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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용매에 따른 큰느타리 버섯의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박혜성·김수연·김희순·한재구·이강효·조재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

Nutritional contents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Pleurotus 
eryngii by extraction solvents

Hye-Sung Park, Su-Yeon Kim, Hui-Sun Kim, Jae-Gu Han, Kang-Hyo Lee and Jae-Han Cho*

Mushroom Research Division, NIHHS, RDA, Eumseong 369-873, Korea

ABSTRACT: Physiological activities of 70% methanol, fermented ethanol and hot-water extracts of Pleurotus eryngii were
investigate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P. eryngii extracts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elimination of DPPH
radicals. Their nitrite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were also determined. Amino acid analysis showed that
phenylalanine (Phe) and glutamic acid (Glu) are most abundant essential and non-essential amino acids in the analyzed extracts.
The hot-water extract of ASI 2394 represent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with the DPPH radical scavenging rate value of
40.97±1.65%. ASI 2820 displayed the superior capacity to eliminate nitrate regardless of extraction solvents. The hot-water
extract of ASI 2887 had the highest content of polyphenol. Our results showed that P. eryngii is well qualified as a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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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대형 자실체를 형성하는 특징을 지닌 담자균류

와 자낭균류에 속하는 고등균류이다(Kim et al, 2003). 버

섯은 지방함량이 낮고 비타민과 각종 무기성분이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으며(Kim et al, 2007), 섬유질이 많은 저

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Yoon et al, 2010). 큰느타

리버섯은 분류학적으로 담자균아문(Basidiomycotina), 주

름버섯목(Agaricales), 느타리버섯과(Pleurotaceae), 느타

리버섯속(Pleurotus)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Hilber, 1989;

Boekhout, 1990) 우리나라에서는 새송이버섯이라는 명칭

으로 더 익숙하다. 큰느타리버섯은 맛과 향이 좋아 소비

가 늘고 있으며 다른 버섯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고 저장

성이 좋아 수출 상품으로 기대가치가 큰 버섯이다(Kang

et al, 2000; Cho et al, 2001). 

큰느타리버섯에 관한 연구로는 Pamela 등(1999; 2004)

이 버섯의 조리 전후의 영양학적 성분을 보고하였고,

Kang (1999)과 Lee (2002)는 큰느타리버섯 에탄올 추출

물의 단백다당류에 의한 암세포 성장 억제능을 보고하였

다. 또한 Hwang 등(2003)이 대장암 세포 증식 및 세포사

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고, Hui 등(2002)이 항산화

활성 탐색 등을 보고하였으며, Yoon 등(2010)은 글루탐산

나트륨 첨가 배지에서 재배된 큰느타리버섯의 기능성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큰느타리버섯은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단백질, 비타민 등 각종 무기성분

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서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큰느타리버섯의 추출용매에 따른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을 조사하고자 아미노산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폴리페놀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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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큰느타리버섯의 기능성 식품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구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본 연구에 사용된 큰느타리버섯 공시균주는 충북 음성

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보

존되어 있는 ASI(Agricultural Sciences Institute)균주 중

ASI 2394, 2820, 2824, 2839, 2887 등 5균주로 농촌진흥

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의 버섯병재배동에서 발생

시킨 자실체를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버섯자실체를 동결건조시켜 분쇄한 후 건조 시료의 20

배(v/w)의 D.W, 70% methanol, 95% 발효주정을 각각 가

하여 24시간씩 3반복 추출한 후 흡입 여과하였고, 여과액

을 회전감압 농축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아미노산 성분 분석(Amino acid analysis by HPLC)
시료 0.1 g을 6N HCL 1 mL와 혼합해 N2gas 충진 후

105
o
C에서 24시간 가수분해 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0.2 mL을 취해 감압농축 한 다음 25 mM HCl 0.5 mL에

녹였다. 이 용액을 1 mL 주사기에 취하여 0.45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AccQ-Fluor Reagent kit로 형광유도체

화 반응시켰다. 형광유도체 반응은 AccQ fluor reagent:

borate buffer:sample(standard)=2:7:1로 total volume이

0.1 mL가 되게 혼합한 후 55
o
C에서 9분간 반응시켜서

HPLC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성분 분석에 이

용된 HPLC의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

형하여 전자공여효과로 나타나는 각 추출물에 대한 환원

력을 측정하였다. 99.9% methanol에 녹인 0.2 mM DPPH

solution 0.1 mL에 큰느타리버섯 추출물 0.1 mL을 넣고

10초간 혼합한 후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추출물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NaNO2)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effect)은 Gray와

Dugan(1975)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mM NaNO2 0.1

mL에 각각의 추출물을 0.2 mL를 가하고 0.1N HCl(pH

1.2)을 1 mL넣고 37
o
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2% acetic

acid 5 mL, Griess reagent(30% acetic acid에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을 1:1 비율로 혼합한

것) 0.4 mL를 혼합시킨다. 이를 15분간 상온에서 암반응

시킨 후 흡광도 520 nm에서 측정하여 추출액 첨가 전후에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하여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1912) 방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추출물 0.1 mL에 folin-reagent 0.1

mL 첨가한 후 3분간 정치시킨다. 그 후 10% Na2CO3 0.1

mL 첨가한 후 혼합하고 1시간동안 암반응 시킨다음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

를 이용하였고 작성한 표준곡선(Y=0.159X+0.231, R
2

=0.999)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료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실험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중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미노산 성분 분석(Amino acid analysis by HPLC)
큰느타리버섯의 아미노산 17종류를 분석하여 필수아미

노산과 비필수아미노산으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필수아미노산 총 함량은 품종별로는

ASI 2824에서 6.176 mg/g 으로 가장 높으며, ASI 2394에

서 4.158 mg/g 으로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고, 성분별

로는 Phe 성분이 5.25 mg/g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Arg,

Leu, Thr 등이 높게 나왔다. 비필수아미노산 총 함량도

ASI 2824에서 5.14 mg/g 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

하였으며, 성분별로는 Glu 성분이 3.77 mg/g 으로 가장

높고 Gly, Cys, Ala 순이었다. Jeong and Shim(2004)이

큰느타리버섯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Tyr, Glu, Lys이

Table 1. HPLC loading condition for quantifying amino acid

Instrument Waters 515 HPLC pump 2 units

Waters 717plus auto-sampler

Waters pump control module

Column AccQ-Tag For Hydrolysate Amino Acid

Analysis column (3.9 × 150 mm)

Mobile phase Eluent A: 10% AccQ-Tag 

Eluent B: 60% Acetonitrile 

Detection Waters 2475 Fluorscene detector (λ=249 nm)

Flow rate 1 mL/min (gradient mode)

Injection volume 10 µl

Oven temperature 36oC

Software Empower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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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미노산으로 보고하였으며, Kim 등(2004)이 보고

한 큰느타리버섯의 아미노산은 Arg, Lys, Glu, Phe, His

순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한 점으로 보아 큰느타리버

섯의 품종에 따라 아미노산 조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비타민 C와 같이 섭취 가능한 항산화물질은 free

radical을 환원시키거나 제거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

효소적 방어체제로 질병예방을 위한 중요한 물질이다

(Gardner and Fridovich, 1991). 큰느타리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이 열수 추출물과 95% 발효주정 추출물

에서 70% 메탄올 추출물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

고, 추출용매별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인 품종으로는

70% 메탄올 추출물에서 ASI 2887이 34.4±1.19%, 95%

발효주정 추출물에서는 ASI 2394가 40.62±4.9%, 열수

추출물에서 ASI 2887이 40.97±1.65%로 나온 것을 확인

하였다. Kim 등(2005)과 Seo 등(2011)은 에탄올 추출물

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다고 보고

된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의 열수 추출온도, 그리고 발효

주정과 에탄올의 차이에 의하여 라디칼 소거능이 다른 경

향을 보였고, ASI 2887과 2394가 모든 추출 처리구에서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ASI 2820과 2824는 이

Table 2. Essential amino acid contents of P. eryngii strains

Arg His Ile Leu Lys Met Phe Thr Val

ASI 2839 0.91 0.54 0.50 0.78 0.19 0.28 0.98 0.78 0.52

ASI 2824 1.05 0.05 0.61 0.9 0.22 0.38 1.27 1.02 0.63

ASI 2887 1.04 0.58 0.52 0.79 0.18 0.30 1.10 0.84 0.53

ASI 2820 0.83 0.51 0.47 0.71 0.16 0.26 0.94 0.71 0.48

ASI 2394 0.90 0.07 0.48 0.72 0.17 0.27 0.96 0.10 0.49

Table 3. Non-essnetial amino acid contents of P. eryngii strains

Ala Asp Cys Glu Gly Pro Ser Tyr

ASI 2839 0.57 0.55 0.60 0.81 0.61 0.49 0.56 0.65

ASI 2824 0.72 0.66 0.82 0.87 0.69 0.60 0.11 0.67

ASI 2887 0.65 0.54 0.69 0.52 0.59 0.50 0.09 0.70

ASI 2820 0.59 0.53 0.59 0.76 0.55 0.46 0.08 0.68

ASI 2394 0.59 0.54 0.56 0.49 0.58 0.47 0.09 0.71

Fig. 1.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70% MeOH, 95% fermentation ethanol and hot-water extracts from Pleurotus eryngii.
DPPH activities are represented by the mean°æ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1 amo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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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질산염(NaNO2)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질산염을 함유한 식품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methe-

moglobin증 등 중독증상이 발병되고, 발암물질인 nitrosoamine

을 생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아질산염을 소거하여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한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1996; Chung et al, 1999; Kim et al

2001). 큰느타리버섯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추출용매별 아질산염 소거능은 95%

발효주정과 열수 추출물에서 대부분 70% 메탄올 추출물

보다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고, ASI 2820은 70%

메탄올, 95% 발효주정, 열수 추출물에서 각각 21.45±

2.73, 33.32±1.06, 33.31±2.65 mg/g으로 추출용매에 상관

없이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다. Lee 등(1997,

2003)의 보고와 같이 버섯류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 및 유

기용매 용해물질은 아질산염 소거작용에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느타리버섯은 아질산염 소거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추출용매에 따른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

을 구하기 위하여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함량을 계산

하였다(Fig. 3). 폴리페놀 함량 역시 열수 추출물에서 가

장 높은 함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열수와 70% 메탄

올 추출물에서는 ASI 2887이 7.3±0.13 mg/g, 4.65±0.29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95% 발효주정 추

출물에서는 ASI 2839가 2.47±0.06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Fig. 4). Lee 등(2014)이 보고한 바와 같

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열수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

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DPPH 라디칼 소거

능과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보고한 Wang 등(2003)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적 요

큰느타리버섯의 아미노산을 함량을 분석하고, 70% 메

탄올, 95% 발효주정,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

였다. 아미노산 17종류 분석결과 필수아미노산에서는 체

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Phe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비필수

아미노산에서는 감칠맛을 내는 Glu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ASI 2887이 70% 메

탄올, 95% 발효주정, 열수 추출용매별로 34.37±1.19,

34.66±5.46, 40.97±1.65 mg/g으로 소거능을 보였고, 아질

산염 소거능 역시 열수추출물이 다른 추출물보다 소거능

이 높았으며 ASI 2820이 70% 메탄올, 95% 발효주정, 열

Fig. 2.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70% MeOH, fermentation ethanol and hot-water extracts from Pleurotus eryngii.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Fig. 3. Standard curve of tannic acid polypheno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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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추출물에서 각각 21.45±2.73, 33.32±1.06, 33.31±2.65

mg/g으로 추출용매에 상관없이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다. 폴리페놀 함량도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

량을 보였고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것은 ASI 2887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큰느타리버섯은 아미노산과 생리활성 물질의 다

량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 식품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활용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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