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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비늘버섯과(Hymenochaetaceae) 시루뻔버섯(In-

onotus)속에 속하는 약용버섯인 차가버섯(Inonotus  obli-

quus (persoon) pilat)은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북유럽 등 

북위 45도 이상 지방의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으로 바이

러스에 의해 착생하여 수액을 먹고 자라며 대개 15~20년 동

안 성장한다. 주산지인 러시아에서는 1958년부터 차가버섯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주성분은 β-glucan에 glucose, galactose, xylose, man-

nose, arabinose, fucose 등이 결합된 xylogalactoglucan이

며(Mizuno 등, 1999) 항암(황용주 등, 2003; 정봉환 등, 2010), 

항산화(Kim 등, 2005; Kim 등, 2011; Yun 등, 2011), 항돌연

변이(함승시 등, 2003), 항고지혈증(김민아 등, 2009), 항당

뇨(김민아 등, 2009) 등의 생리활성이 보고되었다. 

결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여 왔으며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

구의 1/3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고, 매년 약 300만명

이 결핵으로 사망할 정도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

망률을 나타내고 있다(WHO, 1994, 2007). 한국은 2007년 

결핵 신환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71.6명으로 노령층과 

20대의 신환 발병률이 높아 여전히 후진국형 결핵 감염 양

상을 보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7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그러나 결핵이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

상에서 결핵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결핵약은 5종 미만

으로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개발된 것이다. 특히 치료과

정에서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갖는 다재내성 결핵균의 출연

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재

내성 결핵균의 경우 기존의 결핵치료제로 치료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결핵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O’Brien과 Nunn, 2001).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병원미

생물 감염성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천

연물에서 찾으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oehn과 

Carter, 2005, Newman과 Crgg,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국내 보급률이 높으며 오랫

동안 약용버섯으로 이용되어 온 차가버섯을 메탄올에 추출

한 후 차가버섯 메탄올 추출물에서 항결핵능을 보이는 신규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차가버섯을 의약품신소

재로 개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차가버섯�추출물의�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러시아산 차가버섯은 광명당제약(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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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서 구입하여 절편한 다음 사용하였으며 러시아산 차

가버섯 1kg을 상온에서 3주간 메탄올로 추출하여 11.6g의 차

가버섯 메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메탄올 추출물은 methylene 

chloride, ethyl acetate, n-butanol에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methylene chloride 분획물 4.8g, ethylacetate 분획물 1.73g, 

n-butanol 분획물 1.87g, 나머지 물층 1.78g을 얻었다.

결핵균주�및�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H37Ra(ATCC 35835) 균주는 7H10 평

판배지에서 3~4주간 배양한 후 7H9 액체배지에 접종한 다

음 37℃에서 21일 동안 배양하여 정지기에 도달하면 균체

를 수집하고 수집한 균체는 10% Middlebrook oleic acid 

albumin dextrose catalase가 첨가된 7H9 액체배지에 현

탁시킨 후 글리세롤을 최종 10%(v/v)가 되도록 첨가한 다

음 -70℃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BACTEC�MGIT�960�system에�의한�항결핵�활성�검정�시험�

항결핵 활성검정 방법(Collins와 Franzblau, 1997)은 

BACTEC MGIT 960(Becton Dickinson, USA)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차가버섯 추출물은 1~100㎍의 농도로 

DMSO(Dimethyl sulfoxide)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7㎖의 

MGIT(Becton Dickinson, USA) 전용 Tube에 Middlebrook 

oleic acid albumin dextrose catalase(OADC;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 0.8㎖과 DMSO에 농

도별로 희석한 추출물 0.1㎖을 넣은 후 1×105CFU/㎖ 농도

의 결핵균 H37Ra(ATCC 35835) 0.05㎖를 접종하였다. 7H9 

액체배지에 결핵균만 접종한 것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60분마다 알고리즘에 의해 균의 성장 유

무가 자동 검색되는 MGIT 960 배양기에서 6주 동안 배양

하면서 균이 성장하여 양성으로 반응한 시간 및 결핵균의 

growth unit 값을 비교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결핵균의�형태학적�관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을 통해 결핵균의 형

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차가버섯 추출물을 72시간 동

안 처리한 결핵균은 2% glutaraldehyde로 2시간 동안 고정

한 후 0.1M 인산 완충용액으로 희석된 1% OsO4에서 1.5시

간 동안 후고정을 실시하였다. 고정된 시료는 0.1M PBS(pH 

7.4)로 10분 동안 3회 수세한 후 50~100%의 에탄올로 탈

수시켰다. 건조제는 hexamethyldislazene (Sigma)를 사용

하였고 준비된 시편은 백금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코팅한 후 

FE-SEM(JSM-7401F, JEOL)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결핵 활성 측정기기인 형광분석기 MGIT 960 system을 

이용하여 버섯을 신규 항결핵 소재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결핵은 국내에서 40% 이상이 보균자로 보고되어 있으며 생

활환경에 따라 체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발병하는 

질병이다. 최근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

을 보이고 있는 질병으로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많이 발

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버섯류 중 

차가버섯에서 항결핵 활성을 가진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

기 위하여 용매분획 활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분획물의 항

결핵활성은 결핵균만을 처리한 대조군과 결핵균 및 차가버

섯 추출물을 처리한 시험군의 growth days를 비교하여 확

인하였다. 차가버섯 분획별 추출물 중 메틸클로라이드 분

획물을 50㎍/㎖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결핵균의 평균

검출시간은 14.7일로 차가버섯 추출물 중 결핵균의 증식을 

가장 오랫동안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항결핵제 

첨가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에 비해 약 5일의 차이를 보였

다(Table.1). 

차가버섯 추출물을 처리한 결핵균에서 일어나는 형태학

적 변화는 SEM으로 관찰하였다. 무처리구인 음성 대조군

(Fig. 1)과 비교해 보면 Rifampin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에

서는 결핵균의 세포벽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으나 간혹 세

포의 형태가 일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 차가버섯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과 메틸클로

라이드 분획물을 처리한 결핵균은 세포 표면에 동글한 형

태의 particles이 관찰되었다. 이는 결핵균의 세포벽 성분이 

mycolic acid 합성 저해능을 갖는 약물인 isoniazid 처리 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

Table 1. BACTEC MGIT 960 instrument inventory report to anti-pulmonary tuberculosis effect 

Sample Concentration(50 ㎍/㎖) Depression proliferation(day)

Negative control 50 7.9

Positive control 50 > 42

Methanol extract 50 10.2

Methylene Chloride fraction 50 14.7

ethyl acetate fraction 5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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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Taka yama 등, 1973; Catherine 등, 2000). 이것

으로 보아 차가버섯 추출물이 세포벽 지질 성분의 생합성

을 저해하거나 제거하여 생성된 결핵균의 세포벽 성분으로 

사료된다(Fig. 2, 3). 

결핵균 세포벽의 지방산은 분지(branch)형의 긴 사슬 구

조를 형성하며 긴 사슬의 분지성 지방산은 mycolic acid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분과 기름 성분 모두가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로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 중 mycolic 

acid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들(isoniazid, ethinamide 등)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 약물에 내성을 갖는 결핵균의 경우 결

핵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 약물도 결핵균 세포벽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결핵균이 자연적인 약물 저항성이 생

기며 다재내성 결핵균의 출연으로 이어진다고 사료된다 

(Johnson 등, 2006).

그러므로 mycolic acid 합성 억제 약물에 내성을 갖는 결

핵 치료를 위해 결핵균의 세포벽 성분인 mycolic acid 합성 

저해를 target으로 갖는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가버섯이 결핵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하

는 기전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항결핵 신약의 중

요한 표적 중 하나이며 차가버섯이 결핵균에 작용하는 정

확한 약물 표적(drug target) 유전자를 찾아낼 필요가 있을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pulmonary tuberculo-
sis surface of negative control. Pulmonary tuberculosis 
surface is clean and healthy.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pulmonary tuberculo-
sis surface with ethyl acetate fraction treatment. Crack 
is formed on the pulmonary tuberculosis surface.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pulmonary tuberculosis 
surface with methylene chloride fraction treatment.  Crack 
is formed on the pulmonary tuberculosis surface.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pulmonary tuberculo-
sis surface with rifampin treatment. Crack is formed on 
the pulmonary tuberculosi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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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차가버섯 메탄올 추출물을 용매별로 분획한 분획물

에 대한 항결핵 활성을 비교하였을때 ethyl acetate 분획물

보다 methylene chloride 분획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methylene chloride는 비극성 용매에 속하므로 활성물

질은 비극성의 저분자 물질로 추정된다. 또한 현미경학적으

로 관찰한 결과 음성대조군에 비하여 양성대조군인 리팜핀 

처리군과 차가버섯 추출물인 methylene chloride 분획물 및 

ethyl acetate 분획물이 결핵균 표면 조직을 파괴시키며 항

결핵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

거로 지속적인 실험을 수행한다면 항결핵 활성 단일물질의 

확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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