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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조건에 따른 지버섯(Ganoderma lucidum)의 물  
에탄올 추출물의 β-Glucan 함량과 항산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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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s from Ganoderma lucidum Depending on p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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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uiting bodies of Ganoderma lucidum cultivated in Korea were reflux extracted at 90°C using water 
and ethanol under different pH conditions. β-Glucan contents, extraction yield, and antioxidant capacities of extracts 
were investigated.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measur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test and the FRAP method, along with their total phenolic content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Extraction time for 
the experiment was determined to be 6 h, and β-glucan contents were the highest. Overall, β-glucan contents of extracts 
increased with higher pH values, except those of 90% ethanol extracts (P<0.05). The yields and β-glucan contents 
of ethanol extracts were lower than those of water extracts, and highest in water extract at pH 10 (8.53±0.17%, 6.20±0.12 
g/100 g, respectively). Ethanol extracts of fruiting bodies of G. lucidum showed stronger antioxidant capacities than 
water extracts (P<0.05). Especially, total phenolic contents of 30% ethanol extract at pH 10 was highest (35.06 GAE 
mg/g). Total phenolic conten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showed good correlations wit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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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는 약 1,150종의 버섯이 자생하고 있으며, 300

여 종만이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

지버섯(Ganoderma lucidum)은 담자균강과 자낭균강에 일

부 속하는 고등균류이며, 풍미가 뛰어나고 다당류와 비타민 

및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1,2), 우리나라와 일본에

서는 15속 80종, 중국에서는 53종이 보고되어 있다(3). 또

한, 영지버섯에는 polysaccharide, triterpene, polyphenol, 

nucleoside, steroid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4). 고분자 물질인 polysaccharide, 즉 β-glucan은 혈

압 강하, 정혈, 고지혈증 개선, 혈당 강하, 면역 등의 활성을 

지니고 있으며, triterpene, polyphenol과 같은 저분자 물질

의 경우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고혈압 등의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5).

특히 β-glucan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으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정상 세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

의 증식을 저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interleukin(IL)- 

12, IL-1,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및 nitric 

oxide 생성 증가로 Th1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효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6-10). 또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감소 

효과도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활성은 β(1→3) 주 결합에 

β(1→6) 결합의 곁가지를 갖는 β-glucan에 의한 것으로 구

조적 특성에 따라 효능이 다양하다(11,12). 버섯 이외에 곡

류의 세포벽 내에 β-glucan이 존재하며, 이 중 보리의 β

-glucan의 경우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13), 추출 용매가 산

성이나 알칼리성일수록 추출량이 증가(14,15)하며 이외에

도 에탄올 침전, 투석, 원심분리 등에 의해 용해성의 차이가 

나타난다(16,17). 또한, 꽃송이버섯 내의 수용성 β-glucan

을 추출용매의 pH에 따라 추출하였을 때, pH 10에서 30시

간 동안 추출 후 정제하였을 때 β-glucan 함량이 70.22%에 

달하였다(18). Hwang 등(19)은 효모 접종을 이용한 영지버

섯 추출액의 다당체 함량과 항염증 및 함암 활성 측정, Kim 

등(20)은 원적외선 처리에 따른 영지버섯의 항산화 활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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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Chung과 Youn(21)은 가압 및 추출 시간에 따른 추출액 

품질특성 변화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영지버섯으로부터 β-glu-

can 소재 개발을 위하여 pH 조건을 다르게 하여 열수 및 

에탄올 추출을 실시하고, β-glucan 함량과 항산화능을 조

사하였으므로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실험 재료는 재배산 영지버섯(유학영지버섯농장, 경북 칠

곡군)을 구매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Gallic acid, Trolox, 

rutin, α,α-diphenyl-2-picrylhydrazyl(DPPH), ferric 

chloride, sodium acetate, ferric chloride, potassium 

ferricyanide, 2,4,6-tris(2-pyridyl)-1,3,5-triazine(TPTZ), 

citric acid, sodium hydroxide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ethanol 등의 추출

용 용매는 분석용 1급 시약(Duksan Co.,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추출방법 및 조건

영지버섯 분말(>25 mesh)에 1 g당 증류수 20 mL를 가하

여 3, 6, 12, 24시간 동안 90°C에서 환류 추출을 실시하였으

며, 추출시간을 설정 후 물 및 에탄올 30, 60, 90%를 pH 

4, 7, 10으로 조정하여 90°C에서 환류 추출을 실시하였다. 

pH는 0.1 M citric acid와 0.1 N sodium hydroxide를 이용

하여 조절하였다.

추출수율 측정

추출물의 수율은 항량을 구한 수기에서 추출액 5 mL를 

105°C로 증발 건고시켜 그 무게를 측정하여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22).

β-Glucan 함량 측정

β-Glucan 함량은 Mushroom and Yeast β-glucan as-

say kit(Megazyme, Wicklow, Ireland)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6). 20 mg의 crude β-glucan에 37% hydrogen 

chloride 1.5 mL를 첨가한 후 45분간 30°C water bath에

서 교반한다. 이후 증류수 10 mL를 가하고 100°C에서 2시

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액을 식힌 후 2 N potassium hy-

droxide 10 mL를 가하고 200 mM sodium acetate buf-

fer(pH 5.0)로 100 mL로 정량 후 여과지(Whatman GF/A 

glass fibre filter paper, Whatman, Maidstone, UK)로 여

과한다. 여과액 0.1 mL에 exo-1,3-β-glucanase(20 U/ 

mL)＋β-glucosidase(4 U/mL) 0.1 mL를 가한 후 40°C에

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GOPOD(glucose oxidase/per-

oxidase) 3 mL를 가해 40°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lucan 함량을 계산하였

다. 20 mg의 crude β-glucan에 KOH 2 mL를 가하고 ice 

bath에서 20분 동안 교반한다. 반응액에 1.2 M sodium 

acetate buffer(pH 3.8) 8 mL, amyloglucosidase(1,630 

U/mL)＋invertase(500 U/mL) 0.2 mL를 가한 후 40°C에

서 30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액을 1,500×g로 10분간 원

심분리 후 상등액 0.1 mL와 200 mM sodium acetate buf-

fer(pH 5.0) 0.1 mL, GOPOD 3 mL를 40°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α-glucan 

함량을 계산하였다. β-Glucan 함량은 total glucan에서 α- 

glucan을 빼주어 계산하였다.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성분 측정

항산화 활성은 α,α-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

er(FRAP)법으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은 단일 화합물이나 식물 또는 식품 추출물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2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24)은 96 well plate에 시료 20 μL와 200 μM 

DPPH 용액 180 μL를 혼합한 후 30분간 암실에서 방치하고 

microplate reader(Emax precision,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측정하였

으며, gallic acid 검량선의 회귀식에서 gallic acid equiv-

alent mM(GAE mM)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FRAP법은 

Fe(Ⅲ)-TPTZ(2,4,6-tripyridyls-triazine)가 항산화 물질

에 의해 Fe(Ⅱ)-TPTZ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25), Khanizadeh 등(26)의 방법

을 변용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시료 25 μL에 cocktail 

solution(acetate buffer : TPTZ : ferric chloride solution 

=10:1:1) 175 μL를 가하여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했으며, Trolox의 검량선의 회귀식

에서 Trolox equivalent μM(TE mM)로 환산하여 나타내었

다.

항산화 성분은 총폴리페놀 화합물 함량(total phenolic 

contents, TPC)과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total fla-

vonoid contents, TFC)을 측정하였다. 총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27)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00 μL에 2 N Folin-Ciocalteu regent 50 μL와 20% 

sodium carbonate 300 μL를 가하고 15분간 방치한 후 증

류수 1 mL를 넣는다. 반응액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 gallic acid 검량

선의 회귀식에서 gallic acid equivalent(GAE mg/g)로 환

산하여 나타내었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경우 Zhishen 

등(2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70 μL에 50 

% ethanol 430 μL와 5% sodium nitrite 50 μL를 가하여 

20분간 방치하고, 이후 10% aluminum nitrate nonahy-

drate 50 μL를 가해 6분간 방치 후 1 N sodium hydroxide 

500 μL를 넣고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

물질 rutin 검량선의 회귀식에서 rutin equivalent(RE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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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raction yields and β-glucan contents of Ganoderma 
lucidum depending on the extraction time. Line, extraction yield; 
Bar, β-glucan content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Extraction yields of Ganoderma lucidum de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

Extraction 
solvents

pH
4 7 10

Water 7.45±0.08bB 7.11±0.17cB 8.53±0.17aA

Ethanol
(%)

30
60
90

7.53±0.32aB

8.38±0.23aA

6.47±0.15aC

6.84±0.04bB

8.04±0.23aA

5.52±0.11bC

7.73±0.02aB

8.43±0.30aA

5.29±0.14bC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β-Glucan contents of Ganoderma lucidum de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g/100 g)

Extraction 
solvents

pH
4 7 10

Water 3.39±0.04cA 4.26±0.10bA 6.20±0.12aA

Ethanol 
(%)

30
60
90

1.56±0.07bC

1.87±0.05aB

1.31±0.03aD

2.18±0.01aB

1.57±0.05bC

1.17±0.02bD

1.63±0.00bC

1.91±0.07aB

1.08±0.03cD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anoderma luci-
dum de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GAE mM)

Extraction 
solvents

pH
     4     7     10

Water 0.09±0.01bC 0.11±0.01aD 0.10±0.00abD

Ethanol
(%)

30
60
90

0.53±0.00bA

0.53±0.01aA

0.43±0.00aB

0.24±0.00cC

0.53±0.01aA

0.41±0.02bB

0.54±0.01aA

0.52±0.00bB

0.37±0.00cC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에 의하여 유의차를 검정하였다(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결과 및 고찰

추출수율 및 β-glucan 함량

추출시간에 따른 영지버섯의 수율과 β-glucan의 함량은 

Fig. 1과 같다.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율이 점차 증가

하여 3시간에서 6.37%, 6시간에서 7.11%, 12시간에서 

7.33%로 가장 높은 추출수율을 보였으며, 이후 24시간에서

는 수율이 6.60%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β-Glu-

can 함량은 3시간에서 4.04 g/100 g, 6시간에서 4.27 g/ 

100 g으로 최대를 보였으며, 이후 12시간과 24시간에서는 

4.08 g/100 g, 3.05 g/100 g으로 다소 함량이 감소하였다

(P<0.05). 추출시간에 따른 수율과 β-glucan 함량을 통해 

추출시간이 6시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출시간을 6시

간으로 설정 후 추출용매를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영지버섯의 추출용매에 따른 수율은 Table 1과 같다. 추

출수율은 5.52~8.53%의 범위를 보였으며, pH 10에서 물 

추출물은 8.53%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다. pH에 따른 추

출수율의 경우 90% 에탄올 추출물을 제외하고는 pH 10에

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ood 등(29)의 연구

에서 영지버섯 균사체에서 온도 및 시간을 달리하여 다당체

를 추출하였을 때 추출수율이 2.54~6.24%로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영지버섯의 추출용매에 따른 β-glucan 함

량은 Table 2에 나타냈다. 물 추출물의 경우 pH가 증가할수

록 β-glucan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pH 10에서 가장 높았다(6.20±0.12 g/100 g). 물 추출물과 

비교하여 에탄올 추출물들은 β-glucan 함량이 낮았으며, 

에탄올 농도 및 pH에 따라 함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P<0.05).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성분

영지버섯의 추출조건별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법 및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 4에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물 추출물보다 높았으며, pH 조건은 활성에 별로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에탄올 농도가 60%일 때 0.52~0.53 

GAE mM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90%일 때는 오히

려 활성이 낮아졌다(P<0.05).

FRAP 활성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유사한 경향이

었다. 물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낮았으며, pH 조건은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에탄올 농도 60%, pH 4 

추출물의 활성이 1.60±0.01 TE mM로 가장 높았다(P< 

0.05). 이는 영지버섯의 저분자 폴리페놀 화합물이 물 추출

보다 에탄올 용매 조건에서 더 많이 추출되어 항산화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영지버섯 자실체의 추출 용매별 전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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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of Ganoderma
lucidum de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TE mM)

Extraction 
solvents

pH
4 7 10

Water 0.80±0.05aD 0.46±0.01bD 0.84±0.02aC

Ethanol
(%)

30
60
90

1.39±0.02bB

1.60±0.01aA

1.06±0.03aC

1.20±0.02cB

1.46±0.02bA

0.99±0.00bC

1.45±0.01aA

1.45±0.01bA

0.87±0.02cB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Total phenolic contents of Ganoderma lucidum depend-
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GAE mg/g)

Extraction 
solvents

pH
     4      7      10

Water 14.87±1.03bC 18.06±1.62aC 12.46±0.58cD

Ethanol
(%)

30
60
90

34.82±0.69aA

32.66±0.15abB

31.55±0.24aB

20.59±0.09bB

32.08±0.63bA

30.70±0.24bA

35.06±0.22aA

33.49±0.43aB

31.04±0.13bC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Total flavonoid contents of Ganoderma lucidum de-
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RE mg/g)

Extraction
solvents

pH
4 7 10

Water  3.95±0.39bD   6.33±0.20aD   6.57±0.78aD

Ethanol
(%)

30
60
90

76.36±0.84aB

68.17±2.03bC

98.23±1.95cA

 30.23±0.46bC

 73.58±0.54aB

108.44±2.14bA

 77.73±1.31aB

 67.77±1.49bC

114.18±0.94aA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r) between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the antioxidant contents of the Ganoderma luci-
dum extracts

Variables TPC TFC

DPPH
FRAP

0.969*

0.718*
0.780*

0.427

DPP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AP: ferric ion re-
ducing antioxidant power, TPC: total phenolic contents, TFC:
total flavonoid contents.
Significant at *P<0.0001

여능을 측정한 Jin(30)의 연구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물 추

출보다 에탄올 추출이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어 항산화 

활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30). 또한, 상황버섯의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을 때 

에탄올 추출물의 활성이 높다고 한 보고도 있다(31,32).

영지버섯의 항산화 성분 함량은 총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과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 6에 나타냈다. 총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에탄

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pH 조건에 상관없이 같았다. 다만 에탄올 농도 30%, 

pH 7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다른 에탄올 

추출물보다 낮았다(P<0.05).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도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

물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90% 에탄올 추출물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98.23~114.18 RE 

mg/g), 물 추출물과 90% 에탄올 추출물은 pH가 높아질수

록 함량이 높아졌다(P<0.05).

영지버섯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성분 간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총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

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r=0.969, r=0.780), FRAP 활

성은 총폴리페놀 화합물 함량과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

다(r=0.718). 총폴리페놀 화합물과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의 함량은 항산화 활성과 상관성이 크며(33-35) 본 연구 

결과에서도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용버섯

의 총폴리페놀 화합물과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이 

식용버섯보다 높다고 보고(35)된 바 있다. 또한, 선행 연구

에서 보고(35,36)된 이들 화합물 함량도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였다.

요   약

국내산 영지버섯으로부터 β-glucan 소재 개발을 위하여 

pH를 달리하여 물 및 에탄올로 90°C에서 환류 추출하여, 

β-glucan 함량과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성분을 조사하였

다. 물 추출물(pH 10)이 추출수율(8.53±0.17%)과 β-glu-

can 함량(6.20±0.12 g/100 g)이 가장 높았다(P<0.05). 전

반적으로 pH가 증가할수록 β-glucan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물 추출물보다 추출수율과 β-glucan 함량

이 낮았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FRAP 활성은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비교적 높았으며 pH 조건은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총폴리페놀 화합물 및 총플

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도 pH 조건에 상관없이 물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높았다. 물 추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

들의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성분 값들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

을 보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총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r=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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