hepato-protective, anti-brease cancer

Hyperglyemia,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oxidative,
anti-decrepitude
Hyperglycemia,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flammatory,
antiradiative
Anti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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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Fungi source References Polysaccharide source Type Main bioactivity

Hericum
erinaceus

Lentinus
edodes

Sclerotinia
sclerotiorum
Polystictus
versicolar

Pleurotus
ostretus
Morchella
esculenta
Omphalia
lapidescens
Phellinus
linteus
Armillariella
tabescens
Dictyophora
indusiata
Peziza
vericulosa
Tricholoma
mongolium
Cordyceps sp

Kawagishi, Ando, &
Mizuno, 1990; Mizuno, 
1992; Mizuno, 1998
Chihara, 1969;
Chihara et al., 1970;
Hobbs, 2000
Palleschi, Bocchinfuso,
Coviello, & Alhaique, 2005
Cui & Chisti, 2003

Solomko, 1992

Duncan et al., 2002

Saito, Nishijima, Ohno,
Yadomae, & Miyazaki, 1992
Kim, Choi,
Lee, & Park, 2004
Kiho, Shiose,
Nagai, & Ukai, 1992
Hara et al., 1991

Mimura, Ohno,
Suzuki, & Yadomae, 1985
Wang, Ooi, Ng,
Chiu, & Chang, 1996
Hsu, Shiao, Hsieh, &
Chang, 2002

Fruiting body,
mycelium

Culture broth,
fruiting body

Sclerotium

Fruiting body,
culture broth,
mycelium
Fruiting body

Fruiting body

Fruiting body

Fruiting body

Mycelium

Fruiting body

Fruiting body

Fruiting body

Fruiting body,
mycelium, culture
broth

Heteroglycan, hetero-
glycanpeptide

Mannoglucan, polysacchairde-
protein complex
glucan, lentinana

Glucan, scleroglucan (SSG)a

Heteroglycan glycopeptide,
krestin (PSK)a

Glycoprotein

Heteroglycan

Glucan

Glucan

Heteroglycan

Heteroglycan,
mannan, glucan
Proteoglycan, glucan

Glucan

Glucan, heteroglycan

Hyperglycemia, immunomodulating,
antitumor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viral

Antitumor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radiative, hyperglycemia,
antiflammatory
Antitumor, hyperglycemia,
antioxidant
Hyperglycemia, antitumor

Antiflammatory,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tumor

Antitumor, hyperglycemia

Immunomodulating, antitumor

Antitumor

Antitumor, immunomodulating,
antitumor, hyperglycemia

Fig. 1. Mechanism of antitumor activity of lentinan as a   β-D-glucan. Mar, Marcrophages; TL(H), T-lymphocyte(helper); 
NK, natural killer cells; IL-1, 2 and 13, interleukin; 
CFS, colony stimulating factor; BL, B lymphocyte;
MAF, marcrophage activating factor
PC-TL, precytolytic T lymphocyte; 
CTL, cytolytic(cytotoxic) T-lymphocyte



(Sarcoma S-180, adenocarcinoma 755, leukemia L-

1210)에대해저해를나타냈다. 그후 지버섯(Ganoderma
lucidum), 복령(Poria cocos), 표고버섯(Lentinus
edodes), Coriolas versicolor,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목이버섯(Auricularia auricula-judae) 등으

로부터 항암활성을 가지는 다당체를 분리하 다. 지난 30

년 동안 연구되어진 28종 버섯의 다당체들은 다음의 표 2

와 같다7). 이들 중 면역증강 및 항암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상업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schizophyllan과 lentinan,

grifolan, krestin(polysaccharide-peptide complex),

PSK(polysaccha-ride- protein complex)가 있다. 이러

한 버섯 추출물들은 다당체에 단백질이나 peptide가 결합

되어있거나다당체의 1차및고차결합구조에 따라항암활

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8). 대부분의 다당체들은 항암

작용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특이성 활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활성물질의 결합상태도 불명확하

다. 표고버섯의 다당체 추출물인 lentinan의 면역증강을 통

한항암작용은다음의그림 1과같다4). 

관절염은 매우 흔한 만성질환으로 국의 경우 50명 중

1명이류머티스관절염을앓고있고, 통풍은200명중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으로 Diclofenac, Indomethacin

등의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NSAIDs는 `Cyclooxygenase

(COX)를 저해함으로써 arachidonic acid가 prosta-

glandin으로 전환되는 염증발생 과정을 차단할 수 있다. 그

러나, COX는 COX-1과 COX-2의 서로 다른 아형이 존재

하며, 기존 NSAIDs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저해하

기 때문에 위장관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어 선택적 COX-2 저해제가 신약이 출시되고

있다. 통풍도 염증성 질환으로 요산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

아 체내에 축적되면서 결정화되면서 염증이 유발되는 질

병이기 때문에 요산의 배출 촉진제나 요산의 생합성을 저

해하는 Xanthine oxidase(XO) 등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XO 저해제로는

Allopurinol이 유일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루뻔 버섯

(Inonotus sp.)에서 분리, 정제한 Inotilone은 COX-2와

XO 효소모두를저해하여관절염과통풍치료효과가있으며

기존 치료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9). 그밖에 관절염

및통풍예방효과를보이는버섯류는표 3과같다.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이 항고혈압활성을 나타내었고,

비늘버섯 자실체추출물에서 ACE 저해활성을 나타내는

414 Da의 pentapeptide (IC 50 : 0.45mg)를 분리하 으

며새송이버섯도항고혈압활성을나타내었다.

혈전증은 활성화된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시켜 중합체를 형성하여 생성되는 혈전에 의해 동맥

경화 등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혈소판 응집 억제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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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 관절염 및통풍 치료효과를보이는 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Inonotus sp. (시루뻔버섯) Inotilone 관절염 및통풍치료 9

Phelinus linteus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 통풍예방 10

Fomes omentarius (말굽버섯) 유기게르마늄 항관절염 11

표표 4. 항고혈압 활성을보이는 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Phelinus linteus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 항고혈압활성 12

Pholiota adiposa (비늘버섯) 자실체추출물 ACE 저해활성 13

Pleurotus eryngii (새송이버섯) 열수추출물 항고혈압활성 44

표표 5. 혈전용해 및혈소판 응집억제활성을 보이는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Pholiota sp. (비늘버섯) 물, 에탄올 추출물 혈전용해 활성 14

nonotus obliquus (차가버섯) 에탄올추출물(314 Da peptide) 혈소판 응집저해 13

Ganoderma lucidum ( 지버섯) triterpene 혈소판 응집조절 15

Armillaria mellea (뽕나무버섯) 혈전분해효소생산 16

Pisolithus tinctorius (모래밭버섯) 자실체 추출물 혈전용해활성 17



전 용해활성을 가진 버섯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당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발병 예측환자

혹은 미인지 상태를 포함할 경우 약 400만명 이상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약 85% 이상이 인슈린 비

의존성 환자로 노령화 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당

뇨환자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당

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여 만성 합병증을 개선 또는 지

연시키기 위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버섯류 중

에서혈당강하효과를보이는버섯류는다음의표6과같다.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인 HIV는 T 임파구속에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어서, 자기의 RNA정보를 사람의 임파구의

DNA에 전사하여 T 임파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인체의 면

역체계를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HIV 역전사 효소

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함유한 버섯류와 인플루엔자

등 기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버섯류는 다음의 표

7과같다.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거나 nerve growth factor(NGF)

합성을 자극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및그추출물에대해표 8에나타내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질대사 개선

이나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그리고 항 비만 효과를 보이는

버섯은다음의표 9와같다.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인체 내 대

사과정에서 발생되는 free radical을 제거하여 항암 등의

효과를나타내는버섯류는다음의표 10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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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6. 항당뇨 활성을보이는 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Lentinus edodes (표고버섯) -glucan 항당뇨활성 18

Phelinus baumii exopolysaccharides (EPS) 항당뇨활성 19

Inonotus obliquus (차가버섯) 균사체추출물 항당뇨활성 20

Lentinus edodes (표고버섯) 다당체 항당뇨활성 21

Paecilomyces japonica (눈꽃동충하초) 균사추출물 항당뇨활성 22

Fomes omentarius (말굽버섯) 유기게르마늄 항관절염 11

Grifola frondosa (잎새버섯) 열수추출후 EtOH추출 항당뇨 활성 23

Tremella fuciformis (흰목이버섯) 에탄올추출다당체 항당뇨 활성 24

Elfvingia applanata (잔나비걸상버섯) 자실체, 균사체추출물 혈당저하 61

Phellinus glivus (마른진흙버섯) 자실체추출물 -glucosidase 활성억제 64

표표 7. 항 바이러스및 HIV 역전사효소 활성저해를 보이는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Cordyceps militaris (번데기동충하초) cordyceptin(3'-deoxyadenosine) antivirus 25

Russula paludosa 열수추출물 HIV-1 억제 26

Inonotus obliquus (차가버섯) Anti-influenza,에이즈에효과 27

Microphorus affinis 자실체메탄올 추출물 Anti-influenza활성 28

표표 8. 알츠하이머병 억제효과를 보이는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Polyozellus multplex (까치버섯) 에탄올추출물-Kynapin-12, 13, 
24, 28 테레포린산

노화방지, 치매치료 및
성인병예방

29

Daldinia concentrica (콩버섯) 자실체메탄올추출물 뇌신경세포보호활성 30

Hericium erinaceum (노루궁뎅이버섯) Hericenone A-F(자실체), 
Erinacines A-I(균사체)

알츠하이머병억제 31



이외에 항균작용, 전립선비대증 치료, 진통완화, 간 독성

해독, 헬리코박터균 위벽부착 억제, 유산균 증식 촉진, 소

화효소제등으로활용가능한버섯은표 11과같다. 

액체배지나 고체배지에 기능성 소재나 기능성 성분을 함

유한 원료를 첨가하여 균사체 및 자실체를 생산하게 되면

그 기능성 성분이 버섯으로 전이되어 높은 기능성을 갖는

버섯을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표

12). 즉, 칼슘 및 세레늄, 게르마늄 등의 무기질을 첨가하

여 기능성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버섯 자실체가 개발되었

고, 은행잎 및 마늘추출물, 인삼엑기스 등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그 약효 성분이 자실체로 전이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성이 추가된 버섯이 개발되었다. 그 외에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GABA 함량이 높은 버섯, 그리

고 항암 및 비만예방 효과가 있는 CLA가 함유된 균사체

등이연구되어있다.  

버섯의기능성을활용하여식품원료및일반식품류에활

용하여 산업화 하거나 연구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주로 항암 및 면역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버

섯 이외에 지버섯, 잔나비걸상버섯, 동충하초, 차가버섯,

신령버섯, 구름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버

섯 등을 활용하여 쌀 등의 곡류에 균사체를 배양한 기능성

쌀의 제조와 주류 및 음료류, 숙취제거제, 과자 및 빵류, 국

수류, 된장등의장류, 두부, 요구르트등에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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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9. 비만 및지질대사 개선, 콜레스테롤저하 효과를보이는 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Pleurotus eryngii (새송이버섯) 분말 지질대사개선효과 32

Phelinus linteus (상황버섯) 메탄올추출물 지질대사개선효과 33

Inonotus obliquus (차가버섯) 체내지질농도개선 34

Inonotus obliquus 자실체 발효추출물 혈중지질농도저하 35

Agaricus blazei 액체배양액 지질대사촉진 36

Coriolus versicolor (구름버섯) 액체배양액 지질대사촉진 37

Gyrophora esculenta (석이버섯) 자실체 분말 혈청및 간콜레스테롤 저하 38

Rhizopus microsporus SOD 지질분해 39

Flammulina velutipes (팽이버섯) 건조분말 콜레스테롤저하기능 40

Fomitopsis pinicola(Fr.)Karst .(소나무잔나비버섯) 추출물 비만예방효과 41

Ganoderma lucidum ( 지) 분말 항비만효과 42

표표 10. 항산화작용을보이는 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Sarcodon aspratus (능이버섯) diketopiperazine 계화합물 항산화활성 43

Pleurotus eryngii (새송이버섯) 에탄올추출물 항산화활성 44

Pholiota sp. (비늘버섯) 물 & 에탄올 추출물 항산화활성 45

Lentinus edodes (표고버섯) 부탄올 추출물 항산화활성 46

Phelinus linteus (상황버섯) 에탄올추출물 항산화효과 47

Ganoderma lucidum ( 지버섯) diethylether 및부탄올 추출물 항산화활성 48

Agaricus bisporus (양송이) 부탄올 추출물 항산화활성 48

Inonotus xeranticus (기와층버섯)
methylinoscavin D & 3,4-
dihydroxybenz-aldehyde 항산화활성 49

Inonotus obliquus (차가버섯)
4-(3,4-dihydroxy-ph enyl)-
but-3-en-2-on 항산화활성 50

Paxillus panuoides (은행잎우단버섯)
메탄올 추출물 - 
leucomentin-2,4 및 6

지질과산화 저해효과
(항산화)

51

Inonotus xeranticus (기와층버섯) inoscavin A, B 활성산소소거 52

Stereum osteum (갈색꽃구름버섯) stearin A, B 활성산소소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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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1. 기타 생리활성을보이는버섯

사용버섯 활성물질 생리활성 참고문헌

Ganoderma lucidum ( 지)
ganodermin antifungal protein 53

메탄올추출물 전립선비대증 치료 54

Pleurotus ostreatus (애느타리버섯) 메탄올추출물 항균활성 55

Schizophyllum commune (치마버섯) 다당체 상처치유효과, 항균, 항염효과 56

Coriolus versicolor (구름버섯)
균사체추출물 항균활성 57

polysaccharo-peptides 진통완화효과 58

Hericium erinaceum 

Elfvingia applanata (잔나비걸상버섯)

수용성물질 항암, 항균활성, 면역활성 59

자실체메탄올 추출물 B(a)P에 의한간독성해독 60

자실체및균사체 추출물 Glutathione-S-transferase 활성증가 61

Auricularia auricula-judae (목이버섯) 다당류추출물 헬리코박터균의 위벽부착억제 62

Tylopilus neofelleus (제주쓴맛 그물버섯) tylopeptin A, B 항균활성 (G(+) 선택적작용) 63

Lentinus edodes (표고버섯) trehalose 유산균증식촉진 65

Agrocybe aegerita (버들송이버섯) 균사체 식용단백질생산 66

Sarcodon aspratu (능이버섯) protease 소화효소 67

표표 12. 기능성 소재전이 버섯

사용버섯 기능성소재 참고자료

새송이버섯

칼슘첨가배양 약 6배
Calcium 증가

Lee, Nanhee et al., 2006. Calcium absorption by the fruitbody of
Saesongi(Pleurotus eryngii) mushroom,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15 : 308-311

인삼엑기스
인삼엑기스를 이용 재배한 새송이 버섯, 박칠동, 특허출원10-2005-
0063015

팽이버섯

마늘추출물로배양 마늘을 이용한 기능성 팽이버섯의 재배용 배지 조성물 및 팽이버섯
재배방법, 조계연, 특허출원 10-2002-0071590

인삼엑기스
인삼(홍삼 포함)엑기스를 이용 재배한 기능성 팽이버섯 배지 조성
물, 이남교, 특허출원 10-2005-0059513

표고버섯
자외선조사에 의한
비타민 D2 함량증가

자외선을 조사하여 비타민 디의 함량을 증가 시킨 표고버섯의 제조
방법, 조은경등, 특허출원 10-2002-0025172

지버섯
크롬, 셀레늄, 
게르마늄(균사체)

고함량의 미량 무기물이 함유된 버섯균사체를 포함하는 당뇨병 치
료용음료, 송재만, 특허출원 10-2001-0035250

표고,팽이, 목이,
상황, 노루궁뎅이, 
동충화초,등

은행잎
은행잎배지에 버섯균사체를 배양해서 그 배지와 버섯균사체로부
터 엑기스를 추출하는 방법 및 그 산물, 임정준, 특허출원, 10-2005-
0035683

버들송이 미네랄
미네랄을 함유하는 버들송이버섯의 재배방법 및 그 부산물을 이용
한비료, 김성준 등, 특허출원 10-2005-0012551

상황버섯 유기셀레늄
버섯을 이용한 유기셀레늄 함유 농작물의 재배방법, 김성준 등, 특
허출원 10-2004-0099915

동충하초, 상황,
신령등

GABA GABA이 강화된 버섯배양물의 제조방법, 이인경, 특허출원 10-
2005-0060009

신령, 먹물, 
느타리버섯

CLA 생산 CLA 생산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버섯 균사체 및 배양물, 김정옥,
특허출원 10-2000-0042024

손바닥선인장 손바닥 선인장을 이용한 버섯균사체의 대량 배양 및 그 버섯균사
체, 김세재등, 10-2003-00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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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3. 기능성버섯의 식품원료및 일반식품류에 활용

식품 사용 버섯 참고자료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상황버섯, 지버섯, 
잔나비걸상버섯, 
동충하초, 차가버섯 등

각종버섯의자실체또는균사체로부터얻은추출물을함유한기능성
소주 및그 제조방법, 광학원,  특허출원 10-2004-0006934

상황버섯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효소 활성을 갖는 균사체를
알코올 음료 또는 주류 생산에 사용하는 방법 및 그 균사체, (주)천
년약속, 특허출원10-2006-0080835

숙취해소 음료

말굽버섯
말굽버섯 추출물을 응용한 기능성 숙취해소용 음료의 제조 방법과
그 제품, 신용달, 특허출원 10-2004-0032873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추출물을 함유하는 음료원료의 제조방법, 내츄럴커뮤
니티신약(주), 특허출원10-2001-0015031

음료, 과자, 
주류, 빵 등

지버섯
지버섯을 이용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 장석수 등, 특허출원 10-

1999-0030157

차가버섯
차가버섯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 김풍년등 , 특허출원10-2003-
0005540

말굽버섯
말굽버섯 추출물을 응용한 기능성 항 당뇨, 식음료 제조방법과 그
제품, 신용달, 특허출원 10-2003-0069748

곡류

말굽버섯
말굽버섯을 응용한기능성 게르마늄쌀과 그제조방법,신용달, 
특허출원 10-2004-0094391

동충하초, 상황버섯 약용버섯류의 균사체를 배양한 기능성 쌀의 생산방법, (주)덕승바
이오, 특허출원 10-2001-0058344

노루궁뎅이버섯
노루궁데이버섯자실체추출물을함유하는기능성쌀및그제조방법,
(주)뉴트리바이오, 특허출원 10-2001-0074966

곡물

송이버섯
송이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곡물 및 그 제조방법, (주)에코웨
이브텍, 특허출원10-2002-0033726

상황버섯
상황버섯균사가 배양된 곡물 제조방법, 김 길, 특허출원10-2004-
0003486

국수 등면류

표고버섯
표고버섯 추출물을 이용한 국수 및 그 제조 방법, 장흥군 등, 특허출
원 10-2005-0014807

차가버섯
차가버섯 및 차가버섯 분말, 뽕잎분말을 첨가 한 냉면제조, 박 환,
특허출원 10-2004- 0052792

장류

상황버섯
상황버섯자실체 추출물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면역 증강활성용
기능성 된장, 서진피엘텍(주), 특허출원 10-2004-0036050

지버섯, 상황버섯, 
눈꽃동충하초 등

버섯 청국장 및 그 제조방법, (주)코시스 바이오, 특허출원 10-2004-
0069802

비스켓 등 팽이버섯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을 갖는 음식물의 제조 방법, 롯데제과, 특허
출원 10-1991-0002 267

요구르트 느타리버섯 등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요구르트 및 그 제조방법, 신갑균 등, 특허출
원10-2000-00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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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두부의 제조방법(차가버섯 추출물 이용), 박상재, 특허출원
10-2004-0014635

프리믹스 말굽버섯
말굽버섯을 응용한 기능성 항당뇨 프리믹스 제품과 그 제조방법,
황용만, 특허출원 10-2004-0094386



'Cosmeceutical', 즉 Cosmetic(화장품)과 Pharmaceutical

(의약품)의합성어로,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기능성화

장품을뜻하는피부의미백및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Cosmeceutical'

이라 불리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접목 역에 속하는 제품

군들의 법적 기준과 규제들은 국가적으로 차이가 있다(화

장품법 제 2조2항).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은 미용 효과뿐

만 아니라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향을 주고 치료, 예방

작용을하는화장품으로해석되어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전세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2001년

28억 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15% 성장하여 2006년에는

약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Data monitor,

2006). 

기능성화장품의연구는주로피부미백과 항노화등에관

한 연구로 세포독성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물질을 개발하고자 천연물과 약용식물을 대상으

로 상당히 유용한 성과를 얻고있다(Chung et al, 1997).

연구에 사용된 천연물질들은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

지고 있어, 건강식품의 형태로 섭취될 수도 있지만 화장품

에 응용함으로써 미백 및 자외선 차단, 항노화, 항균, 항염

등의다양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Park,1999).

최근에는 화장품분야에서도 버섯류가 새로운 천연소재

로 주목을 받고 있어, 기능성화장품에서 여러 가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Schizophyllum commune (치마

버섯)은 버섯내의 다당체가 보습화장료로 알려져 있으며

(Lee, 2005), Grifola frondosa(잎새버섯) 는 식약용으로

항암, 콜레스테롤 저하, 항균, 비만 치료, 이뇨작용 등에 효

과가 있는 버섯이면서, 화장품에서는 잎새버섯의 다당체

를 이용한 피부 보습, 자극완화 그리고, 광노화 억제의 효

과,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Lee et al, Sim ,2005). 자작

나무의 수액으로 자라는 Inonotus obliquus (차가버섯)은

피부 노화 방지용 화장료와 미백 화장료로 사용 되고 있다

(Choi et al,2005), (Han, 2005). 또한 Dictyophora
echinovolvata(망태버섯)은 천연방부제로서 피부염증억

제, 피부 안정면에서 효능과 안전성 효과가 있으며(Chun,

2004), Agaricus blazei (아가리쿠스버섯)은화장품에적

용함으로써 항암, 면역증강, 생체 항산화 작용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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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4. 화장품이용 버섯류

사용버섯 작용 물질 효능

1. 버들송이(Agocybe cylindracea)
6-hydroxyindol-3-
carboxyaldehyde 미백 (Tyrosinase 저해, Melanin생성억제)

2.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복합항산화물질 미백, 자외선차단제인 Leucomelanin 형성 촉진

3.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물및 용매추출물 피부손상방지, 미백효과

4. 치마버섯 (Schizophyllum commune Fr.) 
-1,6-branched-

-1,3 -glucan) 보습

5. Agaricus blazei Muril 물및 용매추출물 항 부종 (피부노화억제)

6.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균사체추출물, 
다당체(GF-glucan)

피부세포증식 및콜라겐생성 촉진, 멜라닌생성억제
(피부노화및 미백효과), 보습

7. 노루궁뎅이버섯 (Hericium erinaceum) 물추출물
피부세포증식 및콜라겐생성 촉진, 멜라닌생성억제
(피부노화, 미백효과)

8. 차가버섯 (Inonotus obliquus) 자실체및 균사체추출물 elastase 및 collagenase 활성억제, collagen합성촉진을
통한 주름개선

9. 석이버섯(Umbliicaria escuenta Minks) 물및 용매추출물 cyclooxygenase활성억제를 통한항염작용

10. 전복느타리버섯(Pleurotus abalonus
비늘버섯(Pholiota squarrosa) 
단추버섯(Onnia orientalis) 
먼지버섯(Astraeus hygrometricus) 
느타리속(Pleurotus nebrodensis)

자실체추출물 항산화작용 및 melanin 생성억제를 통한미백작용

11.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provitamin D2 보습 및노화방지

12. 흰구름버섯(Coriolus hirsutus) 균사다당체, 추출물 melanin 생성억제(미백작용)

13. 망태버섯(Dictyophora echinovolvata) 용매추출물 주름방지, 천연방부제 및피부염증 억제



셀레늄의 효과를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화장료

의 조성물로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05). Phellinus
Linteus(상황버섯)은 항암, 그리고 피부 주름 방지 효과,

기미, 주근깨 개선 등의 미백 효과, 항여드름, 항산화효과

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 (Lee, et al, 2002)(Kim et al,

2002), 그 외 Cordyceps sp.(동충화초), Coriolus
hirsutus (흰융털구름버섯)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약용으

로 사용하는 버섯들 중에서 주름과 미백 효과를 보이고 있

는 버섯들이 알려지고 있다. (Lee et al, 2005). 이외에 화

장료의기능성소재료연구된버섯류는표 14와같다.  

닭과 돼지를 포함하는 가축류 및 해수 및 담수어 등의 면

연력을 증가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버섯 및 상황버섯 박을 이용한 사

료첨가제68) 및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아가리쿠스

등 인체에 면역활성을 보이는 버섯의 균사체 추출물을 이

용한기능성사료69)등이연구되어져있다.  

노루궁뎅이버섯 및 운지버섯, 치마버섯, 또는 큰느타리버

섯 등 내염성 버섯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

는방법이알려져있다70). 

1989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CI,)의 piason 박사에 의

해 명명된 designer food라는 새로운 식품군은 암 예방을

목적으로 design된 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

으며 1990년에 NCI를 중심으로 한 designer food

program이 발족되었다. 이 계획 중에 약 40여종의 식용식

물군이 발표 되었으며 여기에는 주로 향신료 및 과일, 채

소, 곡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

되어있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경우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중국, 일본과 같이 다양한 버섯을 섭취한 식경험이 부족

하며 버섯류의 항암성에 관한 연구도 주로 동양권에서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 왔기 때문에 암 예

방식품으로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버섯류가

앞으로는가장중요한암예방및억제식품류에포함될것

으로 판단되며 특히 버섯의 생리활성 기능 중에서 면역증

강및항암에관심이집중될것으로생각된다.  

현재개발되어시판되고있는면역증강및항암제품이외

에 국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혈행개선 및 건강증진 및

유지 목적으로 지 및 운지, 표고버섯 균사체 및 자실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 차 후 산업

화가 가능한 제품류로 다음의 제품류가 가능하리라 사료

된다. 

(1) 관절염등의염증치료제

(2) ACE 저해활성을가진고혈압예방및치료제

(3) 혈전 용해 및 혈소판 응집억제, 지질대사 개선 등을

통한혈액순환개선제

(4) 혈당저하를통한항당뇨제

(5) 항바이러스제

(6) 치매예방및뇌신경보호제

(7) 항산화력을이용한노화억제제등

생리활성성분을배지에첨가하여균사체및자실체로전

이시킴으로써 새로 운 기능성을 갖는 버섯류를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개발가능한식품류 는다음과같다. 

(1) 칼슘, 게르마늄, 셀레늄과 같은 생리활성 미네랄 함

유버섯

(2) GABA 및 CLA 등이다량함유된균사체및자실체

(3) 은행잎및인삼등의생리활성성분이전이된자실체

(4) 아토피 및 비만 예방 또는 성장촉진 물질을 함유하는

버섯또는전이버섯등

(1) 회복기환자를위한병원식및환자식

(2) 노화및치매억제를위한노인식

(3) 청소년용두뇌발달및성장촉진식품등

(1) 사료곡물에균사체배양을통한면역증강사료

(2) 애완동물용질병예방방지사료첨가제등

(1) 피부노화, 미백, 주름억제용기능성화장품소재

(2) 신경독을이용한주름제거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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