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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일반적인 균류와 다르게 대형 자실체를 이루는 것

이 큰 특징으로 대부분이 담자균류와 자낭균류에 속하는 

고등균류이다(Kim 등, 2003).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이용

되고 있는 버섯류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느타리 및 표고, 양송

이, 송이버섯 등이 있으며 1965년경부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장려정책으로 인공재배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영양학적

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Yang 등, 1996). 그리

고 다양한 버섯들로부터 면역증강 및 항암, 항바이러스, 항

당뇨, 항혈전, 항고혈압 등의 생리활성 효과가 밝혀져 건강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다

(Hong과 Kim, 1988). 이처럼 버섯류는 기호식품 및 기능성 

식품으로의 제품화할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소재라 할 수 있

으며 담자균류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수종의 담자균류

로부터 분리한 물질의 항균성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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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성분확인 및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Bose, 1955). 맛버섯(Pholiota nameko)은 일

명 나도팽나무버섯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봄부터 가을에 걸

쳐 활엽수의 고목, 죽은 가지, 그루터기 위에 다발 발생하는 

목재 갈색 부후성 버섯으로, 한국 및 일본, 중국, 북아메리

카 등 북반구 일대에 분포한다(박과 이, 1999). 분류학적으

로 주름버섯목(Agaricales), 독청버섯과(Strophariaceae), 

비늘버섯속(Pholiota)의 일종으로 갓표면에서는 인피와 점

성이 있어 “나메꼬”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갓의 지름이 

2-5cm, 대는 지름 1-1.6cm, 길이 4cm이며 식용 및 약용으

로 쓰이는 버섯이다(Lee, 1982). 맛버섯은 현재 국내에서 일

부 재배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네 번째로 소비가 많은 버섯

으로 맛버섯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우

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재배방법에 대한 연구(차 등, 2003)가 

로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맛버섯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품종 개량중인 맛버섯 10계통을 사용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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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from 10 different strains of 
Pholiota nameko. In addition, the β-glucan and polyphenol contents from these strains were also measured. Total polyphenol contents 
from all the strains were more than 40 mg% with the highest content of 61.50±0.59 mg% and β-glucan contents were 30% with the 
highest content of 37.20±1.12%.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ies on α-amyloglucosidase activity and nitric oxide production were 
13.78±0.56% and 56.59±7.11%, respectively. However, ethanol extracts from all the strains have little effects on DPPH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rates and the activity of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The cytotoxic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all the strains on 
A549 cell was shown upto 30% with the highest effect of 47.96±8.46% treated at 1 mg/m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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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원에서 재배한 10계통으로 M-900, M-1495, M-1528, 

M-1548, M-1630, M-1690, M-2444, M-3959, M-4018, 

M-4019의 자실체를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버섯 자실체를 동결건조시켜 분쇄한 후 건조 시료 20배

(v/w)의 80% ethanol을 가하여 상온에서 48시간 추출한 

후 흡입 여과하였고, 여과액을 감압 농축하여 에탄올 추출

물을 제조하였다.

Polyphenol 함량분석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Folin-Denis(Swain 등, 

1959)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를 10 mg/mL로 증류수에 

녹인 다음 0.1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 USA) 0.5 mL를 첨가한 후, 혼합하여 3분간 실온에

서 방치하였다. 여기에 20% Na
2
CO

3
 1 mL를 가하여 혼합하

고 증류수를 8.4 mL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75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3100 

pro, Amersham Biosciences, Sweden)를 이용해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gallic aicd(Sigma, 

USA)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β-glucan 함량 측정 

베타글루칸 함량은 BETA-GLUCAN kit(Megazyme, 

Ire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β-glucan의 함량은 

total glucan과 β-glucan의 당 함량을 구한 후, 두 개

의 당 함량 차이로 β-glucan을 측정하였다. 즉, 시료 100 

mg에 37% 염산 1.5 mL를 첨가하여 100℃에서 2시간 동

안 가수분해 시킨 후 2 N KOH를 이용하여 pH를 조정하였

다. 가수 분해액을 200 mM의 sodium acetate buffer(pH 

5.0)로 희석한 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100 uL을 취하여 exo 

1,3-β-glucanase와 β-glucosidase를 첨가한 후 glucose 

determination reagent(Megazyme, Ireland)를 첨가하고,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lucan과 glucan 이

외의 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α-glucan의 당함량은 시료

에 2 M KOH를 넣고 20분간 얼음이 채워진 수욕에서 반

응 후 1.2 M sodium acetate buffer(pH 3.8)를 첨가하고 

amyloglucosidase와 invertase 를 넣고, 새 튜브에 옮겨 

GOPOD reagent 3 mL를 넣어 40℃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β-glucan 함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otal glucan(%w/w) = △E × F/W × 90

α-glucan(%w/w) =  △E × F/W × 90 (final volume 

100 mL)

β-glucan = Total glucan – (β-glucan)

△E = reaction absorbance – blank absorbance

F =  100/GOPOD reagent absorbance for 100ug of 

D-glucose standard

W = weight of sample

전자공여능 측정

DPPH 소거능 실험은 Blois의 방법(Blois, 1958)에 따라 

99.9% methyl alcohol에 녹인 0.05 mM DPPH solution 3.9 

mL에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10 mg/mL) 0.1 mL를 넣고 

10초간 혼합한 후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ascorbic acid(1 mg/mL)를 사용하였으며, DPPH 

소거능은 다음과 같이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

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s scavenging activity(%) = {1-(시료 첨

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 흡광도)}×100

아질산염 소거능

맛버섯 추출물의 nitrite scavenging activity는 Gray와 

Dugan의 방법(Gray와 Dugan, 1975)에 따라 시료(10 mg/

mL)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한 뒤 0.1 N 

HCl로  pH 1.2가 되게 조절한 후 총량이 10 mL가 되도록 조

절하였다.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반응액 1 mL을 

취해 2% acetic acid 5 mL 및 30% acetic acid로 제조한 

Griess시약(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 = 1:1 

혼합액) 0.4 mL와 혼합하였다. 이 혼합액을 상온에서 15분 

간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 소거율을 계산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시약 대신 

동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측정하였으며 positive control은 

ascorbic acid(Sigma, USA) 1 mg/mL 를 사용하였다.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1-(A-C)/B)×100

A: 1 mM NaNO
2
 용액에 시료용액을 첨가하여 1시간 방

치 후의 흡광도

B: 1 mM NaNO
2
 용액의 흡광도,   C: 대조구의 흡광도

세포 독성 시험

세포 독성 실험은 Kotakenara 등(2001)의 방법에 따라 

1% streptomycin(Welgene, Korea)과 10% fetal bovine 

serum(Welgene, Korea)을 포함하는 RPMI-1640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Welgene, 

Korea)배지를 사용하였으며, 세포주는 A549(폐암세포) 및 

HT-29(대장암세포), HeLa(자궁경부암세포), NIH3T3(정상

세포)를 사용하였다. 즉 1×104 cell/mL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37℃, 5% CO
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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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의 시료를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배지 200 uL를 첨가

하였다. 다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 시약을 

분주하여 4시간 후 ELISA microreader(Biorad, CA)를 이용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Positive control은 Dimethyl 

sulfoxide(DMSO, Sigma, USA) 1 mg/mL를 사용하였다.

ACE 저해활성

고혈압 발생 원인물질을 생성하는 angiotensin conver-

ting enzyme(ACE) 활성저해 효과는 Cushman과 Cheung 

의 spectrophotometric assay 방법(Cushman과 Cheung, 

1971)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즉, 0.1 M NaCl-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로 용해한 12.5 mM HHL(Hip-Hip-

Leu, Sigma, USA) 기질 100 uL에 시료(10 mg/mL) 5 uL를 

첨가하고 0.1 M NaCl-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 

45 uL를 가한 후 37℃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ACE enzyme은 

1 g의 rabbit lung acetone powder(Sigma, USA)에 0.1 M 

NaCl-0.1 M sodium borate buffer(pH8.3) 40 mL을 가해 

4℃에서 24시간 교반한 후 4℃, 10,000×g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5분간 반응 후 효소용

액 150 uL를 혼합하여 37℃ incubator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0.5 N HCl 250 uL로 효소반응을 정지시켰다. 여기에 1.5 

mL의 ethylacetate를 첨가한 후 1분 이상 충분히 혼합하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 1 mL을 취해 

120℃ dry oven에서 20분간 ethylacetate를 완전히 제거하

였다. 잔유물을 1 M NaCl 1 mL로 용해하고 228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positive control은 captopril(Sigma, 

USA) 10 ug/mL를 사용하였다.

항당뇨 활성

α-1,4 및 α-1,6 글루코시드결합을 분해하는 효소인 α-

amyloglucosidase(Sigma, USA)를 사용하여 버섯 추출물

이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단당류의 소화흡수를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 간접적인 항당뇨 활성을 측정하였다. 

즉, α-amyloglucosidase를 50 mM sodium acetate(pH 

5.0)로 희석하고 기질로 20 mg/mL의 maltose용액을 사

용하였다.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10 mg/mL) 100 uL 와 

α-amyloglucosidase 100 uL를 넣고 37℃에서 10분간 

pre-incubation후 동량의 기질을 첨가한 후 1시간 반응

시키고 0.2 M NaOH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다음 

0.2 M acetate를 첨가하여 중화시켰다. 그리고 DNS(3,5-

dinitrosalicylicacid) 환원당 정량법에 의하여 동량의 DNS를 

넣고 90℃에서 10분간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 후 40% 

potassium sodium tartrate 1 mL를 첨가한 다음 57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반응 후 생성되는 유리 glucose양

을 측정하여 α-glucoamylase의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acarbose(10 mg/mL)를 사용하였다.

항염 활성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Sigma, USA)를 RAW 

264.7 cell에 처리하고 버섯 추출물 시료를 첨가하여, 생성

되는 염증 유발물질의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즉, DMEM 배

지(Welgene, Korea)를 사용하여 RAW264.7세포를 1×106 

cell/well로 조절한 후 24 well plate에 접종하고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1 mg/mL)과 LPS를 동시 처리해서 20시간 

배양하였다. 생성된 NO의 양은 griess reagent system 이

용하여 NO
2
를 측정하였다. 즉, 세포배양 상등액과 griess 시

약을 1:1 양으로 혼합하여, 96-well plate에 반응 후 측정하

였으며 positive control은 dexamethasone(Sigma, USA) 

1 ug/mL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Polyphenol 함량분석

맛버섯 10계통의 polyphenol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이 M-1548에서 61.50±0.59 mg%로 가장 많은 함량

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M-2444 59.40±1.02 mg%, M-

3959 59.38±2.21 mg%, M-4018에서 58.38±0.99 mg%의 

높은 순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낸 것

은 M-900으로 39.46±0.36 mg%이였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항산

화 및 항균 활성 등의 생리 활성 기능을 나타내며 일반적

으로 페놀성 화합물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kee와 Thivierge, 1977; 

Kozlowska 등, 1983). 또한 guaiacol 및  resorcinol 등의 

페놀성 물질은 니트로화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보고

하였다(Cooney와 Ross, 1978). Um 등(2010)에 의하면 느

타리속 버섯류 18종의 에탄올 추출물의  polyphenol 함량

은 20 mg% 이상 함유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생리활성이 좋

은 노랑느타리버섯에서 39.13 mg% polyphenol 함량을 나

타낸 것으로 보아 맛버섯은 대체로 일반 느타리버섯 보다 높

은 polyphenol 함량을 나타냈다.

β-glucan 함량측정

일반적으로 담자균류의 자실체는 β(1→3) 및 β(1→4), 

β(1→6)결합 등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배양균사

체의 경우도 균사체 내 β-glucan을 함유하거나 배지 내로 

분비하며, β-1,3-glucan을 주쇄로 하여 β-1,6-glucan이 

함유된 다당류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akajima 등, 2002). 맛버섯 10계통의 β-glucan을 분석

한 결과 Fig 2와 같이, M-1548에서 37.20±1.12%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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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β-glucan 함량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M-900 

36.35±1.11%, M-1630 36.24±1.27% 순으로 나타났고 M-

4018이 28.36±0.43%로 가장 낮은 α-glucan 함량을 나타

냈다. 담자균류 유래의 다당류는 고형암에 대한 증식억제효

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건조 버섯 100 g 당 β(1→

3)D글루칸 함량은 꽃송이버섯 43.6 g, 잎새버섯 15~20 g, 

영지버섯 8~15 g, 송이버섯 18.1 g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Miura, 1997; Kajimura와 Suga, 2004).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맛버섯은 전반적으로 다른 버섯류에 비해 

β-glucan 함량이 높아 면역 및 항암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었고 이렇듯 가장 많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가지고 있

는 꽃송이버섯에 비해 맛버섯은 다소 함량이 낮았으나 잎새

버섯 및 영지버섯, 송이버섯에 비해서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여능 측정

생체 내 free radical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질병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사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생체

방어 시스템은 효소적 방어체제와 식품을 통해 섭취 가능한 

항산화 물질에 의한 비효소적 방어체제가 있다(Gardner와 

Fridovich, 1991). 따라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

취함으로써 항산화 물질간의 상호작용으로 free radical 이

나 활성산소에 대한 생체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10 mg/mL에서 측정 한 

결과 Fig 3과 같이 맛버섯 10계통 대부분의 DPPH 소거활성

은 3% 미만으로서 같은 농도로 처리한 주요 식용버섯인 애

느타리버섯 36.61%, 송이버섯 36.04%(최 등, 2010)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free radical 생성 억제능을 나타냈다. 또 

농림부(2007)에 따르면 맛버섯이 속하는 비늘버섯속 19종

의 DPPH 소거활성을 비교한 결과 열수 추출물의 경우 평균 

37.7%로 가장 낮은 수치는 11.5%, 가장 높은 수치는 72.7%이

고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평균 17.97%로 활성이 나타나지 않

는 것부터 70.8%까지 다양한 수치를 보여줬다. 이 수치를 보

았을 때 비늘버섯속 버섯들의 DPPH 소거활성 인자는 알콜

보다 극성이 높은 물 추출물에 높은 함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실험에 사용한 맛버섯 10계통은 비록 활성은 

미미하지만 열수 추출에 의한 단백다당체는 알콜 추출물 보

다 더 높은 DPPH 소거활성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아질산염 소거능

식품첨가물 중에는 nitrates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질소 

화합물이 위내에서 발암물질인 nitrite로 변화된다. 이러한 

nitrite와 amine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들을 동시

에 섭취했을 경우 위내에서 발암성 물질인 nitrosoamine이 

생성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Park 등, 1995). 맛버섯 추출물

을 계통 별로 pH 1.2에서 반응시킨 후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즉, 아질산염 소거능은 맛버섯 

M-1528에서 7.99±0.19%로 가장 높았으나 식용버섯으로 같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Sample	numbers	indicate	the	names	which	mean	the	
different	strains	from	Pholiota	nameko.	
1,	M-900;	2,	M-1490;	3,	M-1528;	4,	M-1548;	5,	M-1630;	
6,	M-1690;	7,	M-2444;	8,	M-3959;	9,	M-4018;	10,	M-
4019.

Fig. 2.		ß-glucan	contents	of	Pholiota	nameko	strain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Fig. 3.		Free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aSa,	ascorbic	acid.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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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도에서 40%와 30% 이상을 보이는 느타리버섯이나 표고

버섯(최 등, 2010)에 비하면 미미한 소거율로 나타났다.

세포 독성 시험

맛버섯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알아보고자 폐암세포(A549) 

및 대장암세포(HT-29), 자궁경부암세포(HeLa), 정상세포

(NIH3T3)를 사용하여 MTT assay 방법으로 암 세포 성장 

억제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버

섯시료 에탄올 추출물 1 mg/mL 처리시 암세포에 대한 독

성은 대장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

았고 자궁경부암세포에선 미미한 독성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폐암세포에서 M-4019 47.96%. M-1690 46.06%, M-2444 

38.0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암 세포 성장 억제가 나타

났다. 천연자원으로부터 항암활성이 있는 다당체 분리는 계

속 되어오고 있으며, 이중 담자균류의 항암활성이 가장 광

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버섯의 생리활성능에 대한 연구 중 

항암효과에 대하여 표고버섯의 경우 액체 배양한 균사체로

부터 분리한 단백다당체가 항암효과를 가진다고 발표되었

다(Lee와 Park, 1998). 또한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의 임

상적 이용에 대해서도 자궁경부암환자에서 경구투여 시 보

조적 효과에 대해서도 발표된바 있고 맛버섯 에탄올 추출

물이 Earle’s Balanced Salt Solution 첨가 배지에서 배양

된 HeLa cell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Ahn 등, 

2004; Chung, 1979). 본 실험에 사용된 맛버섯 10계통의 

경우 폐암세포와 자궁경부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억제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ACE 저해활성

혈압상승은 불활성형인 angiotensin Ⅰ이 angiotensin 

Ⅱ로 전환되고 혈관확장제인 bradykinin이 활성화되지 않고 

sodium의 혈관 내 축적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고혈압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ACE 억제제는 angiotensin Ⅱ의 

생성을 저해함으로서 bradykinin을 활성화시켜 sodium을 

혈관 밖으로 배출 되도록 촉진작용을 함으로서 혈압을 떨

어뜨린다고 보고되어 있다(Kim 등, 1999). 맛버섯 10계통의 

ACE 활성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으며, 맛버섯 

M-1528에서 8.43±0.8%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계통은 미

미한 활성 저해 효과를 나타내 항고혈압 활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Kim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송이즙

의 항고혈압 활성은 양성대조구로 사용된 captopril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우수한 생리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

고 Choi 등(2001)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ACE 저해 활성 

효과는 왕송이 버섯 자실체의 경우 61.3%, 잎새버섯 58.7%, 

운지버섯 37.7%, 술잔버섯 37.5%로 보고되었다. 

항당뇨 활성

본 실험에 사용된 α-amyloglucosidase는 α-1,4 및 1,6 

glucoside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이 효소의 활성 억

제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맛버섯 M-4018에

서 15.92±0.51%로 가장 높은 유리 포도당의 생성 감소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맛버섯 10계통에서 10% 이상의 효소 

저해활성을 보였으나, 50%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이는 노랑

느타리버섯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Um 

등, 2010).

항염 활성

대식세포는 선천면역 및 획득면역 등 여러 숙주반응에 관

여함으로써 항상성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반응 시에는 nitric oxide와 cytokine을 생산하여 감염

초기에 생체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nitric 

oxide는 체내 방어기능과 신호전달기능 등 다양한 생리 기

Fig. 4.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aSa,	ascorbic	acid.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Fig. 5.  Cytotoxic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on	normal	cell(NiH3T3,	fibroblast)	and	cancer	
cell(a549,	lung;	HT-29,	large	intestine;	Hela,	Cervical).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MSo(Dimethyl	sulfoxide).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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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가지고 있으나, 과량의 nitric oxide는 염증반응을 촉

진시킨다(Higuchi 등, 1990).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

에 염증성 매개물질을 증가시키는 LPS(100 ng/mL)를 첨

가하여 nitric oxide의 생성을 유도한 후 맛버섯 추출물을 

1 mg/mL로 처리하였을 때  nitric oxide 생성억제 결과

는 Fig 8과 같다. 즉, LPS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nitric 

oxide는 54.91±1.77 uM이 생성 되었으나 맛버섯 M-1630에

서 23.83±4.75 uM, M-4018에서 26.12±0.3 uM, M-900에

서 31.81±0.18 uM로 이는 nitric oxide 생성을 40% 이상 

억제하는 높은 저해율을 나타내며 그 외의 계통 에서도 전

반적으로 10-20% 수준의 저해율을 나타냈다. 맛버섯 다당

류 추출물은 노화모델 mouse에 thymus와 spleen 지수를 

향상시킴으로서 면역 활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며(Cui와 

Li, 2004), 따라서 맛버섯 10계통은 비록 nitric oxide 생성

저해 능력이 잘 알려진 새송이버섯이나 양송이버섯(최 등, 

20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맛버섯 일부 계통은 비교적 높

은 nitric oxide 저해활성을 보였다.

적 요

맛버섯 10계통의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polyphenol 및 

β-glucan 함량을 분석하고, 생리활성으로 항산화 및 항암, 

항고혈압, 항당뇨, 항염활성을 측정하였다. Polyphenol 함량

에서는 전 계통에서 전반적으로 40 mg% 함량 이상이였고, 맛

버섯 M-1548이 61.50±0.59 mg%로 가장 높았다. β-glucan 

함량에서도 맛버섯 M-1548에서 37.2±1.12%로 가장 높았으

며, 그 외에 맛버섯 M-900에서 36.35±1.11%, M-1630에서 

36.24±1.27%의 순서로 높은 β-glucan 함량을 나타냈다. 

항당뇨 활성에서도 역시 맛버섯 M-1548이 13.78±0.56%로 

가장 높은 효소 저해율을 보였으나 항염 활성에서는 맛버섯 

M-1630이 56.59±7.11%로 가장 높은 nitric oxide 저해율

을 보였으며 맛버섯 M-1548은 26.21±0.5%로 미미한 저해

율을 보였다. 전자공여능 및 ACE 저해활성, nitrite 저해활

성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활성만을 나타냈다. 세포독성 실

험에서는 1 mg/mL로 처리시 폐암세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30%이상의 세포 사멸율을 보였으며, 자궁경부암세포에서도 

맛버섯 M-1548에서 10.05±0.44%의 세포 사멸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장암세포와 정상세포인 섬유아세포에서는 세포 사

멸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맛버섯 10계통은 폐암세포

와 자궁경부암세포에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암

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상세포에 

대해선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걸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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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aCE)-inhibi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Fig. 7.		a-amyloglucosidase	inhibi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Fig. 8.  inhibi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Pholiota	nameko	
strains	on	nitric	oxide	production	in	lPS-activated	
macrophag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See	Fig	1	for	abbreviation	about	samp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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