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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 linteus (Korea Sanghwang, PLKS) and P. baumii (Jangsoo Sangwhang, PBJS) were artificially cultiva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Fruiting bodies were extracted using 70% methanol, 60% ethanol, and hot water.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optimally extracted using 60% ethanol. Antioxidant activities of 60% ethanol extracts from fruiting bodies and mycelia from
each Sanghwang mushroom species were measured using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 (3-
ethylbis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fruiting bodies were relatively higher in comparison to those of mycelial samples. In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alysis, styrylpyrone-class poly phenolic compounds, davallialactone, hispidin, hypholomine B, and
inoscavin A were detected in fruiting body samples of two Sanghwang mushroom species, but not in their myceli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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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목질진흙버섯(Phellinus linteus, PL)은 분류학적으로 담

자균아문(Basidiomycotina),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소나무비늘버섯과(Hymenochaetaceae)의 진흙버섯속(Phellinus)

에 속하는 버섯으로 대가 없고 주로 다년생의 자실체를

갖고 있으며, 뽕(桑)나무를 기주 식물체로 자생하는 노란

색 버섯으로 일반명으로 상황버섯이라고 불린다(Zhu et

al., 2008). 상황은 중국에서 “Sanghaung”으로 불리며 한

국에서는 동의보감에 상이, 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Nagasaki에 있는 섬 Meshima와 Kobu(사마

귀)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Meshimakobu로 불리고 있다

(Chen et al., 2016; Wu et al., 2012). 목질진흙버섯은 자

실체 추출물에서 96.7% 고형 암세포 저지율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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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항암 버섯으로 알려지게 되면서(Ikekawa et

al., 1968)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PL의 β-

glucan은 핵심적인 면역활성 성분으로 대식세포 Dectin-1

수용체에 결합하여 체내에 흡수되어 자연 살해 세포

(natural Killer, NK 세포), T-보조 세포(T-helper cell), 세

포독성 T 세포, 대식세포 등의 인체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암세포에 저항할 수 있는 항

체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rrigan and Brown, 2011). 상황버섯 자실체는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항산화

(anti-oxidants), 항흑색종(anti-melanoma), 항백혈병(anti-

leukemia), 알도스 저해제(aldose reductase) 활성을 가진

polysaccharides, terpenes, polyphenol 등의 다양한 약리

효과가 보고되었다(Chen et al., 2016; Daniel, 2010). 그

러나 목질진흙버섯 자실체 이용은 재료 확보에 한계가 있

어 균사체를 이용한 β-glucan의 약리활성 효과가 연구의

주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P. linteus ASI 26099

균주(고려상황)를 이용한 자실체의 인공재배 연구가 수행

되었지만(Hong et al., 2002), 자실체 성장이 매우 느리고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재배에 난점이 있다. 유사종

인 P. baumii(장수상황)은 자실체 원기가 잘 형성되어 자

실체 성장과 형성률이 높아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어 국

내 상황버섯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 생체막의 구성 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지질과산화 반응을 일으켜 체내 과산화지질을

축적하고, 이로 인해 생체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노화 및

성인병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dela and

Fermandaz, 1998). Inonotus xeranticus, I. obliquus,

Phellinus ignarius, P. linteus, P. baumii 로부터 styrylpyrone

계 페놀 성분 davallialactone, hispidin, hypholomine B,

interfungin A, inoscavin A, phelligridin D, baumin이 동

정 되었으며 이들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된 바 있다(Jung

et al., 2008; Lee et al., 2010; Min et al., 2018). 그러나

사용된 대부분 Phellinus 종 실험 샘플은 환경과 지역이

다른 야생버섯 또는 균사배양체를 이용하여 연구되고 있

어 생리활성 물질의 정확한 종 간 활성 효능을 비교하는

데 난점이 있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재배한 자실체 샘플

을 이용한 생리 활성 비교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인공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Phellinus

linteus ASI 26099(고려상황)과 P. baumii(장수상황)을 동

일 조건하에서 원목재배하여 얻은 자실체와 균사체 추출

물의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 HPLC 분석에 의한 폴리

페놀 성분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 균주 및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목질버섯종은 P. linteus(고려상황버섯,

PLKS) KMCC03737, P. baumii(장수상황버섯, PBJ)

KMCC03739 균주를 사용하였다. PLKS와 PBJS는 경기

도농업과학원 버섯연구소에서 분양받았다. 위의 균주의

균사체 배양은 Yeast Glucose Malt extract(YGM) 배지에

서 25
o
C에서 20일간 성장 하였다. YGM 배지에서 성장한

균사체에 멸균수를 첨가하여 균질기로 무균 마쇄하고

800g 톱밥배지(톱밥:미강, 8:2)에 20ml 접종하여 30일간

25
o
C에서 추가적으로 배양하여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원목재배 및 자실체 생산
상황버섯 원목재배방법은 Hong 등 (2002)의 방법에 준

하여 수행되었다. 동일한 수종 참나무 원목(15 × 15 cm)을

20 cm로 절단하고 내열성 봉지로 싸서 100
o
C에서 16시간

상압 살균하고 냉각하였다. PLKS와 PBJS 원균 배양체로

부터 제조한 톱밥 종균을 약 20 ml 정도 살균 원목에 접

종하고 22
o
C에서 100일 동안 배양한 후 원목에 형성된

균피를 제거하고 재배사에 입상하여 2-3년 후 형성된 자

실체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상황버섯 자실체 추출물 
인공재배한 PLKS와 PBJS 상황버섯 종의 자실체를

100 mesh 정도로 마쇄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알코올 추출

은 70% methanol과 60% ethanol를 사용하였으며 상황버

섯 분말 50 g에 각각의 추출 용액 500 ml를 첨가하고

100 ppm으로 실온에서 16시간 추출하였다. 열 수 추출은

환류 추출장치(Changshin Science, Korea)를 사용, 95
o
C

에서 16시간 추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은 Whatman

No.2여과지로 여과하여 자실체 잔사를 제거하고 얻은 회

전식 감압 농축기(EYELA evaporator, Japan)를 사용하여

농축 후 동결 건조(Ilshinbiobase, Korea) 하여 실험의 시

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상황버섯 추출물을 농도별로 조정하여 Folin-Denis 방

법(Chan et al., 1993)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

정하였다. Folin-Ciocelteu reagent가 폴리 페놀성 화합물

에 의해 환원,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하였다. 동결건조한 상황버섯 추출 시료를 1 mg/ml에

0.2N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5.0 ml을 첨가하여 5분 동안 반응

시킨 후, 7.5% Na2CO3 4 ml을 첨가 후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gallic acid

(Sigma-Aldrich) 100-900 mg/L에서 correlation coefficient 값

을 확인하여 페놀 함량 측정을 위한 정량 곡선을 획득하

였으며 mg GAE/g으로 나타내었다. 



인공재배 상황버섯 재배종 Phellinus linteus 와 P. baumii 자실체 추출물의 항산화활성과 폴리페놀 성분 비교 3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ieva의 방법(Nieva et al.,

20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출 시료 1 mg/ml을 1M

NaOH 25 µl와 증류수 125 µl를 넣고 희석하고 5%

sodium nitrate(NaNO3) 8 µl를 가한 후, 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10% aluminum chloride(AlCl3) 15 µl

를 넣고, 6분간 반응 후 1M sodium hydrixide(NaOH) 50 µl

와 증류수 27 µl를 첨가, 혼합한 후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
DPPH 라디칼소거능은 Blois의 방법(Blois, 1958)에

의하여 a,a-diphenul-ß-picrylhudrazul(DPPH)의 환원력

을 측정하였다. 시료를 농도별로 혼합, 1.0 mL에 0.2 mM

DPPH 용액 1.0 mL를 혼합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

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구는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Trolox를 사용하였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용액의 대조구와 시료 첨

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은 Re R의 방법(Re R,

199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mM ABTS 용액과

2.45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혼합하고 25
o
C 암

소에서 16시간 방치 후 ABTS 양이온을 형성시켰다. 그

후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734 nm에

서 흡광도가 0.700이 되도록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7.4)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900 µl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100 µl을 혼

합하여 5분간 실온 정치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고 양성 대조구는 BHT와 Trolox를 사용하였다. 

FRAP를 이용한 총 항산화력 측정
FRAP를 이용한 총 항산화력은 Benzie와 Strain의 방법

(Benzie and Strain, 199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00

mM Acetate buffer (pH3.6),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TPTZ(2,4,6-tripyridyl-S-triazine), 20 mM Iron(III)

chloride hexahydrate를 10:1:1로 기질 용액을 만들어 사

용하였다. 기질 용액 175 µl과 시료 25 µl를 혼합 후 37
o
C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암처리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통계처리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통하여 얻어낸 각각의 모든 값은

평균치±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SAS 9.4 (statisitical analysis system;SAS Institue, USA)

를 이용하여 two-tailed unpaired Student's t-test 및 one-

way analysis of variance(ANOVA)test를 이용하였다. 사

후 검증은 Ducan의 다중 검증법(DMRT :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하였으며, p<0.05 및 p<0.01수

준에서 검증하였다.

HPLC 분석 
동일한 조건하에 인공 재배한 2년산 PLKS와 PBJS 상

황버섯 자실체를 사용 하였으며 균사체는 YGM 액체배지

에서 25
o
C에서 20일 동안 배양한 후 균사체를 분리하고

물로 잘 세척 한 후 동결건조하였으며 막자사발로 분쇄하

여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각각의 상황버섯 자실체와

균사체 분말 10 g을 200 ml의 60% methanol로 60
o
C에서

30 분간 추출하였다.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을 넣어 순서대로 각각 용매 분획하였으며 ethyl

acetate 층을 감압 농축하고 최종적으로 methanol에 녹여

HPLC(Water Millennium System, Milford, MA, USA)분

석에 사용하였다. HPLC colume은 TSKgel ODS-100Z

5 µm, 직경 4.6 × 150 mm (Tosoh Bioscience, Japan)을

사용하였으며 Dectector는 DAD를 이용하였고 Flow rate

는 1 ml/min으로 10-100%의 methanol gradient의 mobile

phase로 하여 30분간 용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진흙버섯 종의 형태적 특성
진흙버섯 종 고려상황버섯 P. linteus ASI 26099 (PLKS),

장수상황버섯P. baumii(PBJS)를 재료 및 방법에 준하여

참나무 원목에 접종, 배양하고 균피를 제거 한 후 버섯재

배사에 입상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재배한 자실

체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Fig. 1은 PLKS와 PBJS의 원

목에서 성장한 자실체 형태이다. PLKS자실체의 형태는

대가 없이 기주에 부착하는 형태로 자실체 표면은 단단한

목질 형태(hardy woody)로 동심원으로 윤층대(zonate)와

홈을 형성하고 담갈색을 띤다. 자실체 뒷면은 담황갈색을

띠며 테두리는 진 황색으로 전형적인 P. linteus의 특성을

보여 Hong 등(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PBJS

의 자실체는 비교적 soft 한 자실체로 표면이 매끈하고 윤

층대의 홈을 형성하지 않고 두터운 테두리의 형태적 특성

을 보여 PLKS와 다른 형태적 특징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대조구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
× 100

대조구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능 

(%)=

 대조구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
× 100

 대조구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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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KS는 재배방법이 확립되었으며 품종명 “고려상황버

섯”으로 품종등록되어 있으나 재배기간이 길고 자실체 수

확량이 낮아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품종명 “장수상황버섯”이 농가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안

정적 생산을 이루게 되었으며 P. baumii로 동정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버섯이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황철상황(P.lonicenicola), 찔레상황(P.

pini)이 야생에서 분리되고 있다. Phellinus 속은 다년생

자실체(Perennial bacidiocarp)를 나타내며 Inonotus 속은

일년생 자실체(annual basidiocarp)를 나타낸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때문에 최근 중국을 중심으

로 ITS-rDNA 염기서열 분석 기준에 따라 Inonotus 속으

로 전환되고 있다(Tian et al., 2013; Wu et al., 2012;

Zhou et al., 2015).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 P.

linteus가 분리되고 있으며 유사 종이 I. baumii I.

lonicericola I. I. weigelae이 있으며 I. linteus complex라

하였다(Tian et al., 2013). 중국은 I. sanghuang를 사실상

P. linteus로 보고 있으며 형태적 관찰과 결부하여 고찰해

볼 때 아직까지 I. linteus complex 내의 종간 특성을 결

정하기 어려움을 안고 있다. Wu 등 (2012)은 ITS-rDNA

염기서열 비교 분석에서 아시아에 분포하는 Inonotus

baumii-I. linteus 집단은 6종이 관련되어 있으며 형태적으

로 매우 유사하여 채집 기주 식물체에 따라 종명이 결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각 기주체에 따라 I. baumii (개화

나무, Syringa), I. lonicericola (인동 나무, Lonicera), I.

lonicerinus comb. nov. (인동 나무, Lonicera), I. sanghuang

(뽕 나무, Morus), I. vaninii (포플러, Populus), I. weigelae

sp. nov. (병꽃 나무, Weigela)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I. linteus complex라 하였다(Tian et al., 2013). 

상황버섯 종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하이드록실기(-OH)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Jung et al., 2008; Kim et al., 2008). 따라서,

60% 에탄올, 70% 메탄올과 열수추출방법에 따른 상황버

섯 종(PLKS, PBJS)의 자실체 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을 동결건조하고 건조 시료를

1 mg/ml으로 정량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

다. 70% 메탄올과 열수추출에서는 26 mg GAE/g와 23

mg GAE/g로 PLKS와 PBJS 간에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60% ethanol 추출방법에서 PBJS는 31.42±

1.84 mg로 PLKS의 26.46±1.35 mg 보다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이는 상황버섯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의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한 보고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Kim et al., 2008). Methanol 추출 시에 31.67

mg GAE/g로 본 연구의 장수버섯의 60% ethanol 추출과

유사한 함량을 보였으며 열수추출의 경우 본 연구의 고려

상황(PLKS)과 장수상황 (PBJS)의 23 mg과 22 mg GAE/g에

비하여 낮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전 연구에서 국내

에서 분리한 P. linteus KACC93057P의 자실체의 6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 함량을 영지버섯, 차가버섯, 노랑느

타리, 느티만가닥, 표고 등 11버섯 종과 비교 분석 한 바

있으며(Min et al., 2018). P. linteus KACC93057P는

19.05 mg GAE/g로 차가버섯 3.21 mg GAE/g, 표고버섯

1.46 mg GAE/g 등의 다른 버섯 종보다 3배에서 10배 이

상의 높은 폴리페놀 함량이 측정된 바 있어 상황버섯은

다른 버섯 종 보다 폴리페놀의 함량이 많은 버섯으로 확

인 되었다 . 

플라보노이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페놀 성분으로 상

업용으로 판매되는 산화방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암, 심장 혈관 질환, 신경퇴화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이

물질의 생물학적 작용 중 항산화 작용이 중요하다고 알려

져 있다 (Kang et al., 2013; Re et al., 1999; Rice-Evans,

Fig.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ing bodies of
Korea Sanghwang, Phellinus linteus ASI 26099 and Jangsoo
Sanghwang, P. baumii PBJS formed on the oak logs.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 in solvent extracts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spp

Phellinus spp.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g)

70% methanol 60% ethanol Hot water
PBJS 26.08±2.03b 31.42±1.84a 23.52±1.05c

PLKS 26.89±1.93b 26.46±1.35a 22.25±1.06c

PBJS: Phellinus baumii, Jangsoo sanghwang, PLKS: Phellinus linteus

ASI 26099, Korea Sanghwang 

Table 2. Total flavonoid content on extraction methods from
Phellinus spp

Phellinus spp.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g)

70% methanol 60% ethanol Hot water
PBJS 1.41±0.02b 2.05±0.14a 0.69±0.06c

PLKS 1.41±0.02b 1.78±0.10a 0.84±0.05c

PBJS: Phellinus baumii, Jangsoo sanghwang, 

PLKS: Phellinus linteus ASI 26099, Korea Sang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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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LKS와 PBJS 자실체로부터 동일한 추출방법으로

얻은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조사하였다. 페놀함

의 경향 치와 유사하게 PBJS에서 60% 에탄올 추출

2.05±0.14 mg QE/g로 가장 높은 추출 함량을 보였으며

PLKS의 경우 열수 추출에서 0.84±0.05 mg QE/g로 PBJS

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최근, P. vaninii로 부터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본 연구의 상황버섯 종에서 추출된 양보

다 추출법에 따라 4 mg에서 6 mg QE/g의 높은 함량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Im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Phellinus 종에 따라 페놀 화합물의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 2는 상황버섯 종의 폴리페

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PBJS

의 균사체의 폴리페놀 7 mg GAE/g과 플라보노이드

0.15 mg QE/g으로 자실체의 34 mg GAE/g의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1.1 mg QE/g로 자실체가 5배에서 8

배 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PLKS도 유사한 경향 치로 자

실체가 균사체 보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

게 나타났다. 

상황버섯 종의 항산화 활성 
(1) DPPH와 ABTS 라디칼소거능 

자실체의 DPPH와 ABTS 라디칼소거능으로 항산화 활

성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BJS와

PLKS의 자실체 추출물 농도 50 µg/ml, 100 µg/ml,

250 µg/ml를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PBJS는

67%에서 86%에서 PLKS는 61%에서 81%의 DPPH 라디

칼소거능이 있었다. 이는 PBJS와 PLKS의 균사체 추출물

250 µg/ml의 DPPH 라디칼소거능 측정치 20% 내외 보다

높은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 대조구인 BHT

의 11.01%보다는 월등히 높았으며, Trolox 97%에는 조

금 못 미치나 충분히 높은 DPPH 라디칼소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BTS 라디칼소거능의 경우 DPPH 라디칼소

거능과 같이 유사한 경향 치를 보였으며 PLKS는 농도 의

존적으로 74%에서 100%의 ABTS 라디칼소거능을 보였

다. 250 µg/ml농도에서 자실체 추출물 100%의 라디칼소

거능으로 균사체 추출 29%보다 약 3.3배 이상의 높은

ABTS 라디칼소거능을 보였다. 이러한 항산화 활성은 폴

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따라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에서 신규 계통 상

황버섯 P. linteus KACC93057P의 DPPH와 ABTS 라디

칼소거능을 영지버섯, 차가버섯, 노랑느타리, 느티만가닥,

표고 등을 포함한 11 버섯 종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상황버섯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측정된 바

있다(Min et al., 2018). P. vaninii의 자실체로부터 80%

메탄올과 열 수 추출물을 125 µg/ml에서 2000 µg/ml 범

위에서 DPPH 라디칼소거능을 조사 한 바 75%에서 95%

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Im et al., 2019).

P. vaninii는 포플러 나무를 기주로 하며 I. lonicericola, I.

baumii, I. weigelae, I. lonicerinus와 함께 I. linteus

complex로 분류학적으로 분류하고 있어(Tian et al.,

2013; Wu et al., 2012) 이들 간의 유사한 항산화 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유류는 호흡, 면역시스템, 방사선, 화학물질 자극으로

산소의 산화 환원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reactive oxygen

Fig. 2. Total polyphenol content(A) and flavonoid content (mg QE/g) of 60% ethanol extracts from fruiting body and mycelial
from Sanghwang mushroom species. PBJS: Phellinus baumii, Jangsoo sanghwang, PLKS: Phellinus linteus ASI 26099, Korea
Sanghwang f: fruting body, m: mycelial *, p<0.05; **, p<0.005

Table 3.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Phellinus spp

Extracted Phellinus 
spp

Concentrations (µg/ml)
50 100 25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PBJS(f) 67.13±3.95 82.23±1.46 86.72±1.29
PBJS(m) ND ND 20.12±2.25
PLKS(f) 60.00±0.55 80.26±1.2 81.74±0.98
PLKS(m) ND ND 22.02±1.21

BHT ND ND 11.02±1.38
Trolox ND ND 96.67±1.15
PBJS(f) 73.63±1.57 99.14±3.5 99.8±0.27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PBJS(m) ND ND 29.22±1.01
PLKS(f) 74.35±0.9 100 100
PLKS(m) ND ND 28.96±0.41

BHT ND ND 8.50±1.2
Trolox ND ND  100

PBJS: Phellinus baumii, Jangsoo sanghwang, PLKS: Phellinus linteus

ASI 26099, Korea Sanghwang f: fruting body, m: myc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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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ROS)를 형성한다. 인체의 superoxide dismutase

등의 항산화 효소는 ROS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시스템이 억제되면 세포는 ROS에 의해 공격을 받고 세포

는 산화스트레스를 받으며 면역체계의 약화로 노화 등 질병

의 원인이 된다(Coyle and Puttfarcken, 1993; Fridovich,

1989; Diolock et al., 1998). 인체 내의 ROS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항산화제를 보충하여 인위적으로 ROS의 균형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의 항산화제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등이 합성된바 있으며 자연 항산화제에 비해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ito et al., 2003). 따라서 인체 안정

성을 위하여 자연 생물체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Phellinus 속에 대표적인 상황버섯 종으로

국내에서는 P. linteus 계통의 고려상황(PLKS)과 P. baumii

계통의 장수상황버섯(PBJS)이 있으나 같은 재배조건에서

성장한 자실체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비교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같은 조건에서 재배한 PLKS와 PBJS의 항산화

활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

으며 자실체와 균사체의 항산화 활성의 차이점이 확인되

었다. 

 

(2) FRAP 환원력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환원력은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 Fe
3+
이 Fe2

+
로

환원되는 원리로(Benzie and Strain, 1996) 표준물질은

FeSO4*7H2O를 200-1000 µm에서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확인 한 결과 농도에 따라 직선성을 보여(data not

shown) 환원력 측정을 위해 정량 곡선을 획득, µm eq

Fe2
+
/g로 표기하였다. FRAP 환원력으로 균사체와 자실체

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해 본 결과, PLKS의 자실체는

0.77 µm FeSO4/g로 PBJS의 0.73 µm FeSO4/g 보다 높았

으며 균사체와 자실체의 FRAP 환원력 차는 0.1 µm

FeSO4/g 정도로 DPPH와 ABTS 라디칼소거능에 비하여

낮은 격차의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폴리페놀 성분의 HPLC 분석 
폴리페놀은 항산화 활성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험 결과에서 자실체 추출물이 균사체 추출물보다 폴리

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자실체와 균사체 간의 폴리페놀 성분을

HPLC에 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PLKS와

PBJS의 자실체 및 균사체 분말을 70% 메탄올로 추출하

고 ethyl acetate 분배 농축 물을 HPLC 분석하였다.

Retention time 14분에서 20분대까지의 peak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Fig. 4), 그들의 UV spectrum은 260, 380 nm

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었다. 형성된 peak가 어떠한 폴

리페놀 성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제된 폴리페놀 성

분을 표준으로 하여 검출된 Peak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styrylpyrone 계열의 화합물, davallialactone,

hispidin, hypholomine B, Interfungin A, Inoscavin A과

일치하였으나 균사체 유래 추출물의 HPLC 분석 결과 위

의 폴리페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자실체와 균사체의 폴

리페놀 성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연구에서 Inonotus xeranticus와 P. linteus의 균사체 배

양액으로부터 hispidin과 hispidin dimer인 hypholomine B와

1,1-distyrylpyrylethan이 동정 된 바 있어(Jung et al.,

2008), 자실체에서 검출된 일부 폴리페놀 화합물이 균사

체보다는 배양여액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P. linteus KACC93037P의 균사체 배양액으로부터 폴리

페놀 styrylpyrone 계인 Phellinins A1 and A2인 신규로

분리되어 동정 된 바 있으나(Lee et al., 2009) 균사체 배

Fig. 3. FRAP value of extracts fruiting body and mycelia
from Phellinus spp. PBJS: Phellinus baumii, Jangsoo
sanghwang, PLKS: Phellinus linteus ASI 26099, Korea
Sanghwang f: fruting body, m: mycelial *, p<0.05; **,
p<0.005.

Fig. 4. HPLC chromatogram of ethyl acetate layer extracted
from fruiting body (f) and mycelia (m) of Phellinus linteus
(PLKS) and P. baumii (PBJS). 1. Interfungin A , 2.
Davallialactone; 3. Hispidin; 4. Hypholomine B; 5. Inoscav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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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 유래 폴리페놀 성분은 배양조건에 따라 유효물질의

생산 여부가 변화될 수 있다 하였다. Lee 등 (2010)은 P.

ignarius, P. linteus, Inonotus xeranticus 등의 자실체로부

터 davallialactone, hispidin, hypholomine B, Interfungin

A, Phelligridin D, Inoscavin A를 분리 동정 한 바 있으며

재배종 장수상황버섯 P. baumii로부터 신규 Styrylpyrone

계 폴리페놀 성분인 baumin을 추가적으로 분리 동정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실체 유래 폴리페놀 성분이

기 보고된 성분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균사체에는 유사

폴리페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자실체 고유 폴리페놀 성

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황버섯의 생리활성 물질로 β-glucan이 유

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 활성 기구와 항암 등 다

양한 질병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aniel S, 2010; Zhu et al., 2008). 상황버섯 자실체로부

터 열수추출 또는 에탄올 추출에서 노란색의 폴리페놀 색

소가 다량 생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styrylpyrone 계 폴

리페놀 성분으로(Lee et al., 2008) 항산화, 항 혈액응고,

항염증, 항암활성 등 다양한 생물활성이 알려져 있어 또

다른 상황버섯의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 군으로 확인 되고

있다(Lee et al., 2010). Phenylpropenoids 계 폴리페놀

caffeic acid는 균사체배양 중에 배양여액에 축적되며(Lee

et al., 2008) 자실체는 styrylpyrone계 폴리페놀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실체와 배양 균사체 간에 성분 차이

를 알 수 있다.

폴리페놀 성분은 전구물질인 hispidin과 6-(3,4-

dihydroxyphenyl)-4-hydroxy-3, 5-hexadien-2-one (hispolon)

등의 산화 과정을 통하여 합성되며 버섯류가 보유한

lignin 분해 효소에 의하여 중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laar and Steglich, 1977). 버섯류의 리그닌 분해에 관여

하는 효소로는 산화효소인 laccase (Lac; EC 1.10.3.2)와

과산화효소인 lignin peroxidase (LiP; EC 1.11.1.14),

manganese peroxidase(MnP; EC 1.11.1.13), versatile

peroxidase(VP; EC 1.11.1.16) 등이 있으며 자실체 생장

기에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2019). 상

황버섯 자실체는 2-3년의 오랜 기간 동안 참나무, 뽕나무

등의 다양한 기주의 난분해성 리그닌을 분해하고 목질 섬

유소를 분해하여 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실체 형성기 동

안 다양한 리그닌 분해 효소는 자실체에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고 농도로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추정된다. 

 

적 요

P. linteus(품종명: 고려상황, PLKS)와 P. baumii (장수

상황, PBJS)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공재배하여 얻어진

자실체를 70% 메탄올, 60% 에탄올, 열수추출하여 폴리페

놀과 플라보노이드 측정 시 함량은 60%에탄올 추출물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에탄올을 용매로 PLKS와

PBJS의 자실체를 추출하여 농도별로 DPPH (2,2-diphenyl-

1-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 (3-ethylbisthiazoline-

6-sulfonic acid)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PLKS와

PBJS는 거의 유사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며 자실체가

균사체보다 2-3배 이상 높은 항산화 활성이 측정되었으나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분석에서는 자

실체와 균사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PLKS와 PBJS의 자실체 ethyl acetate 분획물을 HPLC 분석

한 결과 styrylpyrone 계 폴리페놀 성분인 davallialactone,

hispidin, hypholomine B, inoscavin A를 검출할 수 있었

으나 균사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자실체 특이적인 화합

물인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2018년도 학술 연구 조성비의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Benzie IFF, Strain JJ. 1996. The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FRAP) as a measure of antioxidant power”: the FRAP assay.
Anal Biochem 239: 70-76.

Blois M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 by the use of a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 1199-1200.

Chan KM, Decker EA, Means WJ. 1993. Extraction and activity
of carnosine, a naturally occurring antioxidant in beef
muscle. J Food Sci 58: 1-4.

Chen H, Tian T, Miao H, Zhao YY. 2016. Traditional uses,
fermentation, phytochemistry and pharmacology of Phellinus
linteus: A review. Fitoterapia 113: 6-26. 

Choi SJ, Lee YS, Kim JK, Kim JK, Lim SS. 2010. Physiological
activities of extract from edible mushroom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9: 1087-1096.

Coyle JT, Puttfarcken P. 1993. Oxidative stress, glutamate, and
neurodegenerative disorders. Science 262: 689-695.

Diplock AT, Charleux JL, Crozier-Willi G, Kok FJ, Rice-Evans C,
Roberfroid M, Stahl W, Vina-Ribes J. 1998. Functional food
science and defense against reactive oxidative species. Br J
Nutr 80: 77-112.

Fridovich I. 1989. Superoxide dismutases. An adaptation to a
paramagnetic gas. J Biol Chem 264: 7761-7764.

Hong IP, Jung IY, Nam SH, Park JS, Cho JH, Lee HW, Guo SX.
2002.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medicinal mushroom,
Phellinus linteus. Mycobiology 30: 208-212.

Ikekawa T, Nakanishi M, Uehara N, Chihara G, Fukuoka F. 1968.
Antitumor action of some basidomycetes, especially Phellinus
linteus. Jpn J Cancer Res 59: 155-157.

Im KH, Baek SA, Choi JH, Lee TS. 2019. Antioxidant, anti-
melanogenic and anti-wrinkle effects of Phellinus vanini.
Mycobiology 47: 494-505.

Jung JY, Lee IK, Seok SJ, Lee HJ, Lee HJ, Kim YH, Yun BS. 2008.
Antioxidant polyphenols from the mycelial culture of the



36 민경진 ·윤봉식 ·강희완

medicinal fungi Inonotus xeranticus and Phellinus linteus. J
Appl Microbiol 104: 1824-1832.

Kang HW. 2019. Industrial utilization of spent mushroom
substrate. J Mushrooms 17: 85-92.

Kang HW, Lee MH, Seo GS. 2013. Antioxidant and anti-
inflammatory effects of Phellinus linteus HN1009K. Korean J
Mycol 41: 243-247.

Kerrigan AM, Brown GD. 2011. Phagocytes: fussy about carbs.
Current Biol 21: 500-502. 

Kim HJ, Bae JT, Lee JW, Hwang Bo MH, Im HG, Lee IS. 2005.
Antioxidant activity and inhibitive effects on human
leukemia cells of edible mushrooms extracts. Korean J Food
Preserv 12: 80-85.

Kim JO, Jung MJ, Choi HJ, Lee JT, Lim AK, Hong JH, Kim DI.
2008. Antioxidative and biological activity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hellinus linteu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7: 684-690.

Lee IK, Han MS, Lee MS, Kim YS, Yun BS. 2010. Styrylpyrones
from the medicinal fungus Phellinus baumii and their
antioxidant properties. Bioorg Med Chem Lett 20: 5459-5461.

Lee IK, Jung JY, Kim YH, Yun BS. 2009. Phellinins A1 and A2,
new styrylpyrones from the culture broth of Phellinus sp.
KACC93057P: II.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tructure
elucidation. J Antibiot 62: 635-637.

Lee KH, Kwon HJ, Chun SS, Kim JH, Cho YJ, Cha WS. 2006.
Biological activities of extracts from Phellinus linteus. J
Korean Soc Appl Biol Chem 49: 298-303. 

Lee YG, Lee WM, Kim JY, Lee JY, Lee IK, Yun BS, Rhee MH,
Cho JY. 2008. Src kinase‐targete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davallialactone from Inonotus xeranticus in
lipopolysaccharide activated RAW264.7 cells. Br J Pharmacol
154: 852-863.

Ludvigsson J. 1993. Intervention at diagnosis of type I diabetes
using either antioxidants or photopheresis. Diabetes Metab
Rev 9: 329-336.

Min GJ, Jeong EU, Yun BS, Kang HW. 2018. Chemical
identifica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of phenolic compounds
extracted from the fruiting body of ‘Hankyong Sanghwang’,

Phellinus linteus KACC 93057P. J Mushrooms 16: 311-317.
Min GJ, Kwak AM., Seok SJ, Kang HW. 2016. Morph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novel Phellinus linteus
KACC93057P. J Mushrooms 14: 75-80.

Moreno MI, Isla MI, Sampietro AR, Vattuone MA. 2000.
Comparison of the free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propolis
from several regions of Argentina. J Ethnopharmacol 71: 109-
114. 

Re R, Pellegrini N, Proteggente A, Pannala A, Yang M, Rice-
Evans C. 1999. Antioxidant activity applying an improved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ssay. Free Radical Biol
Med 26: 1231-1237.

Rice-Evans C. 2001. Flavonoid antioxidants. Curr Med Chem 8:
797-807.

Saito M, Sakagami H, Fujisawa S. 2003. Cytotoxicity and
apoptosis induction by butylated hydroxyanisol (BHA) and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nticancer Res 23: 4693-
4701.

Sliva D. 2010. Medicinal mushroom Phellinus linteus as an
alternative cancer therapy (Review). Exp Ther Med 1: 407-
411.

Tian XM, Yu HY, Zhou LW, Decock C, Vlasak J, Dai YC. 2012.
Phylogeny and taxonomy of Inonotus linteus complex. Fungal
Divers 58: 159-169.

Videla LA, Fernández V. 1988. Biochemical aspects of cellular
oxidative stress. Arch Biol Med Exp 21: 85-92.

Wu SH, Dai YC, Hattori T, Yu TW, Wang DM, Parmasto E,
Chang HY, Shih SY. 2012. Species clarification for the
medicinally valuable ‘sanghuang’ mushroom. Bot Stud 53:
135-149. 

Zhou L, Vlasak J, Decock C, Assefa A, Stenlid J, Abate D, Wu S,
Dai Y. 2015. Global diversity and taxonomy of Inonotus
linteus complex (Hymenochaetales, Basidiomycota):
Sanghuangporus gen. nov., Trropicoporus excentrodendri and
T. guanacastensis gen. et spp. nov., and 17 new combination.
Fungal divers 77: 335-347.

Zhu T, Kim SH, Che CY. 2008. A medicinal mushroom: Phellinus
Linteus. Curr Med Chem 15: 1330-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