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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growth characteristics, biological activities, 

nutritional contents, and sugar contents of Ganoderma spp.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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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growth characteristics, biological activities, β-glucan contents, sugar
contents, and amino acid content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Among the 14 strains of Ganoderma spp., KMCC02960 (G.
meredithae) and KMCC02932 (G. tropicum) showed excellent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those with respect to the size and
yield of fruiting bodies. The highest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observed in KMCC02932 (G.
tropicum). The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f KMCC02824 (G. lucidum) and KMCC02852 (G. neo-japonicum)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strains.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extracts from KMCC02824 (G. lucidum) and KMCC02852 (G.
neo-japonicum)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strains. KMCC03018 (G. lingzhi) showed the highest β-glucan content of
33.4%. In an analysis of the 4 types of monosaccharides, 2 types of disaccharides, and 4 types of sugar alcohols, only
KMCC02996 (G. weberianum) and KMCC03018 (G. lingzhi) were commonly detected out of the 14 strains of Ganoderma spp.
Eighteen amino acids, including eight essential amino acids, were identified: the highest total amino acids and total essential
amino acids were found in KMCC02932 (G. tropicum), which had the highest levels of tyrosine and phenylalanine. Although the
contents of amino acids differed by strain, cysteine, tyrosine, and phenylalanine were the most abundant amino acids in the
analyzed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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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지는 영지버섯 또는 불로초로 알려져 있으며 담자균

문(Basidiomycota) 구멍장이버섯목(Polyporales) 불로초

과(Ganodemataceae) 불로초속(Ganoderma)에 속한다. 주

로 참나무, 밤나무 등 활엽수 고사목 밑둥이나 그루터기

에서 자생하는 1년생 백색부후균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

여 아시아, 유럽, 북미주 등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

으며 미국에서는 9종, 일본에서는 5종, 대만에서는 13종,

중국에서는 64종이 보고되고 있다(Chang and Chen,

1986; Gibertson and Ryvarden, 1986; Park and Lee,

2011; Zhao et al, 1983). 

영지는 예로부터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

적인 약용버섯으로서 항산화, 면역증강, 혈압 강하, 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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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함염증 작용을 비롯한 많은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영

지의 잘 알려진 생리활성 중에는 항산화 활성이 있다. 체

내의 활성산소가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여 생성된 과도

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지질과산화를 유도하고, 단백질, 세

포막 및 DNA 등을 손상시켜 세포의 노화와 변형을 초래

하여 세포의 기능장애가 발생함으로서 암, 동맥경화, 알츠

하이머 병 등 다양한 질병이 유발하게 되는데(Ames,

1983; Fridorich, 1986; Jeong et al, 2008), 영지는 노화,

암 등의 생체 장애를 일으키는 활성산소의 산화반응 및

라디컬의 반응성을 억제 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성분 중 베

타글루칸(β-glucan)을 들 수 있다. 베타글루칸은 β-D-

Glucopyranose 단위를 기본으로 다양한 가지를 갖는 중합

체이며 세균, 진균, 식물의 세포벽에 존재한다. 베타글루

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작용하여

정상적인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인터루

킨(interleukin), 인터페론(interferon)의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켜 세포조직의 면역을

향상시켜 항당뇨, 혈압조절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Brown and Gordon, 2003). 또한 암세포가 있는 체내로

들어가 사아토카인(Cytokine)을 생산시킴으로서 면역세포

인 T세포와 B세포의 활동을 도와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Chandrasekaran et al,

2011; Cho et al, 2013; Choi et al, 2010; Kim et al,

2015). 또한 버섯의 가장 일반적이며 중요한 기능은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이며(Breene, 1990; Cho et al.,

2007; Kim, 2006; Park et al, 2006), 영양공급원은 당, 단

백질, 지질, 미네랄 등이 이에 속하고 버섯은 지질이 적으

며 당 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당은 글루

코스, 자일로스와 같은 저분자당과 베타글루칸, 키틴질 등

고분자당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종류의 당을 일컬어 탄수

화물이라고 한다(Cho et al, 2014). 탄수화물은 적혈구와

중추신경계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의 고유 기능이 저해되며, 최근 면역강화, 혈

당감소, 항암, 항산화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

타내고 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구성성분으로 세포의 성

장과 유지하기 위한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영양소이다(Park et al, 2017). 특히, 근육의 원료물질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신진대사의 촉매역할과 인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영양성분 및 약리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버

섯의 생리활성 성분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

며 기능성 성분과 효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

원 버섯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지 유전자원에 대한 평가

를 위하여 균주별 생육특성을 분석하였고, 영지가 지니고

있는 항산화 활성과 관련이 있는 생리활성 성분, 베타글

루칸 함량, 필수 및 비필수 아미노산 성분, 단당류, 이당

류 및 당알콜 등의 당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유용 유전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및 건강기능

식품 개발을 위한 영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영지 균주는 Table 1과 같이 국내외

각지에서 수집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

과에서 보존되고 있는 KMCC (Korean Mushroom Culture

Collection) 영지 균주 중 14 종을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

면에 위치한 인삼특작부의 버섯 재배사에서 재배하였다.

재배법은 영지버섯 및 상황버섯 표준재배법에 따라 참나

무 원목에 재배하여 자실체를 수확하였다. 각 영지의 특

성조사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발행한 작물별 특성조사요

령의 영지버섯 조사기준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며, 기타 특

성에 대해서는 Mushrooms Demystified (David, 1986)를

참고하였다.

생리활성 분석용 시료 제조
수확한 영지 시료는 열풍건조한 후 건조시료 5 g을 시

료의 20배(V/W)의 70% 발효주정 100 ml을 가하여 실온

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각 시료로부터의 추출액은 원심

Table 1. Lists of 14 stains of Ganoderma spp. used in this
study

KMCCa # Species Collection
year Locality

KMCC02824 Ganoderma lucidum 1985 Korea
KMCC02852 Ganoderma neo-japonicum 1987 Korea
KMCC02891 Ganoderma lucidum 1989 Korea
KMCC02928 Ganoderma lucidum 1994 Japan
KMCC02932 Ganoderma tropicum 1996 Taiwan
KMCC02955 Ganoderma lucidum 2004 Korea
KMCC02957 Ganoderma lingzhi 2008 unknown
KMCC02959 Ganoderma anullare 2008 unknown
KMCC02960 Ganoderma meredithae 2008 unknown
KMCC02972 Ganoderma lucidum 2011 Korea
KMCC02996 Ganoderma weberianum 2012 Philippines

KMCC03001 Ganoderma subamboinense 
var. laecisporum 2012 Argentina

KMCC03003 Ganoderma preifferi 2012 Nether-
lands

KMCC03018 Ganoderma lingzhi 2013 Korea
a 

KMCC : Korea Mushroom Cultur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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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하여 흡입 여과하였으며, 여과액을 회전감압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였다. 농축된 버섯시

료는 최종 1 mg/ml로 희석하여 각 생리활성 분석에 이용

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컬 소거활성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효능에

주로 이용되는 DPPH는 분자 내 라디컬을 함유하고 있어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

되며 이때 라디컬이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흡광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9.9% methanol에 녹인

0.2 mM DPPH solution 0.1 ml에 각 추출물 0.1 ml을 넣고

10초간 혼합하였다. 그리고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뒤 Multimode microplate reader

(Varioskan LUX, ThermoFisher Scientific, Inc. Co. MA,

USA)를 이용하여 517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Varioskan LUX,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 and Dugan (1975)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mM NaNO2 0.1 ml에 망태버섯 추출물

0.2 ml를 가하고 여기에 pH 1.2로 조정된 0.1 N HCl 1

ml을 넣고 37
o
C에서 1시간 작용시켰다. 그 이후 2%

acetic acid 5 ml과 30% acetic acid에 1% sulfanilic acid

를 녹인 용액인 Griess A와 30% acetic acid에 1% 1-

naphthylamine을 녹인 용액 Griess B를 1:1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0.4 ml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15분 간

암반응 시킨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 (Varioskan

LUX, ThermoFisher Scientific, Inc. Co. MA, USA)를 이

용하여 흡광도 520 nm로 측정하고 추출액의 첨가 전후에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하여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총 폴리페놀함량은 Folin and Denis (1912) 방법에 의

하여 측정하였다. 각 버섯 추출물 0.1 ml에 folin-denis

reagent 0.02 ml를 가하고 3분간 정치시킨다. 그 후 1%

Na2CO3 0.16 ml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뒤에 45분 간 암

반응 시킨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 (Varioskan

LUX, ThermoFisher Scientific, Inc. Co. MA, USA)를 이

용하여 7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포

함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의 표준곡선에 시료

의 흡광도 측정값을 대입하여 농도를 결정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분석(β-glucan contents)
영지 건조시료에 대한 베타글루칸 함량은 Megazyme

Kit (Mushroom and Yeast β-glucan Assay Procedure K-

YBG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흡광도 510 nm에서 측정

된 토탈글루칸(total glucan)과 알파글루칸(α-glucan) 측정

값은 glucose 용액 (1 mg/ml)을 GOPOD 시약과 반응시

킨 반응액의 흡광도 값과 함께 www.megazyme.com 홈페

이지의 Mega-Calc 함량 계산식을 참고하여 함량(%, w/

w)값으로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베타글루칸은 토탈글루

칸 함량에서 알파글루칸 함량을 빼준 값으로 계산하였다.

당 분석 시료조제
당 분석을 위하여 영지의 건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분말

시료를 사용하였다. 시료 0.1 g을 70% 에탄올 2 ml과 혼

합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48 h 동안 추출한 후 원심분

리 하였고, 상층액 1 ml를 취해 진공원심농축기 (Labconco,

US/7810032)로 농축하였다. 그리고 농축액을 3차 증류수

500 μl에 용해한 후 이 용액을 1 ml 주사기에 취해 syringe

filter (Pall Syringe Filters with PVDF Membrane, 13 mm,

0.45 μm)로 여과하여 HPLC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에 의한 당 성분 분석
당 분석에 이용된 HPLC의 구성은 Agilent Technologies

1260 Infinity II Quat pump, Agilent Technologies 1260

Infinity II Vialsampler, Agilent Technologies 1260

Infinity II Refractive Index Detector (RID), Agilent

Technologies 1260 Infinity II Multicolumn Thermostat

(MCT), Agilent ChemStation software를 이용하였다.

Repromer Carbohydrate ES 5 μm (250 × 4.6 mm) 분석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컬럼의 온도는 35
o
C를 유지하였

다. 이동상은 75% Acetonitrile 용액을 isocratic mode로

1 ml/min으로 흘려주었다. Injection volumn은 10 μl를 주

입하였고, Agilent Technologies 1260 Infinity II

Refractive Index Detector (35
o
C)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시료조제
영지의 건조시료에 대한 아미노산 분석은 AccQ tag법

을 사용하였다. 전처리는 염산가수분해법(Danial and

Steven, 1993)을 적용하였다. 건조된 분말시료 0.1 g을 6

N HCl 1 ml와 혼합하여 Fluorescence Waters Pico-Tag

Workstation으로 N2 gas 충진 후 105
o
C에서 24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가수분해 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200 µl을 취해서 speed-vacuum (Hanil, KR/AUTOSPIN

4080C)으로 농축한 다음 25 mM HCl 500 µl에 녹였다.

이 용액을 1 ml 주사기에 취하여 syringe filter (Pall

Syringe Filters with PVDF Membrane, 13 mm, 0.45 μm)

로 여과한 후 AccQ-Fluor Reagent Kit로 형광유도체화

반응시켰다. 형광유도체 반응은 AccQ fluor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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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µl가 되게 혼합한 후 55
o
C에서 9분간 반응시켜서

HPLC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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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에 의한 아미노산 성분 분석
아미노산 성분 분석은 Waters 2795 Separations

module, Waters 2475 Fluorscene detector, Empower pro

software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용 컬럼은 AccQ-Tag For

Hydrolysate Amino Acid Analysis column (3.9 × 150

m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A용매로 10% AccQ-Tag

Eluent A, B용매로 60% Acetonitrile를 gradient mode로

적용하였다(Table 2). Injection volume은 5 µl를 주입하고

UV detector (λ=248 nm, 36
o
C)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분석

결과는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을 산출하였고, Duncan의 다중검증법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을

통하여 각 실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p<0.05)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4종 영지 자실체의 생육특성
영지 14종의 자실체에 대한 형태적 특성과 생육조사 결

과, 가장 우수한 생육을 나타낸 유전자원은 KMCC02852,

KMCC02928, KMCC02932, KMCC02960이었다(Fig. 1,

Table 3). KMCC02852 (G. neo-japonicum)는 1987년 국

내에서 수집한 균주이다. 갓의 색은 다갈색이며 형상은

말굽형이었으며, 장경은 171.9 mm, 단경은 98.0 mm, 갓

의 두께는 15.6 mm로 이었다. 대의 부착형태는 대가 보이지

않고 원목측면에서 성장하는 평행형이었다. KMCC02928

(G. lucidum)은 1994년 일본에서 수집한 균주로서 갓의

색은 적갈색이며 형상은 주걱형이었으며, 장경은 105.5

mm, 단경은 74.8 mm, 갓의 두께는 7.5 mm로 이었다. 대

의 부착형태는 측생형이었다. KMCC02932 (G. tropicum)

는 1996년 타이완에서 수집한 균주로서 갓의 색은 적갈색

이며 형상은 주걱형이었으며, 장경은 122.6 mm, 단경은

72.5 mm, 갓의 두께는 8.4 mm로 이었다. 대의 부착형태는

측생형 또는 대가 보이지 않는 평행형이었다. KMCC02960

(G. meredithae)는 2008년 수집지역 미상의 균주로 갓의

색은 적갈색이었고 형상은 말굽형이었다. 장경은 129.0

mm, 단경은 83.9 mm, 갓의 두께는 26.8 mm로 우수한

Table 2. HPLC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amino acids

Time 
(min)

Flow rate
 (ml/min)

Mobile phase A 
(%)

Mobile phase B 
(%)

0.0 1.0 100.0 0.0
0.5 1.0 98.0 2.0

15.0 1.0 93.0 7.0
19.0 1.0 90.0 10.0
27.0 0.9 67.0 33.0
32.0 0.9 67.0 33.0
33.0 0.9 67.0 33.0
34.0 1.0 0.0 100.0
37.0 1.0 0.0 100.0
38.0 1.0 100.0 0.0
45.0 1.0 100.0 0.0

Fig.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ing bodie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A, KMCC02824; B, KMCC02852; C,
KMCC02891; D, KMCC02928; E, KMCC02932; F, KMCC02955; G, KMCC02957; H, KMCC02959; I, KMCC02960; J,
KMCC02972; K, KMCC02996; L, KMCC03001; M, KMCC03003; N, KMCC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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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의 부착형태는 측생형이

며 대의 길이는 93.9 mm이었다. 

영지 균주별 DPPH 라디컬 소거능
DPPH 라디컬 소거능을 통한 14종의 영지 자실체 에탄

올 추출물의 1 mg/ml의 농도에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DPPH는 비교적 안정한 자유라디

컬로써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환원되거나 소

거되어 짙은 자색이 감소된다. DPPH는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버섯은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rdner and Fridovich, 1991; Sohn et al., 2010). 14종

의 영지 자실체의 라디컬 소거능은 53.1~79.4%를 나타냈

으며, 그 중에서 타이완에서 수집한 KMCC02932 (G.

tropicum) 균주가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국내

에서 수집한 영지2호인 KMCC02891 (G. lucidum)의 소

거활성이 가장 낮았다. Park et al, (2013)의 6종의 영지

균주별 균사체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분석한 결과, 각

추출물의 1 mg/ml의 농도에서 라디컬 소거활성은 약

20~70%이었으며, 그 중 영지2호인 G. lucidum ASI7071

의 소거활성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수집지역과 수집연도의 이력을 지닌 8 strains의 G.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KMCCa #
Pileus of fruiting body Stalk of fruiting body

Weight
(g)Length of 

major axis (mm)
Length of 

minor axis (mm)
Thickness

(mm)
Length of stalk

(mm) Position

KMCC02824 98.5±15.1 76.3±12.6 9.5±3.9 40.1±12.2 off-center 1,224
KMCC02852 171.9±20.0 98.0±9.9 15.6±5.6 - lateral 1,300
KMCC02891 77.3±2.0 71.2±12.0 2.9±0.4 59.0±5.8 off-center 468
KMCC02928 105.5±9.9 74.8±9.7 7.5±3.7 105.2±17.1 off-center 1,141
KMCC02932 122.6±23.8 72.5±5.6 8.4±3.5 72.9±15.9 off-center 2,215
KMCC02955 82.1±13.1 54.9±14.5 5.6±0.1 81.3±13.4 off-center 685
KMCC02957 75.6±5.7 57.8±15.0 9.4±4.7 197.3±10.3 off-center 1,732
KMCC02959 32.0±11.7 20.4±9.2 13.0±0.8 - off-center 20
KMCC02960 129.0±27.9 83.9±3.9 26.8±5.3 93.9±49.2 off-center 4,370
KMCC02972 83.0±16.9 54.0±14.0 6.9±2.8 61.6±6.1 off-center 473
KMCC02996 86.8±9.9 54.5±1.8 6.9±2.2 - lateral 1,396
KMCC03001 78.0±5.9 54.8±3.6 7.2±2.4 44.2±17.0 lateral 1,561
KMCC03003 90.0±22.6 70.6±3.2 16.3±4.5 - off-center 274
KMCC03018 95.8±7.1 59.4±7.3 11.2±1.0 101.9±14.8 off-center 1,388

a 
KMCC : Korea Mushroom Culture Collection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1 mg/ml concentration) from 14 strains of Ganoderma spp.
Light gray bar indicates a positive control. The results are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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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um 자실체의 항산화 분석 결과, 주정추출물에서 영

지1호 ASI7004와 7014가 다른 균주에 비하여 높은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이는 용매별로 영지 균주마다 추출되어

지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ho et al, 2012). 

영지 균주별 아질산염 소거능
14종의 영지 자실체 에탄올 추출물 1 mg/ml의 농도에

서 아질산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14

종의 영지 자실체 중에서 국내에서 수집한 영지1호인

KMCC02824 (G. lucidum)와 KMCC02852 (G. neo-

japonicum)가 각각 69.5%와 63.2%의 소거활성을 보이며

다른 균주에 비하여 높았으며, 일본에서 수집한

KMCC02928 (G. lucidum)과 수집지역 미상의 KMCC02959

(G. anullare)는 각각 34.8%와 36.5%를 나타내며 다른 균

주에 비하여 낮은 활성을 보였다. 아질산염을 일정농도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메트로헤

모글로빈 혈증(methemoglobinemia)과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시키며, 아질산염과 2급 및 3급 amine류와 반응하여

생성된 발암물질인 nitrosamine는 체내에서 diazoalkane

(CnH2nN2)으로 변화하여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의

성분을 알칼리화시킴으로서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Choi et al, 1989; Choi et al, 2008; Chung et al,

1999). 아질산염 소거능은 이러한 아질산염을 소거하여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이

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약용버섯류의 아질산염 소거

능을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영지 중 G. lucidum ASI7080

과 상황버섯이 40% 이상의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영지2

호인 G. lucidum ASI7071의 소거활성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Cho et al, 2015). 

영지 균주별 총 폴리페놀 함량
14종의 영지 자실체 에탄올 추출물 1 mg/ml의 농도에

서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각

Fig. 3.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1 mg/ml concentration) from 14 strains of Ganoderma spp. Light
gray bar indicates a positive control. The results are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4.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1 mg/ml concentration) from 14 strains of Ganoderma spp. The
results are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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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 자실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의 범위는 12.9~38.0 mg

GAE/g이었으며, 영지1호인 KMCC02824 (G. lucidum)와

KMCC02852 (G. neo-japonicum)가 각각 38.0 mg GAE/g

와 37.8 mg GAE/g로 다른 균주에 비하여 높은 함량치를

보였다. 반면 일본에서 수집한 KMCC02928 (G. lucidum)

과 수집지역 미상의 KMCC02959 (G. anullare)는 각각

18.4 mg GAE/g와 12.9 mg GAE/g를 나타내며 가장 낮

은 함량을 보였다. 폴리페놀은 인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유리 라디컬(ROS, OH, NO)의 산화작용을 억제, 소거하

여 항염증, 항암 및 항균작용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다(Lee et al, 2014; Qi et al, 2013). 영지 자실체

의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70% 에탄올

추출조건에서 ASI7031, 7076, 7086, 7131, 7148 균주가

양성대조구인 상황버섯에 비하여 높은 함량치를 보였으며,

열수추출 조건에서 추출한 영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며

용매를 달리하여 추출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ho et al,

2013). 

영지 균주별 베타글루칸 함량
14종의 영지 자실체 건조시료로부터 베타글루칸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베타글루칸 함량은

16.66~33.43%로 나타났으며, 5% 유의확률에서 높은 베

타글루칸 함유량을 보이는 균주는 32.95%의 국내 수집종

인 KMCC02852 (G. neo-japonicum)와, 33.43%의 국내

수집종인 KMCC03018 (G. lingzhi)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낮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인 균주는 수집지역 미상

의 KMCC2959 (G. anullare)이었다. Joung et al, (2009)

에 의하면 약용버섯인 상황버섯, 영지, 노루궁뎅이의 베타

글루칸 함량은 29.14%, 19.44%, 23.39%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Cho et al, (2013)은 39종의 영지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15~20% 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여러 연구보고들

에 의하면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된 버섯은 혈당 및 혈

중 콜레스테롤 감소(Kang et al, 2001),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 및 사멸(Hwang et al, 2003), 항산화 활성(Hui et

al., 2002)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용버

섯 중에서 높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이는 버섯은 꽃송이

버섯으로 다른 버섯류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약 45%의

함량치를 보이며 면역활성 및 항암활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Harada et al, 2002; Ohno et al, 2000.

Choi et al, 2014).

영지 균주별 단당류, 이당류 및 당알콜 성분 함량
14종의 영지에 대한 4종류의 단당류(glucose, fructose,

xylose, ribose) 함량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Glucose

는 14종의 영지균주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glucose 함량범위는 0.52~2.23 g/l 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glucose 함량을 나타내는 균주는 네덜란드로부터 수

집한 KMCC03003 (G. preifferi)이었다. Fructose는 미검

출된 수집지 미상의 KMCC02959 (G. anullare) 균주를

Table 4. Total glucan, α-glucan and β-glucan content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KMCCa # Species
Total glucan α-glucan β-glucan

(% w/w)
KMCC02824 Ganoderma lucidum 25.01±0.56 3.35±0.18 21.66±0.38 cd
KMCC02852 Ganoderma neo-japonicum 37.16±2.48 4.21±0.13 32.95±2.35 a
KMCC02891 Ganoderma lucidum 27.32±1.70 3.40±0.19 23.93±1.51 c
KMCC02928 Ganoderma lucidum 22.18±1.68 3.30±0.09 18.87±1.12 de
KMCC02932 Ganoderma tropicum 26.88±1.31 3.38±0.10 23.50±1.22 c
KMCC02955 Ganoderma lucidum 31.63±1.50 3.37±0.18 28.25±1.32 b
KMCC02957 Ganoderma lingzhi 26.78±1.42 3.36±0.17 23.42±1.31 c
KMCC02959 Ganoderma anullare 20.72±1.23 4.06±0.13 16.66±0.71 e
KMCC02960 Ganoderma meredithae 25.95±0.23 3.34±0.08 22.61±1.14 c
KMCC02972 Ganoderma lucidum 27.62±0.82 3.91±0.17 23.71±0.67 c 
KMCC02996 Ganoderma weberianum 35.91±1.27 3.36±0.08 32.55±1.19 b
KMCC03001 Ganoderma subamboinense var. laecisporum 27.42±0.47 3.28±0.15 24.15±0.62 c
KMCC03003 Ganoderma preifferi 26.48±0.81 3.55±0.12 23.24±0.71 c
KMCC03018 Ganoderma lingzhi 36.70±1.28 3.26±0.02 33.43±1.26 a

Yeast (included in kit as a control) 69.32±3.25 5.62±0.19 63.70±3.08
a 

KMCC : Korea Mushroom Culture Collection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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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0.18~1.04 g/l의 함량범위를 보였으며, 아르헨티

나에서 수집한 KMCC03001 (G. subamboinense var.

laecisporum) 균주와 네덜란드로부터 수집한 KMCC03003

(G. preifferi) 균주가 각각 1.04 g/l를 나타내며 다른 균주

에 비하여 높은 함량치를 보였다. Cho et al, (2014)의 식

약용 버섯류의 단당류 함량 결과에서 보고한 glucose와

fructose 함량의 경우 가장 높게 검출된 영지 균주와 노루

궁뎅이 및 팽이의 함량치에 비하여 본 연구의 영지에서는

훨씬 낮은 함량이 검출되었다. Fructose는 버섯에 함유된

단당류 중에서 가장 강한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liva, 2010; Song et al, 1995), 일반적인 식물에

서는 쉽게 획득할 수 없지만 모유나 약용버섯류에서 흔히

발견된다(Seo, 2012). Xylose는 0.28~7.40 g/l의 함량치를

보이며 12종의 영지 균주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수집지역 미상의 KMCC02959 (G. anullare) 균주에서 가

장 높게 검출되었다. Cho et al, (2014)의 노루궁뎅이

Xylose 함량(2.41 g/l)에 비하여 본 연구의 KMCC02959

(G. anullare) 균주의 함량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Xylose는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wood sugar로

서 버섯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성분이며 검출이 되더라

도 그 함량이 매우 낮다.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중요 8

대 당 중의 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능성 감미료

로서 제과류, 의약품, 구강위생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Cho et al, 2014; Kim et al, 2009; Lee et al, 2009).

Ribose는 10종의 영지균주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범위는

0.94~7.03 g/l 이었다. 가장 높은 Ribose 함량을 보인 균

주는 국내에서 수집한 KMCC03018 (G. lingzhi)로 Cho

et al, (2014)의 노랑느타리(0.88 g/l), 양송이(0.47 g/l)의

Ribose 함량에 비하여 높은 함량치를 보인 영지 균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ibose는 RNA와 ATP, 니코틴아마이

드뉴클레오티드 등 여러 조효소의 구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14).

14종의 영지에 대한 2종류의 이당류(Trehalose, α-

lactose) 함량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rehalose는 14

종의 영지균주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trehalose

함량범위는 0.47~1.92 g/l 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trehalose 함량을 나타내는 균주는 KMCC02891 (G.

lucidum)로 Cho et al, (2014)에 의하면 이 균주는 영지2

호로 ASI7071에 해당하며 0.30 g/l의 함량치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α-Lactose의 경우, 14종의 영지 균주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이 중, 국내에서 수집한 KMCC02955

(G. lucidum)이 다른 균주에 비하여 가장 높은 함량치

(1.37 g/l)를 나타냈다.

14종의 영지에 대한 4종류의 당알콜류(glycerol, solbitol,

mannitol, myo-inositol) 함량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Glycerol은 14종의 영지 균주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함

량범위는 2.78~4.85 g/l로 가장 높게 검출된 균주는

KMCC03003 (G. preifferi)이었다. Cho et al, (2014)에 의

하면 KMCC02824에 해당하는 영지1호 ASI7004의 균주

가 8.61 g/l의 함량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Glycerol은 무색, 단맛이 있는 흡습성 액체로 3개의 수산

기를 지닌 3가 알콜이고 당지질, 인지질, 중성지방 등의

Table 5. Monosaccharides content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KMCCa #
Glucose Fructose Xylose Ribose

contents (g/L)
KMCC02824 0.97±0.11 0.66±0.10 0.54±0.04 0.94±0.34
KMCC02852 1.01±0.01 0.66±0.06 0.41±0.17 n.d.
KMCC02891 1.44±0.04 0.68±0.02 0.53±0.10 3.45±1.86
KMCC02928 1.06±0.01 0.69±0.01 n.d. 2.57±1.54
KMCC02932 1.16±0.03 0.62±0.01 0.40±0.18 n.d.
KMCC02955 0.73±0.03 0.89±0.02 0.49±0.06 4.06±0.31
KMCC02957 1.18±0.06 0.18±0.07 0.57±0.06 3.74±1.60
KMCC02959 1.14±0.09 n.d.b 7.40±0.77 3.82±0.32
KMCC02960 1.35±0.01 0.78±0.07 n.d. n.d.
KMCC02972 1.23±0.06 0.68±0.02 0.28±0.02 3.26±0.65
KMCC02996 0.74±0.02 0.19±0.09 0.41±0.13 2.82±1.53
KMCC03001 1.29±0.01 1.04±0.02 0.54±0.01 3.47±1.30
KMCC03003 2.23±0.03 1.04±0.02 0.54±0.01 n.d.
KMCC03018 0.52±0.03 0.74±0.04 0.35±0.10 7.03±0.14

a 
KMCC : Korea Mushroom Culture Collection

b 
n.d. : not detected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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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며 알콜 발효의 생성물로도 얻을 수

있다(Cho et al, 2014). Solbitol의 경우, 필리핀에서 수집

한 KMCC02996 (G. weberianum), 네덜란드에서 수집한

KMCC03003 (G. preifferi), 국내에서 수집한 KMCC03018

(G. lingzhi)을 제외하고 다른 균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Mannitol은 14종의 영지 균주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0.70~3.42 g/l의 함량치를 보였으며 수집지역 미상의

KMCC02959 (G. anullare) 균주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

다. Cho et al, (2014)의 보고에서는 34종의 영지 균주에서

mannitol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표고(Lentinus edodes), 양송

이(Agaricus bisporus), 노랑느타리(Pleurotus cornucoplae)에

서 각각 1.03 g/l, 2.96 g/l, 0.78 g/l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

났다. Solbitol은 포도당과 같은 육탄당을 환원하여 얻어

지는 6가 알콜로서 설탕과 같은 단맛을 내어 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로 주로 이용되는 성분이며, mannitol은 6가

알콜로 수용성이며 단맛이 있는 성분으로 식물의 잎, 줄

기, 해조류, 지의류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효용성이 큰 물

질이다(Cho et al, 2014). 14종의 영지 균주의 myo-

Inositol 성분분석 결과, 영지 균주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0.65~1.28 g/l의 함량치를 보이며 국내 수집의 KMCC03018

(G. lingzhi) 균주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4종류의 단당류와 2종류의 이당류, 4종류의

당알콜류 모두 검출된 영지 균주는 필리핀에서 수집한

KMCC02996 (G. weberianum)과 국내 수집종인 KMCC03018

(G. lingzhi)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지 균주별 아미노산 성분 함량
14종의 영지 자실체에 대한 아미노산 성분함량을 분석

한 결과, 총 아미노산 함량은 710.3~1,252.5 mg/kg 이었

Table 6. Disaccharides content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KMCCa #
Trehalose α-Lactose

contents (g/L)
KMCC02824 0.47±0.01 0.44±0.13
KMCC02852 0.62±0.01 0.44±0.05
KMCC02891 1.92±0.10 1.25±0.30
KMCC02928 0.69±0.09 0.88±0.06
KMCC02932 1.36±0.26 0.82±0.04
KMCC02955 0.72±0.02 1.37±0.11
KMCC02957 0.55±0.04 0.91±0.43
KMCC02959 0.64±0.04 0.37±0.01
KMCC02960 0.51±0.04 0.78±0.19
KMCC02972 1.32±0.01 0.80±0.06
KMCC02996 0.58±0.03 0.69±0.02
KMCC03001 0.67±0.01 0.84±0.17
KMCC03003 0.65±0.03 0.95±0.14
KMCC03018 0.65±0.01 0.69±0.02

a 
KMCC : Korea Mushroom Culture Collection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n=3). 

Table 7. Sugar alcohol content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KMCCa #
Glycerol Solbitol Mannitol myo-Inositol

contents (g/L)
KMCC02824 3.62±0.01 n.d.b 0.92±0.11 0.76±0.30
KMCC02852 4.16±0.03 n.d. 1.47±0.01 0.65±0.07
KMCC02891 3.98±0.07 n.d. 1.89±0.04 0.97±0.13
KMCC02928 4.42±0.02 n.d. 1.19±0.03 0.87±0.06
KMCC02932 4.26±0.02 n.d. 1.78±0.12 1.05±0.15
KMCC02955 4.72±0.14 n.d. 0.88±0.02 0.82±0.03
KMCC02957 4.55±0.04 n.d. 1.37±0.07 1.14±0.13
KMCC02959 3.38±0.01 n.d. 3.42±0.02 0.85±0.03
KMCC02960 4.41±0.02 n.d. 0.70±0.02 0.99±0.16
KMCC02972 3.70±0.20 n.d. 1.84±0.11 1.19±0.07
KMCC02996 4.20±0.01 0.10±0.05 1.31±0.01 0.83±0.07
KMCC03001 4.76±0.01 n.d. 1.34±0.08 0.87±0.01
KMCC03003 4.85±0.01 0.12±0.02 1.02±0.04 1.03±0.01
KMCC03018 2.78±0.03 0.17±0.03 0.79±0.04 1.28±0.27

a 
KMCC : Korea Mushroom Culture Collection

b 
n.d. : not detected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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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총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은 194.2~485.6 mg/kg이었

다(Table 8). 총 아미노산과 총 필수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검출된 균주는 타이완에서 수집한 KMCC02932 (G.

tropicum)이었다. 18종의 아미노산 중에서 시스테인(Cys)

과 티로신(Tyr), 페닐알라닌(Phe) 성분이 높게 검출되었다

(Fig. 8). 영지1호로 알려진 KMCC02824 (G. lucidum),

국내 수집종인 KMCC02852 (G. neo-japonicum), 영지2

호로 알려진 KMCC02891 (G. lucidum), 수집지역 미상의

KMCC02957 (G. lingzhi), KMCC02959 (G. anullare)는

아미노산 성분 중에서 티로신(Tyr) 성분이 다른 아미노

산 성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족

아미노산인 티로신(Try)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에 관여하

며 어린 싹, 보리의 어린 뿌리 등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미건조한 맛을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4; Mau et al, 2001; Yang et al, 2001).

각 균주들 중에서 시스테인(Cys) 성분은 타이완에서 수

집한 KMCC02932 (G. tropicum)와 국내 수집균으로 장

생녹각으로 알려진 KMCC02955 (G. lucidum)에서 각각

359.5 mg/kg, 376.1 mg/kg이 검출되었으며 다른 균주들

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검출되었다. 비필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Cys)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전구

체로서 알코올, 흡연 등으로 인한 독성물질로부터 뇌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며, 글루탐산(Glu)은

아스파르트산(Asp)과 더불어 식품의 감미 특성에서 감칠

맛 성분으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며 해독작용, 뇌 진정

효과 및 당과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이다(Hong et al,

1989; Kwon et al, 1987). 페닐알라닌(Phe)이 높게 검출

된 균주는 타이완에서 수집한 균주인 KMCC02932 (G.

tropicum)로 125.8 mg/kg이 검출되며 가장 높은 함량치

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생녹각으로 알려진

Table 8. Content of free amino acids of 14 strains of Ganoderma spp.

Amino
acidb

Ganoderma sp. / Content (mg/kg)
KMCC
02824a

KMCC
02852

KMCC
02891

KMCC
02928

KMCC
02932

KMCC
02955

KMCC
02957

KMCC
02959

KMCC
02960

KMCC
02972

KMCC
02996

KMCC
03001

KMCC
03003

KMCC
03018

Asp 46.6±6.7 40.6±5.9 42.8±5.0 57.2±2.6 47.2±0.4 38.9±1.3 40.8±3.2 30.8±3.3 39.3±6.9 43.8±7.5 42.4±4.1 40.8±4.9 48.7±4.6 45.8±7.0
Ser 38.9±5.1 39.7±5.5 43.2±4.1 45.3±1.2 41.2±11.8 45.7±8.9 49.0±3.5 43.1±4.1 47.4±9.2 43.5±1.4 45.5±1.7 47.1±5.5 57.2±4.5 55.5±9.0
Glu 68.5±10.1 70.3±2.3 78.0±6.3 90.1±2.7 68.5±2.8 53.4±3.7 63.2±3.5 50.3±4.4 59.6±1.1 65.2±2.3 65.0±6.9 65.2±5.9 76.2±3.7 70.6±1.5
Gly 52.4±7.7 51.6±9.1 38.8±1.7 59.5±1.2 42.0±4.1 35.8±1.4 48.5±9.6 30.3±2.3 32.4±5.8 34.7±6.5 34.2±1.9 34.4±1.6 39.0±1.0 40.7±5.2
His 36.3±5.4 39.7±8.1 42.2±3.2 44.1±0.5 41.5±5.7 39.2±4.3 38.7±2.1 35.0±3.5 31.9±5.8 36.0±8.3 36.9±4.5 40.3±2.5 40.0±1.5 40.4±5.4
Am 8.7±1.2 11.2±2.0 8.6±0.8 13.5±0.4 8.6±0.7 9.8±2.0 8.5±0.5 8.0±0.5 5.9±1.1 8.0±1.3 9.2±0.7 9.4±0.6 6.4±0.3 7.1±1.1
Arg 34.5±4.4 34.9±5.9 47.4±3.2 40.5±1.0 48.9±2.4 43.8±1.8 25.0±9.7 18.9±3.0 41.6±7.3 41.6±4.9 37.7±2.2 35.2±3.0 42.3±6.4 46.5±7.7
Thr 47.6±5.5 39.5±6.7 51.1±3.1 50.3±1.7 60.5±0.8 52.1±4.8 38.1±7.0 26.6±6.9 49.8±8.7 47.7±5.1 47.4±2.0 42.2±1.8 43.0±1.2 59.8±8.1
Ala 47.1±5.8 41.4±6.2 40.4±2.6 51.6±1.9 45.3±0.7 37.7±5.7 33.1±6.1 23.2±1.8 31.1±6.1 34.1±4.4 37.9±1.8 31.6±1.5 32.4±3.3 35.7±5.7
Pro 29.2±1.1 34.8±6.9 41.3±4.9 47.6±0.8 45.6±0.5 35.3±1.4 26.6±1.9 16.6±5.5 27.1±3.7 38.0±4.8 38.4±1.5 38.0±1.0 42.1±3.5 37.5±1.2
Cys 70.7±5.5 64.0±3.7 225.9±6.8198.1±6.6359.5±4.4376.1±1.6 41.5±4.9 90.0±3.4 200.2±8.8195.9±5.8150.6±2.4146.5±0.6137.0±8.2184.0±7.8
Tyr 277.4±8.2255.8±4.5122.5±2.1 15.8±1.4 18.5±5.0 23.6±1.2 297.5±3.2169.8±2.6 34.6±4.7 19.1±1.0 29.4±1.0 30.0±0.2 34.9±2.6 36.8±3.2
Val 55.8±9.0 46.0±7.8 60.8±3.7 72.1±0.9 71.4±1.0 63.8±2.7 50.2±2.0 35.5±1.3 46.0±7.7 45.8±6.8 47.6±0.9 42.7±0.7 48.9±5.8 66.8±6.8
Met 10.6±1.5 21.1±4.2 26.1±2.2 12.7±0.6 30.8±1.6 30.7±3.3 8.7±6.7 14.8±4.2 18.8±1.9 18.0±2.5 18.6±0.1 19.8±0.3 20.8±3.8 21.0±1.6
Lys 23.3±3.6 25.3±4.1 21.1±0.9 37.0±0.5 20.6±0.1 14.1±0.9 13.0±5.4 4.6±1.3 13.3±3.9 20.7±3.0 17.3±0.8 13.3±0.5 9.2±1.2 10.1±1.5
Ile 67.1±1.7 60.7±8.7 70.8±3.7 75.8±1.0 81.7±1.2 66.9±1.8 59.3±1.8 22.9±2.3 55.6±7.3 47.9±6.6 55.0±1.6 45.7±0.8 54.8±3.5 69.4±5.5

Leu 70.3±1.2 63.2±2.3 76.2±5.7 83.6±2.2 94.9±0.2 75.3±1.2 72.4±1.7 31.1±5.8 68.0±1.7 65.2±9.2 65.5±2.8 55.2±0.3 76.0±4.7 82.8±8.2
Phe 76.2±8.7 52.4±1.2 88.0±2.7 66.4±1.5 125.8±0.7112.7±6.3102.9±5.0 58.7±5.5 98.2±3.4 65.0±9.7 89.6±1.1 75.1±4.4 131.6±8.0130.6±4.4

TTAc 1055.3 992.1 1125.1 1061.3 1252.5 1154.9 1017.0 710.3 901.0 870.1 868.2 812.3 940.5 1041.2
EAAd 351.0 308.1 394.0 397.9 485.6 415.6 344.6 194.2 349.8 310.3 341.0 293.9 384.3 440.6

a 
KMCC02824, Ganoderma lucidum; KMCC02852, G. neo-japonicum; KMCC02891, G. lucidum; KMCC02928, G.lucidum; KMCC02932, G.

tropicum; KMCC02955, G. lucidum; KMCC02957, G. lingzhi; KMCC02959, G. anullare; KMCC02960, G. meredithae; KMCC02972, G.

lucidum; KMCC02996, G. weberianum; KMCC03001, G. subamboinense var. laecisporum; KMCC03003, G. preifferi; KMCC03018, G. lingzhi.
b
 Asp, Aspartic acid, Ser, Serine; Glu, Glutamic acid; Gly, Glycine; His, Histidine; Am, Ammonia; Arg, Arginine; Thr, Threonine; Ala, Alanine;

Pro, Proline; Cys, Cystine; Tyr, Tyrosine; Val, Valine; Met, Methionine; Lys, Lysine; Ile, Isoleucine; Leu, Leucine; Phe, Phenylalanine.
c
 TAA, Total contents of all amino acids. 

d
 EAA, Essential amino acids were calculated as the total contents of His, Thr, Val, Met, Lys, Ile, Leu, and 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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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C02955 (G. lucidum)에서 112.7 mg/kg이 검출되었

다. 페닐알라닌(Phe)은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미노산 생산에도 중요한 성분이며 아미노

산 성분들을 감칠맛, 단맛 쓴맛을 내는 부류로 나누었을

경우, 페닐알라닌은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7; Mau et al, 2001; Yang et al, 2001). 

적 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영지 유전자원에 대

한 평가를 위하여 균주별 생육특성을 분석하였고, 영지의

항산화 활성과 관련이 있는 생리활성 성분, 베타글루칸

함량, 필수 및 비필수 아미노산 성분, 단당류, 이당류 및

당알콜 등의 당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14종의 영지 중

갓의 크기,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생육특성이 우수한 균

주는 KMCC02960 (G. meredithae), KMCC02932 (G.

tropicum)이었다. 14종의 영지 70% 에탄올 추출물 1 mg/

ml 농도에서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은 53.1% ~ 79.4%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 KMCC02932 (G. tropicum) 균주

가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아질산염 소거능은

영지1호인 KMCC02824 (G. lucidum)와 KMCC02852

(G. neo-japonicum)가 각각 69.5%와 63.2%로 높은 소거

활성을 보였다.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영지1호인

KMCC02824 (G. lucidum)와 KMCC02852 (G. neo-

japonicum)가 각각 38.0 mg GAE/g와 37.8 mg GAE/g로

다른 균주에 비하여 높은 함량치를 보였다. 14종의 영지

중에서 높은 베타글루칸 함유량을 보이는 균주는 32.95%

의 KMCC02852 (G. neo-japonicum)와, 33.43%의

KMCC03018 (G. lingzhi)이었다. 4종류의 단당류와 2종류

의 이당류, 4종류의 당알콜류 분석결과, 모든 성분이 검출된

영지 균주는 KMCC02996 (G. weberianum)과 KMCC03018

(G. lingzhi)이었으며, 총 아미노산과 총 필수아미노산 함

량이 높은 균주는 KMCC02932 (G. tropicum)로 티로신

(Tyr), 페닐알라닌(Phe) 성분함량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균주별로 성분함량 차이가 있었으나 시스테인(Cys), 티로

신(Tyr), 페닐알라닌(Phe) 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하여 높

게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유전자

원을 선발하는데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으리라 기대

되며, 추후 영지 고유의 유용성분인 가노데릭산(ganoderic

acid)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기능성 소재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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