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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llinus baumii, a white-rot fungus, has been used for centuries as folk medicine in China, Japan, and Korea.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 vitro anti-diabetic, and anti-cholinesterase, and in vivo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fruiting
bodies of P. baumii. The methanol (ME) and hot water (HE) extracts (2.0 mg/mL) of P. baumii fruiting bodies suppressed α-amylase
activity, exactly 61.33%, and 65.00%, respectively; of note, acarbose, the positive control, inhibited 93.33% of the α-amylase
activity. Moreover, the ME and HE (2.0 mg/mL) inhibited 89.67% and 91.00%, respectively, of the activity of α-glucosidase
activity, whereas the same concentration of acarbose suppressed 84.67% of the α-glucosidase activity. The ME and HE (1.0 mg/
mL) also inhibited 96.05% and 94.58%, respectively, of the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galanthamine, the positive
control, led to an inhibition of 81.12%. The butyrylcholinesterase (BChE) activity was also inhibited by ME and HE (1.0 mg/mL;
91.05% and 82.27%, respectively); of note, the same concentration of galanthamine suppressed 81.12% of the BChE activity. The
production of NO in LPS-induced RAW 264.7 macrophages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both ME and HE treatments.
Importantly, the carrageenan-activated rat hind-paw edema was significantly reduced 2–6 h after ME administration (50 mg/mL).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ruiting bodies of P. baumii have α-amylase, α-glucosidase, α-cholinesterase, and anti-
inflammatory activities, and, therefore, may be good natural sourc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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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식생활이 서

구화되고,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암, 치매, 당뇨병,

비만 등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의 증

가는 현대의학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편의 하나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

해 식의약용 천연물을 이용해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을 개

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투자되고 있다. 식의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진균문에 속하는 버섯은 대부분의 담

자균류와 일부의 자낭균류로 구성되어있는 미생물이다.

버섯의 자실체는 인간의 생리활성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항암, 항균,

항고혈압, 항당뇨, 항콜레스테롤, 면역증강, 항말라리아,

항치매, 항비만 등의 물질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

강식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Wasser and Weis, 1999). 

장수진흙버섯(Phellinus baumii)은 소나무비늘버섯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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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menochaetaceae)에 속하는 균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고목이나 나무의 그루터기에 발생하는 경질의

다년생 버섯이다. 장수진흙버섯과 유사한 진흙버섯 중 현

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류로는 목질진흙버섯

(Phellinus linteus)과 마른진흙버섯(Phellinus gilvus) 등이

있으며 이외에 야생에서 채취하여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

는 종류에는 말똥진흙버섯 (Phellinus igniarius), 찰진흙

버섯(Phellinus robustus), 검은진흙버섯(Phellinus nigricans),

낙엽송층버섯(Phellinus pini) 등이 있다 (Lee et al.,

2006, Park and Lee, 1999; Yoon and Jang, 2018). 진흙

버섯속(Phellinus)에 속하는 버섯은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

의 한방에서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약제로 귀하게 사용

되었으며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인 위암, 식도암, 십이지

장암 및 간암 등의 치료에 사용해왔다(Lee et al., 2006;

Park and Lee, 1999). 그러나 최근 장수진흙버섯의 자실

체에 대한 항산화, 항균, 항암 등의 효과에 관해서는 널리

보고되어 있으나 항당뇨, 항콜린에스테라아제 및 동물을

이용한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수진흙버섯의 자실체가 안

전한 건강식품이나 민간약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수진흙버섯의 자실체를 메탄올과

열수를 이용해 추출물을 만든 뒤 그 추출물의 항당뇨, 항

콜린에스테라아제, nitric oxide의 저해 활성과 흰쥐를 이

용한 항염효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

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장수진흙버섯(Phellinus baumii)의 자실

체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버섯재배 농가에서 구입하여 인

천대학교 생명과학부 “버섯균주은행”의 동정을 받은 후

45
o
C의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분쇄하여 –80

o
C의

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성분의 추출 및 분리
Shim et al. (2003)의 방법에 따라 건조한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분말에 80% 메탄올과 열수를 이용해 성분을 추

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즉, 20 g의 장수진흙버섯 자실

체의 분말을 80%의 메탄올 용액(덕산약품공업, Korea)

800 ml에 침지하여 48시간 동안 상온에서 3회 추출하고

모은 후 여과지(Avantec Toyo Co., No. 2, Japan)로 여과

하고 40
o
C에서 회전 감압농축기(N-1000, EYELA Co.,

Japan)을 이용하여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액 내에 남아있

는 수분은 동결건조기(FDU-8612, Operon Co., Korea)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메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열수추출물

은 20 g의 자실체 분말을 3차 증류수 800 ml에 넣어 95
o
C

에서 10시간 동안 추출하고 4
o
C에서 24시간 동안 정치시

킨 후 여과지(Avantec Toyo Co., No. 2, Japan)로 여과하

였다. 여과한 추출액은 농축 후 동결건조기(FDU-8612,

Operon Co., Korea)에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여 열수 추

출물을 얻었다.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생쥐의 RAW 264.7 대식세포는 서울대

학교의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았다. 이 세포의 배양

에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

지를 기본 배지로 하여 10% FBS, 25 mM HEPES, 100

U/ml penicillin 및 100 µg/ml streptomycin을 첨가하여

만들었다. 이 세포는 37
o
C의 습윤한 5%의 CO2 배양기에

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5주령의 웅성 Sprague Dawley rat(135~155 g)을 Orient

Bio (Seongnam, Korea)로 부터 구입하여 cage 당 5 마리

씩 넣은 후 온도 22±2
o
C, 상대습도 55±5%, 12시간 간격

으로 명암이 자동 조절되는 사육실에서 1주일 동안 적응

시켰다. 사료와 음용수는 제한하지 않았고, 사료는 Orient

Bio사의 실험동물용 고형사료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은 인

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

였다.

세포독성 분석
장수진흙버섯 자실체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은 Mosmann (1983)의 방법에 따

라 수행하였다. 지수기에 도달한 세포를 DMEM 배지가

들어있는 96 well plate에 2×10
5
 cell/ml의 농도로 분주하

고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의 상층액을 제거하고 장수진

흙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50, 100, 500, 1,000, 2,000 μg/

ml 농도로 각각의 배지에 200  µl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각각의

well에 MTT용액(5 mg/ml in PBS) 10  µl씩을 첨가하고,

다시 37
o
C, 5%의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를 환원시켰다. MTT의 환원에 의해 각각의 well에

생성된 보라색의 formazan 결정은 150  µl의 DMSO로

녹여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340PC,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구하였다.

Alpha-amylase 저해 활성 측정
α-amylase 저해 활성 측정은 Worthington (1993)의 방

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버섯추출물(0.125~2.0 mg/ml)을

20 mM의 phosphate buffer(pH 6.9)에 녹여 200 µl 준비

하고, 200 µl의 α-amylase 용액(0.5 U/ml)에 혼합하여

25
o
C에서 10분간 전 배양 후 1% 녹말 용액 200 µL를 첨

가하고 25
o
C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이 반응은 1.0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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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trosalicylic acid reagent(1.0 g of 3.5-dinitrosalicylic acid

in 20 ml of 2M NaOH + 50 ml distilled water + 30 g

potassium sodium tartrate tetrahydrate)를 첨가하여 중지

시킨 후 증류수에 녹여 100 ml의 용량이 되게 하였다. 그

후 반응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water bath에서 5분간 끓

인 후 상온이 될 때까지 식히고 분광광도계로 540 nm에

서 측정하여 α-amylase의 활성이 억제되는 정도를 측정하

였다. 대조군은 완충액만을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acarbose를 사용하였다. Alpha-amylase의 저해 활성은 다

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lpha-amylase 저해율(%) = [(Acontrol−Asample)/Acontrol] × 100

 이 때, Acontrol은 대조군의 흡광도, Asample은 시료군의 흡

광도이다.

Alpha-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α-glucosidase 활성 억제 실험은 Kim et al. (2013)의 실

험을 약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버섯추출물(0.125~2.0

mg/ml)을 100 mM의 phosphate buffer(pH 6.9)에 녹여

100 µl 준비하고 1.0 U/ml의 α-glucosidase 용액 100 µl에

혼합하여 37
o
C에서 10분간 배양 후 기질인 5.0 mM의 p-

nitrophenyl-α-D-glucopyranoside (pNPG) 용액 100 µl를

첨가하여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이 반응액 20 µl

에 증류수를 첨가해 1.0 ml 되게 희석한 후 pNPG로부터

유리되어 나오는 반응 생성물인 p-nitrophenol을 분광광도

계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측정하여 α-glucosidase의 저

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acarbose를 사

용하였다. Alpha-glucosidase의 저해 활성은 다음의 수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lpha-glucosidase 저해율(%) = [(Acontrol−Asample)/Acontrol]

× 100 

이 때, Acontrol은 대조군의 흡광도, Asample은 시료군의 흡

광도이다.

Acetylcholinesterase(AChE) 저해 활성 측정
AChE 효소의 저해 활성은 Ellman et al. (1961)의 방법

에 따라 acetylthiocholine을 기질로 electric eel AChE

(Type-VI-S, Sigma, C3389-500UN)를 효소로 사용했으며,

acetylthiocholine iodide를 반응의 기질로 이용하여 5,5-

Dithio-bis(2-nitrobenzoic) acid (DTNB)를 AChE의 활성

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120 µl의 sodium phosphate

buffer(100 mM, pH 8.0)에 30 µl의 메탄올 용액에 여러

농도의 시료(0.063~1.0 mg/ml)를 녹이고 30 µl의 AChE

(3 Units/ml)에 섞은 후 25
o
C, 30분간 배양하고 0.5 mM의

DTNB 10 µl를 넣었다. 그리고 0.71 mM의 acetylthiocholine

iodide 용액 10 µl를 넣은 후 2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

결과 AChE 효소에 의해 acetylthiocholine iodide가 가수

분해되어 생성된 thiocholine과 DTNB가 반응하여 생성된

노란색의 5-thio-2-nitrobenzoate 이온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340PC,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효소 대신 동량의

assay buffer를 가한 것을 대조군으로 양성대조군은

galanthamine을 사용하였으며, AChE의 저해 활성은 다음

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AChE 저해율(%) = [(Acontrol−Asample)/Acontrol] × 100

이 때, Acontrol은 대조군의 흡광도, Asample은 시료군의 흡

광도이다.

Butyrylcholinesterase(BChE) 저해 활성 측정
BChE 효소의 저해 활성은 Ellman et al. (1961)의 방법

을 약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s-butyrylcholine iodide를

기질로 사용하였고, 효소는 horse serum BChE (Sigma-

Aldrich, C1057-1KU)를 사용했다. 5,5-Dithio-bis(2-

nitrobenzoic) acid (DTNB)를 BChE의 활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120 µl의 sodium phosphate buffer

(100 mM, pH 8.0)에 30 µl의 메탄올 용액에 여러 농도의

시료(0.063~1.0 mg/ml)를 녹이고 30 µl의 BChE(0.35

Units/ml)에 섞은 후 25
o
C, 30분간 배양하고 0.5 mM의

DTNB 10 µl를 넣었다. 0.71 mM의 acetylthiocholine

iodide 용액 10 µl를 넣은 후 2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

결과 butyrylthiocholine iodide가 BChE에 의해 가수 분

해되어 생성된 thiocholine과 DTNB가 반응하여 생성된

노란색의 5-thio-2-nitrobenzoate 용액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340PC,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효소 대신 동량의

assay buffer를 가한 것을 대조군으로 양성대조군은

galanthamine을 사용하였으며, BChE의 저해활성은 다음

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BChE 저해율(%) = [(Acontrol−Asample)/Acontrol] × 100 

이 때, Acontrol은 대조군의 흡광도, Asample은 시료군의 흡

광도이다.

Nitric oxide(NO) 생성 저해 효과 측정
NO 생성저해 효과의 측정은 Ryu et al. (2003)의 방법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DMEM 배지가 들어있는 96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를 5×10
4
cell/well로 분주하고

12시간 배양 후 장수진흙버섯 추출물을 0, 0.5, 1.0 및 2.0

mg/ml의 농도로 1 시간 전 처리 한 후 LPS를 1 µg/ml 농

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00 µl

의 상층액을 취한 후 동량의 Griess reagent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100 µl를 넣어 총량이 200

µl가 되도록 하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생성된

NO의 양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34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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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NO의 농도는 아질산나트륨 (NaNO2)의 표준 곡

선을 이용해 구하였다.

Carrageenan에 의한 부종유발 및 항염증 효과
흰쥐의 뒷발 바닥에 급성 부종을 유발하는 실험은

Winter et al. (1962)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생리식염

수에 녹인 0, 5, 15, 50 mg/kg 농도의 장수진흙버섯 메탄

올 추출물과 0.5 mg/kg 농도의 소염제 indomethacin을 마

리당 각각 0.1 ml 씩 오른쪽 뒷 발바닥에 주사하고 30분

경과 후 1%의 carrageenan 용액을 흰쥐의 뒷발 바닥에

0.1 ml 씩 주사하였다. 본 실험에는 처리 군 당 각각 5마

리의 흰쥐를 사용하였다. 항염증 효과는 각각의 장수진흙버

섯 메탄올 추출물과 indomethacin을 주사하고 carrageenan

을 추가로 투여해 흰쥐의 뒷 발바닥에 생긴 부종의 용적

을 plethysmometer (MK-101P, Tokyo, Japan)로 측정하

여 구하였다. 흰쥐의 뒷 발바닥에 기염제인 carrageenan

을 주입하기 전을 0으로 하고 주입 후 2, 4, 6시간이 지난

후 부종에 의해 증가한 뒷발의 용적을 각각의 실험군 별

로 측정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부종의 증가율을 산출하

였다.

 

 부종증가율(%) = (Vt−Vn)/Vn×100

 Vt=주입 후 일정 시간 후의 뒷발의 용적

 Vn=주입 직후 뒷발의 용적

통계 처리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각각의 결과

를 mean ± S.D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 농도군에 대한 통

계적 유의 검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Student’s t-test 후,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표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Alpha-amylase 저해 활성
Aphla-amylase는 탄수화물인 전분이나 글리코겐 등의

α-D-(1,4)-glucan 결합을 분해하는 효소로 침샘과 췌장에

서 분비된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포도당, 맥

아당, maltotriose 및 덱스트린 등의 가수분해 산물을 생

성한다. 이렇게 분해된 물질은 α-glucosidase의 작용에 의

해 체내로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 형태의 포도당으로 분해

되어 이를 생명체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Kim et al., 2008). 그러나 장내의 α-amylase나

α-glucosidase 등의 효소 활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면 흡수

한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체내의 혈당이 급격하

게 상승하게 되면서 당뇨와 비만 등 질병의 유발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탄수

화물 가수분해의 중요 효소인 α-amylase와 α-glucosidase의

장내 활성을 제어해야 한다(Lee, et al., 2010). 이에 본 실

험에서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추출물의 α-

amylase에 대한 추출물의 저해활성을 Fig. 1에 나타내었

다. α-amylase에 대한 메탄올 추출물의 1.0~2.0 mg/ml의

농도에서 저해 활성은 각각 50.67%와 61.33%로 나타났

고, 동일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은 각각 52.67%와 65.00%

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 α-amylase에 대한 저해 활성은

열수 추출물이 메탄올 추출물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양성

대조군인 acarbose의 저해 효과 93.33%에 비해 모두 유

의하게 낮았다. 본 실험에서 열수 추출물의 α-amylase에

저해 효과가 메탄올 추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식물이나 버섯에서 열수를 이용해 물질을 추출할 때

에는 주로 수용성 물질이 많이 추출되고 메탄올의 경우에

는 일부 소수성이나 수용성 물질 모두가 분리된다고 보고

되어 있다(Kim et al., 2008).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수용

성 물질이 많이 추출된 열수의 α-amylase에 대한 저해 효

과가 좀 더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Alpha-glucosidase 저해 활성
본 실험에서 양성대조군인 acarbose는 당뇨병 2형 환자

에 이용된 경구 의약품으로 Actinoplanes sp. 균주의 액체

발효를 통해 처음 생산되었다. Acarbose 경구를 통해 당

뇨병 2형 환자에 투여되면 장내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의

소화가 지연되어 체내로 흡수되는 당이 감소하면서 혈당

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당뇨병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hmud et al., 1999). 본 실험의 장수

진흙버섯 자실체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α-glucosidase

에 대한 저해효과는 Fig. 2에 표시하였다. 메탄올 추출물

은 1.0 mg/mL와 2.0 mg/ml의 농도에서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효과가 각각 74.33%와 89.67%로 나타났고, 열

수 추출물은 동일 농도에서 각각 75.67%와 91.00%의 저

Fig. 1. Alpha-amylase inhibitory activity of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baumii. The
values are means ± SD (n = 3). ME, extracted with 80%
methanol; HE, extracted with hot water. ***p ≤ 0.001 vs.
Acarbo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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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α-glucosidase에 대한 메탄

올과 열수 추출물의 저해 효과는 1.0~2.0 mg/ml 농도 범

위에서 열수 추출물이 메탄올 추출물에 비해 높았고 이들

추출물의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 효과는 모두 양성대

조군인 acarbose의 53.67~84.67%에 비해 높았다. 

Acetylcholinesterase(AChE) 저해 활성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acetylcholinesterase)는 기억의

전달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분해하여

인간의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물질로 보고되어 있어서 치

매의 초기 단계에서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 저해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인

galanthamine 등의 약제가 개발되어 기억력의 감퇴를 막

기 위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Heinrich, 2004). 그러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는

위장 장애, 간독성, 식욕감퇴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어서 식물이나 미생물과 같은 천연자원으로부터 부작용

이 적은 저해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전 세계에서 수행되

고 있다(Fayuk and Yakel, 2004).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AChE

효소에 대한 저해 활성은 추출물의 농도 0.063~1.0 mg/ml

범위에서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표시하였다. 이 농

도의 범위에서 메탄올 추출물의 AChE 저해 활성은

81.25-96.05%를 나타내 동일 농도 내의 양성대조군

galanthamine의 86.14~97.80%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으

나 0.25~1.0 mg/ml의 농도 범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열수 추출물의 AChE 저해 활성은

0.063~1.0 mg/ml에서 60.92~94.58%를 나타내 메탄올 추

출물이나 양성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메탄올과 열

수추출물의 AChE의 저해 효과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효과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Nguyen et al. (2014)은 갈색먹물버섯의 자실체를 메탄올

과 열수를 이용해 추출한 물질의 AChE 저해 효과를 조사

한 결과 1.0 mg/ml의 농도에서 저해 활성이 각각 94.64%

와 74.19%로 나타나 본 실험의 장수진흙버섯 메탄올 추

출물과는 저해 효과가 유사하였으나 열수 추출물에 비해

서는 낮았다. 따라서 AChE의 저해 활성이 높은 장수진흙

버섯의 자실체는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의

Alzheimer’s disease 치료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Butyrylcholinesterase(BChE) 저해 활성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BChE

에 대한 저해 효과는 Fig. 4에 표시하였다. 추출물의 농도

범위 0.063~1.0 mg/ml에서 메탄올 추출물의 BChE 저해

활성은 52.25~91.05%를 나타내 동일 농도 범위 내의 양

성대조군인 galanthamine의 50.55~81.125%에 비해 전반

적으로 높았다. 동일 농도 범위에서 BChE에 대한 열수

Fig. 2. Alpha-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baumii.
The values are means ± SD (n = 3). ME, extracted with 80%
methanol; HE, extracted with hot water. ***p ≤ 0.001; **p ≤
0.01 vs. Acarbose group.

Fig. 3. Acetylcholinesterase(AChE) inhibitory activity of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baumii. The values are means ± SD (n = 3). ME,
extracted with 80% methanol; HE, extracted with hot water.
***p ≤ 0.001; **p ≤ 0.01; *p ≤ 0.05 vs. Galanthamine group.

Fig. 4. Butyrylcholinesterase(BChE) inhibitory activity of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baumii. The values are means ± SD (n = 3). ME,
extracted with 80% methanol; HE, extracted with hot water.
***p ≤ 0.001; **p ≤ 0.01; *p ≤ 0.05 vs. Galanthami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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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저해 활성은 51.32~82.27%를 나타내 메탄올 추

출물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양성대조군 galanthamine과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장수진흙버섯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

물의 BChE에 대한 저해 효과는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농도 의존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본 실험에서 장수진

흙버섯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BChE에 대한 저해 효

과는 앞 실험의 AChE의 저해 효과에 비교해 모든 농도의

범위에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에

함유된 성분 중 AChE에 대한 저해 활성이 BChE에 비해

특이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세포독성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이 생쥐의

RAW 264.7 대식세포에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 조사하

기 위해 장수진흙버섯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을 50,

100, 500, 1,000, 2,000 µg/ml의 다양한 농도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하고 배양 후 MTT 방법을 이용하여 세

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RAW 264.7 세포

의 생존율은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은 50 µg/ml의 농도에

서 대조군에 비교해 각각 113.48%와 95.28% 생존하였으

며 2,000 µg/ml의 농도에서도 RAW 264.7 세포는 각각

72.24%와 63.24%의 생존율을 나타내 메탄올 추출물은

50~100 µg/ml의 농도에서 RAW 264.7 세포의 증식을 촉

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 모두는 처

리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

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 따라서 장수

진흙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은 처리한 농도

범위 내에서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

지 않거나 낮았다. 따라서 자실체에서 추출한 500~2,000

µg/ml의 농도 범위에서 RAW 264.7 대식세포를 이용한

nitric oxide(NO) 생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Nitric oxide(NO) 생성저해 효과
NO는 활성산소종의 하나로 nitric oxide synthase

(iNOS) 효소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되며 염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체 내 물질이다(Korhonen

et al., 2005). 장수진흙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NO 생성에

대한 저해 효과는 염증 유발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Escherichia coli 유래의 lipopolysaccharide(LPS)를 이용

해 RAW 264.7 세포에 장수진흙버섯 자실체 추출물과

LPS를 처리하여 NO의 생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측정하였

다(Hou et al., 1999). 측정 결과, RAW 264.7 세포만 배

양한 대조군의 NO 농도는 6.47 µM를 나타냈으나 LPS만

처리한 RAW 264.7 세포군에서의 NO 농도는 43.55 µM

로 약 6.7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을

2 mg/ml로 처리한 후 LPS을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실

험군의 NO 생성량은 각각 12.60과 14.65 µM로 나타나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은 NO의 생

성량을 각각 71.06%와 66.36%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Nguyen et al.

(2014)은 갈색먹물버섯 자실체의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을

2 mg/ml 농도로 처리한 RAW 264.7 세포의 NO의 발생

량이 각각 31.04%와 28.51%와 감소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장수진흙버섯 자실체의 NO 생성저해 효과가 갈색

먹물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NO 생성 저해 효과에 비교해

높았다. Kwon et al. (2014)은 느릅나무버섯 자실체의 메

탄올 추출물을 2.5 mg/ml 농도로 RAW 264.7 세포에 전

처리 후 LPS(1 µg/ml)를 처리하여 생성된 NO의 양이

31.82 µM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장

수진흙버섯 메탄올 추출물(2.0 mg/ml)을 처리했을 때 생

성된 NO의 양에 비해 2.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수진

흙버섯의 NO 생성저해 효과가 느릅나무버섯에 비교해 매

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수진흙버섯 자실

체 추출물은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O의 생성량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위에서 보고된 다른 버섯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arrageenan에 의한 부종 유발 및 항염효과
앞의 실험에서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을 RAW 264.7 세

포에 전처리한 후 LPS를 처리하여 NO의 생성이 저해된

효과를 측정한 결과 메탄올 추출물의 저해 효과가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나 흰쥐 뒷발의 부종 유발 저해실험

은 메탄올 추출물만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흰쥐의 뒷발에

부종을 유발하는 기염제인 carrageenan만을 주사한 대조

군의 흰쥐에 발생한 부종(edema)의 용적은 주사 후 2-6시

간에 41.16~66.71% 증가했고, 소염제인 indomethacin을

5 mg/kg 농도로 투여한 후 carrageenan을 주사한 양성대

조군의 부종 용적은 동일 시간대에 14.16~29.96% 증가했

다. 이에 반해 장수진흙버섯 메탄올 추출물을 5 mg/kg 농

도로 투여 후 carrageenan을 주사한 실험군의 부종 용적

Fig. 5. In vitro cytotoxicity activity against RAW 264.7
macrophage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s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baumii. The
values are means ± SD (n = 3). ME, extracted with 80%
methanol; HE, extracted with hot water. ***p ≤ 0.001; **p ≤
0.01; *p ≤ 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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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1.57~46.22% 증가했고, 15 mg/kg의 메탄올 추출물

을 투여한 실험군의 부종 용적은 28.50~38.39% 증가했으

며, 50 mg/kg 농도의 메탄올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부

종 용적은 20.20~29.53% 증가하였다. 따라서 메탄올 추

출물은 실험에 사용한 모든 농도 범위 내에서 부종을 저

해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50 mg/kg의 메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5 mg/kg을 투여한 실험군에 비해 투여

6시간 경과 후의 부종 저해율이 1.57배 높게 나타나 고농

도의 메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저해 효과가 저농

도의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 비해 크게 높았다. 투여한 메

탄올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부종의 용적

도 농도 의존적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장수진흙버섯 자실체로부터 메탄올과 열

수를 이용해 추출한 물질의 항당뇨, 항콜린에스테라아제,

항염증 효과를 탐색하였다. 항당뇨 실험에서 α-amylase

효소에 대한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저해 효과는

1.0~2.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50.67~61.33%와 52.67~

65.00%를 보여 양성대조군인 acarbose의 83.67~96.33%

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α-glucosidase에 대한 메탄올과 열

수 추출물의 1.0~2.0 mg/ml의 농도에서의 저해 효과는

각각 74.33~89.67%와 75.67~91.00%를 보여 53.67%와

84.67%를 보인 양성대조군 acarbose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아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 효과

가 특이적으로 높았다.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에 대한 저해 효과는 1.0 mg/ml의 농도에서 각

각 96.05%와 94.58%를 보여 양성대조군인 galanthamine

(97.80%)과 유사하였으나 butyrylcholinesterase에 대한 저해

효과는 1.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91.05%와 82.27%를

보여 galanthamine의 저해 효과 81.1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염증 저해 효과 실험에서 RAW 264.7 대식세포

가 배양되고 있는 배지에 메탄올과 열수 추출물을 각각

전처리 후 염증 매개 물질인 LPS를 1 µg/ml 처리하여 24

시간 배양 후 NO 생성의 저해 효과를 조사한 결과 각각

의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된 NO의 양도 점차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arrageenan의 주

Fig. 6. Inhibitory effect of methanol (A) and hot water extracts (B) from fruiting bodies of Phellinus baumii on LPS-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Accumulated nitric oxide in the culture medium was determined by the Griess
method. The values are means ± SD (n = 5). Methanol extract, extracted with 80% methanol; Hot water extract, extracted with
hot water. ***p ≤ 0.001 vs. LPS group.

Fig. 7. Effect of Phellinus baumii methanol extract on carrageenan-induced hind paw edema in rats. The values are means ± SD
(n = 5). ###p ≤ 0.001; ##p ≤ 0.01; #p ≤ 0.05 vs. indomethacin group. ***p ≤ 0.001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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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흰쥐의 뒷발에 유도된 부종 저해실험에서는 투

여한 메탄올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뒷발에 유발

된 부종의 용적도 농도 의존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장수진흙버섯의 자실체에 함유된 물질은 항당뇨,

항콜린에스테라아제 및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천

연 건강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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