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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B/C Mice에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보충이 LP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미치는 효과 및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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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actions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in BALB/C mice injected with lopopolysaccharide (LPS), called endotoxin. Mice (6 weeks
of age) weighing approximately 24.73±0.11 g were divided into 5 groups and were fed on the experimental
diets containing Hericium erinaceus mycelia powder (HMP) for 1 week. Experimental groups were NC (normal
control), HMP-C (HMP control), LC (LPS control), HMP 3%, and HMP 10%. Endotoxin shock was in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PS (100 mg/kg BW). NC and HMP-C groups were injected with saline solution
(100 mg/kg BW). Food efficiency ratio were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in the HMP supplementation
groups. Total fat and β-glucan excretion were higher in HMP supplementation groups than NC and LC groups,
while plasma TG level was not different among groups. Plasma ALT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5) lower
in the HMP supplementation groups than in LC group at 8 hr after LPS injection, while tumor necrosis factor-α
and interleukine-6 levels of plasma were not different among groups. Hepatic superoxide dismutase, gluta-
thione-reductase (GSH-red), and glutathione-peroxidase activities were higher in the HMP supplementation
groups than in LC group at 4 hr after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PS. Hepatic GSH levels and protein expression
of GSH-red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in the HMP supplemented groups than in LC group at 1 hr, 4
hr and 8 hr after LPS injection.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Hericium erinaceus mycelia may
ameliorate hepatic oxidative stress by LPS through the elevation of hepatic glutathione level and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which support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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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양한 식품들 중에서 버섯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칼

로리식품으로(1),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2).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s)은

산호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가을철 활엽수의 고목이나

생목에서 발생하며 중국에서는 원숭이머리 버섯, 곰머리 버

섯으로 알려져 있으며(3), 일본에서는 Yamabushitake(4),

우리나라에서는 노루궁뎅이의 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노루궁뎅이버섯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에 분포되어 있다(5). 버섯류에는 일반

적으로 다른 식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그중

에서도 노루궁뎅이버섯의 단백질 함량은 31.7%로 우리가

식용으로 자주 섭취하는 느타리(19.5%), 송이(20.1%),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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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6). 또한 노루궁뎅

이버섯에는 탄수화물, 아미노산, 효소, 무기염류 및 비타민

등이 풍부하며(7,8) 9,10-dihydroxy-8-oxo-12-octadecenic

acid와 chitin, heteroxyloglucan, galactoxyloglucan, glu-

coxylan-protein, glucoxylan, xylan 등의 다당체(9), erina-

cines A, B, C, D(10), hericenones A, B, C, D, E, F, G,

H(11-13) 등이 있다. 노루궁뎅이버섯은 약간 쓴맛은 있으나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만성위염이나 신체허약증

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고(14) 항산화활성, 항암활성

(15) 및 면역증강 활성(1) 등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5,16). 최근에는 노루궁뎅이버섯으로부터 치

매 치료제로 이용 가능한 물질이 분리되어 그 구조가 밝혀졌

으며(1,17-19). 신경성장인자의 합성을 촉진하는 성분의 함

유(1,20), 혈관 평활근의 증식촉진 및 손상된 간에 대한 보호

작용 등도 보고되고 있다(21,22).

담자균류 유래 다당류는 그 특이적 구조에 의해 항암활성

등과 같은 다양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일반적으로 담자균류의 다당류는 β(1→3), β(1→4) 및

β(1→6) 결합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배양균사체

의 경우도 β-glucan을 함유하거나 배지내로 분비하며, 평균

분자량이 50～200만인 β-1,3-glucan을 주쇄로 하여 β-

1,6-glucan이 함유된 다당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4). 이들 다당류는 분자의 중합도와 약리활성 간에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분자의 크기 및 분지도

의 차이에 의한 용해성에 있어서도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5).

산화적 스트레스는 노화의 일반적인 과정뿐 아니라 여러

질병을 야기하는 1차적인 요인으로 활성 산소종과 염증성

cytokine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lipopoly-

saccharide(LPS)와 같은 내독소 자극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의 병리학적 측면에서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독

소 자극은 대식세포와 반응하여 내독소를 제거하는데 기여

하나 대식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염증성 cytokine인 tu-

mor necrosis factor-α(TNF-α)와 같은 내독소의 매개체와

단백분해효소 및 활성 산소종 생성을 통해 염증반응과 산화

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 In vitro에서 노루궁뎅이버

섯 및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2,5), in

vivo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n vivo에서

6주령의 BALB/C 생쥐에게 1주일 간 노루궁뎅이버섯 균사

체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후 내독소인 LPS로 산화적 스트

레스와 염증을 유발시켰을 때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

충이 이들 반응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조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는 농촌진흥청에서 균주를 분양받

아 고체 배양하였다. 배양조건은 2% soy peptone, 2% glu-

cose, 1% yeast extract, 0.5% agar 배지에서 25oC에서 2주간

배양한 후 균사체만을 수집하여 동결건조 후 분말화하여 식

이에 첨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결 건조한 균사체

분말의 β-glucan 농도는 100 g당 11.0 g이었다.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계획

6주령의 BALB/C 생쥐 수컷 100수를 2주간의 적응기를

거쳐, 평균체중 24.73±0.11 g인 실험동물을 완전임의배치로

실험군 당 20수씩 분류하여 plastic cage에서 사육하였다.

1주간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실험동물에

게 급여한 후 LPS(E. coli 055:B5)를 생쥐의 복강으로 투여

하여 내독소 자극을 유발시켰다. 이때 투여한 LPS의 농도는

예비실험 및 Victor와 De Lafuente(26)의 연구를 참고로 생

쥐 체중 kg당 100 mg 농도로 결정하였다. 실험군은 5군이며

정상 대조군은 chow와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NC), 음성

대조군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10%를 첨가한 식이와 생

리식염수를 투여한 HMP 대조군(HMP-C), 양성 대조군은

chow와 LPS를 투여한 군(LC),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3%

를 첨가한 식이와 LPS를 투여한 군(HMP 3%)과 노루궁뎅

이버섯 균사체 10%를 첨가한 식이와 LPS를 투여한 군

(HMP 10%)이다. NC와 LC군은 chow를, HMP 3%군은

chow에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분말 3%를, HMP-C와

HMP 10%군은 chow에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분말 10%

첨가하여 pellet 형태로 조제한 후 60oC에서 건조시켜 냉장

보관하면서 각각의 식이를 1주간 제공하였다. 식이 섭취량

과 체중은 2일에 1회 일정 시간에 측정하였다. 사육기간 동

안 식이와 물은 자유급식 하였으며, 사육실의 온도는 20～

25
o
C를 유지하였고 12시간 간격으로 점등 및 소등하였다.

NC와 HMP-C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LPS를 체중 kg 당

100 mg씩 각각 복강 투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켰

으며, NC와 HMP-C군은 생리식염수를 LPS 투여와 동일한

양을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이때 LPS는 생리식염수

에 용해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LPS는 Sigma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수집

실험동물에게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후 β-

glucan과 중성지방(TG)의 겉보기 흡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종료 전 2일 동안의 분변을 수집하여 60oC에서 3일간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LPS와 생리

식염수 투여 1시간, 4시간, 8시간 경과 후에 실험동물의 심장

으로부터 혈액을 취하여 EDTA 처리가 된 tube에 담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분리된 혈장을 -70oC

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생화학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액

채취 후 실험동물의 간은 관류시켜 적출하여 간에 부착되어

있는 지방이나 근육을 깨끗이 제거한 후 차가운 생리식염수

로 세척하여 혈액을 제거한 다음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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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측정한 후 -70
o
C에서 보관하며 항산화 효소계 활성

및 western blot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장과 분변에서의 총 지방 및 중성지방 함량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후 혈장에서 TG의 수준

은 비색법에 의한 정량용 kit 시약(YD Diagnostics, Yongin,

Kore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변에서의 총 지방 및 TG

분석은 분말화한 분변을 Soxhlet 방법(27)으로 지방을 추출

한 후 시행하였다. 총 지방함량은 비중법으로 측정하였으며,

TG 농도는 0.5% Triton-X 100을 첨가하여 탁도에 의한 오

차를 최소화한 후 혈장에서 분석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β-glucan의 체내 흡수율 측정

1주일 간 실험동물에게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후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에 함유된 β-glucan의 체내 흡수

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시켜 분말화한 분변의 총 glucan,

α-glucan 및 β-glucan의 함량을 Mushroom and Yeast be-

ta-glucan kit(K-YBGL, Megazyme, Wicklow, Ire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장에서의 간 보호 효과 및 항염증 효과 분석

혈장에서 간 보호 효과는 alanine aminotransferase(ALT)

수준으로, 항염증 효과는 interleukine-6(IL-6)와 TNF-α 수

준으로 확인하였다. ALT 수준은 비색법(YD Diagnostics,

Yongin, Korea)으로 측정하였으며 IL-6 수준은 Enzyme

Immunoassay 방법으로, TNF-α 수준은 Enzyme Linked

Immunosorbant Assay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R&D Sys-

tems 제품(Minneapolis, USA)을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간의 글루타치온 함량 및 항산화 효소계 활성

LPS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에서의 항산화

영양소인 글루타치온(GSH) 함량과 항산화 효소계인 cata-

lase, glutathione-peroxidase(GSH-px), glutathione-re-

ductase(GSH-red),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을 생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료조제의 모든 과정은

4oC에서 수행하였다. 먼저 간 조직의 20배에 해당하는 50

mM 인산완충액(pH 7.4)을 가해 간 조직을 균질화(speed 30,

times 10～12)시킨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이 상등액을 다시 원심분리(10,000

rpm×30 min)시킨 후 세포질 부분인 상등액을 취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GSH 함량은 Tietze(28)의 방법으로 측정하

였으며 catalase 활성은 Aebi의 방법(29)으로, GSH-px와

GSH-red 활성은 Lawrence과 Burk의 방법(30)과 Inger와

Bengt의 방법(31)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SOD 활성은 시료

10 μL에 DTPA[(0.01 mM diethylene triaminepentaacetic

acid, 5.5 mM Trizmabase) 10% cacodylic acid로 pH를 7.4

로 조정] 완충액 200 μL과 10 mM HCl이 첨가된 6 mM py-

rogallol을 가하여 420 nm에서 1분간 흡광도 변화로 분석하

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법(32)으로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간 조직에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가 GSH의 환원에 관

여하는 항산화 효소인 GSH-red의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간 조직 50 mg을

ice-cold lysis buffer[50 mM Tris-HCl(pH 8.0), 150 mM

sodium chloride, 0.02% sodium azide, 0.1% sodium dodecyl

sulfate(SDS), 1% nonyl phenoxylpolyethoxylethanol-40,

0.5% sodium deoxycholase,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 mL에 담궈 tissue grinder(Corning Inc., New

York, USA)를 사용하여 조직을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간

조직을 ice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4oC에서 원심분리(13,000

×g, 10 min)를 실시하여 상등액을 분리한 후 bicinchoninic

acid protein assay kit(Pierce Biotechnology, Inc., Rockford,

IL, USA)로 단백질 농도를 정량하였다. 단백질 100 μg을

target protein의 분자량에 따라 10～15% SDS-poly-

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에 90분간 blotting하고 5% nonfat dry milk에 담

궈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일차항체로 4
o
C에

서 overnight hybridization한 후 비결합항체를 제거하고, 이

차항체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hybridization하였다. 비결합

항체를 제거한 후, western blotting chemiluminescence lu-

minol reagent(SantaCruz Biotechnology Inc., Delawar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내부 표준물질로는 actin을

사용하여 quantity one software(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GSH-red(58 kDa)의 일차항체로는

Assay design Inc.(Ann Arber, USA) 제품을, 내부 표준물

질인 actin(43 kDa, sc-1616, 1:1,000)과 이차항체로 사용한

bovine anti-rabbit IgG(sc-2370, 1:1,000)은 SantaCruz

Biotechnology Inc.(California, USA) 제품을 각각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의 분석결과는 means±SE로 표시하였으며, 통

계처리는 SPSS package(Version 15.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각 군 간의 유의성은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

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체중조절 효과 및 식이효율

각각의 식이를 1주간 제공받은 BALB/C 마우스의 식이섭

취량,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Table 1과 같다.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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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ratio in the experimental groups

Group
1)

Initial BW (g) Final BW (g) Weight gain (g/week) Food intake (g/week) FER
2)

NC
HMP-C
LC
HMP 3%
HMP 10%

24.83±0.253)NS
24.55±0.36
24.66±0.23
24.87±0.23
24.73±0.22

25.39±0.21NS
24.37±0.30
25.36±0.32
24.79±0.32
24.60±0.22

0.56
-0.18
0.70
-0.08
-0.12

±0.20ab4)
±0.27c
±0.25a
±0.24bc
±0.19bc

23.99±0.36a
21.05±1.08b
23.65±0.28a
23.72±0.96a
21.95±0.67b

2.33
-0.51
2.91
-0.47
-0.39

±0.80ab
±1.32b
±1.02a
±1.09b
±0.90b

1)
NC (normal control group): chow＋saline (100 mg/kg BW) injection, HMP-C (HMP control group): diet contained 10% Hericium
erinaceus mycelia powder in chow＋saline (100 mg/kg BW) injection, LC (LPS control group): chow＋LPS (100 mg/kg BW)
injection, HMP 3%: diet contained 3% Hericium erinaceus mycelia powder in chow＋LPS (100 mg/kg BW) injection, HMP 10%:
diet contained 10% Hericium erinaceus mycelia powder in chow＋LPS (100 mg/kg BW) injection.
2)
FER: food efficiency rate＝(weight gain/food intake)×100.
3)Mean±SE.
4)
Values with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의 체중증가량은 chow를 급여한 NC군과 LC군은 체중이

증가한 반면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

한 군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C군에 비해 노루

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HMP-C, HMP

3%와 HMP 10%군에서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으며

HMP 3%와 HMP 10%군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HMP-C군에서 감소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식이섭취량은

10%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HMP 10%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며, 식이효율 또한 노루

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하여 급여한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Kim 등(33)은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영지버섯 및 목

이버섯 분말을 급여하였을 때 체증 증가량이 다소 낮았다고

하였다. Lee와 Koh(34)는 SD rat에게 5주간 고지방식이에

신령버섯 균사체 30%를 첨가한 식이를 6주간 급여하였을

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on과 Koh(35)도

SD rats에게 5주간 운지버섯 배양액을 급여한 결과 체중증

가량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군에 비해 30% 운지버섯 배양

액을 급여한 군에서 13%정도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보고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노루궁뎅이

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군에서 체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

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

유(1)로 인한 체중 감소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보충 후 분변의 총 지방 및 중성

지방 함량

실험동물에게 1주간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

이를 급여한 후 총 분변의 양과 분변의 총 지방 및 TG 수준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노루궁뎅이

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군에서 분변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균사체 10%를 보충한 HMP-C군과

HMP 10%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분변의

배설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변의 총 지방 함량을

측정한 결과 하루 배설하는 총 지방의 양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섭취한 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섭취량에 따

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분변 중의 TG 함량은 군 간에

Table 2.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
tion on total feces, total fat and TG levels in BALB/C mice
fed experimental diet for a week

Group
1) Total feces

(g/day)
Total fat
(mg/day)

TG
(mg/day)

NC
HMP-C
LC
HMP 3%
HMP 10%

1.21±0.062)c3)
1.39±0.04b
1.17±0.03c
1.30±0.04bc
1.61±0.03a

19.32±0.62bc
20.43±1.61b
15.77±0.66c
21.33±1.30b
25.36±1.39a

2.93±0.51NS
3.95±0.18
2.45±0.47
2.95±0.53
3.81±0.95

1)
Refer to Table 1.

2)
Mean±SE. 3)Values with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10%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

다. Franz(23)는 버섯류의 배양균사체의 경우 β-glucan이

함유된 다당류가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에 함유된 β-glucan이 분변

의 양을 증가시키고 지방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1), 따라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군에서 체중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보충 후 혈장에서의 TG 수준

Table 3에서 보듯이 혈장의 TG 수준은 실험 식이를 1주

간 보충한 후의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보충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첨가군에서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보충 후 분변 중의 β-glucan 배

설량

실험동물에게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후 분변

으로 배설되는 총 glucan 및 α-glucan과 β-glucan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일 분변으로 배설되는 총

glucan의 양은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노루궁뎅이버

섯 균사체를 섭취한 HMP-C, HMP 3%와 HMP 10%군에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섭취하지 않은 NC와 LC군에 비

해 높은 수준을 보였고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3%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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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tion on plasma TG level in BALB/C mice fed experimental
diet for a week

Group
1)

NC HMP-C LC HMP 3% HMP 10%

TG (mg/dL) 77.5±7.002)NS 71.0±15.50 84.2±1.20 75.0±7.50 68.0±15.50
1)Refer to Table 1. 2)Mean±SE. NS: not significant.

Table 4.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
tion on feces total glucan, α-glucan and β-glucan levels in
BALB/C mice fed experiment diet for a week

Group 1)
Total glucan
(g/100 g feces)

α-Glucan
(g/100 g feces)

β-Glucan
(g/100 g feces)

NC
HMP-C
LC
HMP 3%
HMP 10%

3.92±0.542)c3)
8.02±0.78b
4.06±0.40c
11.15±1.20a
6.63±0.77bc

1.47±0.08NS
1.87±0.20
1.51±0.05
1.62±0.12
1.57±0.17

2.52±0.535c
6.15±0.67b
2.55±0.38c
9.37±1.24a
5.73±0.61b

1)
Refer to Table 1.

2)
Mean±SE. 3)Values with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한 HMP 3%군에서 10%를 보충한 HMP-C와 HMP 10%군

에 비해 배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변 중의 α-glu-

can의 1일 배설량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군과

보충하지 않은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β-Glucan

배설량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3%

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HMP 3%군이 노루궁뎅이버섯 균

사체 10%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HMP-C와 HMP 10%군

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첨가량이 높은 HMP-C와

HMP 10%군이 HMP 3%군에 비해 β-glucan의 체내 흡수율

이 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혈장에서의 ALT 수준 및 항염증효과

내독소인 LPS 투여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시 노루

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충이 간 보호에 미치는 효과를 혈중

ALT 수준으로 확인한 결과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LPS를 투여한 후 1시간과 4시간 경과 후 혈중 ALT 수준의

변화량은 각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8시간 경과 후에는 LC군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노루

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HMP 3%와

HMP 10%군에서는 유의적으로(p<0.05) 저하되었다. HMP

3%를 보충한 군에서의 ALT 수준의 변화량은 LPS 투여 8시

간 경과 후 NC군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HMP 10%군과

HMP-C군에서는 NC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HMP 10%군이 HMP 3%군에 비해 ALP 수준의 변화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간 보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18)은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간 독성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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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tion
on alanine aminotransferase levels from BALB/C mice in-
jected with LPS. Bars represent the mean±SE and values with-
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Groups: Refer to Table 1.

호효과 연구에서 벤조피렌으로 간독성을 유발한 ICR계 웅

성 마우스에서 노루궁뎅이버섯 메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군

이 혈장에서의 ALT와 AST 수준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

며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이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

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가 내독소인 LPS로 유도된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염증생성인자인 IL-6과 TNF-α의 수준은 Fig. 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혈장에서의 IL-6 수준은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LPS를 투여한 LC군, HMP 3%와 HMP 10%군에서 LPS

를 투여하지 않은 NC군과 HMP-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가하여 8시간 경과 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장에서 TNF-α는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LPS

를 투여한 군들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은 수준으로 증

가하였으나 4시간 경과 후에는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에

비해 증가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8시간 경과 후까지 유사

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LPS는 반응 초기 IL-6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8시간 경과 후까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

는 것으로 나타나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가 IL-6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PS는 반응 초기

TNF-α의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TNF-α 수준이 LPS 투여 4시간 경과 후 현저하게 감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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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tion on interleukine-6 and tumor necrosis factor-α levels from
BALB/C mice injected with LPS. Bars represent the mean±SE and values with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Groups: Refer to Table 1.

으며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충이 TNF-α의 이러한 작

용을 다소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균사체의 첨가량에 따라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ho 등(36)은 BABL/C mice

에게 LPS를 투여 시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TNF-α의

생성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특히 LPS 투여 4시간 후 TNF-α의 농도가

50% 이상 감소한 것은 IL-6에 비해 TNF-α의 반감기가 매

우 짧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37).

간에서의 GSH 수준

간조직의 항산화영양소인 GSH 수준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동물에게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GSH 수준

은 증가하였으며 LPS를 투여한 군들이 LPS를 투여하지 않

은 군에 비해 LPS 투여 8시간 경과 후까지 현저하게 높았다.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HMP 3%군은 LC군과 HMP 10%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은 수준이었고 LC군과 H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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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tion
on hepatic glutathione level from BALB/C mice injected with
LPS. Bars represent the mean±SE and values within column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Groups: Refer to Table 1.

10%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아 HMP 3%군에

서 GSH의 증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PS 투여 4시간

경과 후에는 HMP 3%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LC군

과 HMP 10%군은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보다 다소 증가하

였다. LPS 투여 8시간 경과 후에는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HMP 3%와 10%군이 L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HMP 3%군과 LC군은 LPS 투여 4시간

후와 GSH 수준이 유사한 반면 HMP 10%군에서는 4시간

경과 후에 비해 8시간 경과 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충이 LPS로 인

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GSH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조직 중 비단백 티올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GSH는 유리기 제거제 역할과 과산화수소

(H2O2) 및 과산화지질을 대사시키는 GSH-px의 기질로써

세포내 항산화제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8). 따라서 노

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보충에 의해 GSH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LPS 자극에 의해 노루궁뎅이버섯의 항산화 기능이 향

상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LP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간에서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 및 단백질 발현

실험동물에게 1주간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

이를 급여한 후 내독소인 LPS를 투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간에서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을 생화학적인 방법과

blotting 방법으로 확인하였다(Table 5와 Fig. 4). Table 5에

서 보듯이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1주간 보충은 catalase

활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LPS를 투여 후 catalase 활성

의 변화량은 LPS를 투여한 세 군 모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감소 수준은 LC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catalase 활성의 감소량

은 LC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를 첨가한 HMP 3%와 10%군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감소량

은 LC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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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supplementation on hepatic antioxidative enzyme activities from BALB/C mice
injected with LPS

Time after
injection (hr)

Group
1)

NC HMP-C LC HMP 3% HMP 10%

Catalase
(Unit/mg protein)

0
1

4

8

0.47
0.49
(0.02
0.45
(-0.02
0.44
(-0.03

±0.022)NS
±0.04NS
±0.00)3)NS
±0.03bc4)
±0.01)b
±0.02b
±0.00)NS

0.53
0.69
(0.16
0.83
(0.30
0.69
(0.16

±0.44
±0.06
±0.02)
±0.08a
±0.03)a
±0.00a
±0.10)

0.48
0.34
(-0.14
0.36
(-0.12
0.37
(-0.11

±0.06
±0.07
±0.02)
±0.01c
±0.05)b
±0.05b
±0.00)

0.61
0.55
(-0.06
0.53
(-0.08
0.55
(-0.06

±0.03
±0.01
±0.01)
±0.04b
±0.04)b
±0.03b
±0.02)

0.58
0.51
(-0.07
0.51
(-0.07
0.55
(-0.03

±0.04
±0.00
±0.00)
±0.01b
±0.02)b
±0.02b
±0.00)

SOD
5)

(Unit/mg protein)

0
1

4

8

8.00
8.29
(0.29
8.29
(0.29
6.40
(-1.60

±0.02NS
±0.57NS
±0.02)NS
±0.35a
±0.05)NS
±1.16bc
±0.08)b

7.68
7.15
(-0.53
7.05
(-0.63
5.70
(-1.98

±0.05
±0.22
±0.02)
±0.36b
±0.08)
±0.02c
±0.06)b

7.64
7.71
(0.07
6.81
(-0.83
7.34
(-0.30

±0.91
±0.31
±0.02)
±0.14b
±0.12)
±0.43ab
±0.04)b

8.49
8.33
(-0.16
9.11
(0.13
8.73
(0.24

±0.05
±0.49
±0.06)
±0.40a
±0.01)
±0.24a
±0.08)a

7.52
8.21
(0.69
8.01
(0.49
8.39
(0.87

±0.28
±0.08
±0.10)
±0.18a
±0.06)
±0.39a
±0.39)a

GSH-px6)

(Unit/mg protein)

0
1

4

8

12.60
11.91
(-0.69
14.33
(1.73
12.80
(0.20

±1.17NS
±1.72c
±0.02)b
±0.18NS
±0.52)b
±0.32bc
±0.01)b

12.87
15.90
(3.03
14.08
(1.21
11.92
(-0.95

±1.02
±0.23a
±0.06)a
±1.99
±0.02)b
±1.15c
±0.00)b

13.61
15.51
(1.90
15.60
(1.99
15.20
(1.59

±0.84
±0.33a
±0.50)ab
±2.42
±0.12)b
±1.65c
±0.11)b

14.10
15.15
(1.05
18.90
(4.80
16.73
(2.63

±1.82
±0.39a
±0.02)ab
±0.05
±0.33)a
±0.38a
±0.12)a

11.56
12.34
(0.78
15.50
(3.94
15.25
(3.69

±0.17
±0.12b
±0.02)ab
±0.69
±1.00)a
±0.86ab
±0.92)a

GSH-red
7)

(Unit/mg protein)

0
1

4

8

58.87
51.36
(-7.51
64.25
(5.38
78.72
(10.53

±4.79NS
±3.40NS
±0.33)c
±0.39c
±0.11)c
±8.52NS
±0.13)b

73.66
72.71
(0.95
78.22
(4.56
81.33
(7.67

±7.40
±5.33
±0.11)b
±7.79ab
±0.13)c
±3.75
±0.52)b

59.63
54.23
(-5.40
65.82
(6.19
87.11
(17.48

±1.99
±0.31
±0.25)c
±3.00bc
±0.33)c
±9.92
±2.86)a

63.99
73.69
(9.70
84.06
(20.07
80.55
(16.56

±10.93
±2.42
±0.13)a
±2.67ab
±0.21)a
±3.03
±0.11)a

76.11
77.74
(1.63
91.26
(15.15
86.01
(9.90

±13.22
±14.36
±0.09)b
±23.92a
±1.02)b
±4.24
±0.65)b

1)
Refer to Table 1.

2)
Mean±SE. 3)Change＝1, 4 and 8 hr－0 hr. 4)Values within row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5)Superoxide dismutase. 6)Glutathione-peroxidase. 7)Glutathione-reductase. NS:
not significant.

Time afte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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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mycelia on protein expression of glutathione-reductase from BALB/C mice injected with
LPS. Levels of target protein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and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The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E and values with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Groups: Refer to Table 1.

는 보이지 않았다. LPS를 투여하지 않은 NC군에 비해 노루

궁뎅이버섯 균사체 10%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HMP-C군

에서 증가량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PS 투여 4시

간과 8시간 경과 후에는 LC군과 HMP 3%와 10%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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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저하되었고 LPS를 투여하지 않은 NC군 역시 저하되

었으나 HMP-C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catalase 활성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D 활성 변화는 LPS 투여 1시간

경과 후 LC군과 HMP 10%군에서는 증가하였으나 HMP

3%군에서는 감소하였고 4시간과 8시간 경과 후에는 LC군

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섭취한 군

에서는 활성이 향상되어 LPS 투여 8시간 경과 후에는 LC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다. GSH-px의 활성

은 LPS 투여 1시간 후에는 LPS를 투여한 세 군 모두에서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군 간에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LPS투여 4시간과 8시간 경과 후에 GSH-px 활성은 LC군에

비해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p<0.05)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산소는 SOD에 의해 H2O2와 O--2로, H2O2는 다시

GSH-px와 catalase의 작용에 의해 H2O로 배설됨으로써

SOD, catalase 및 GSH-px는 유리산소의 독으로부터 생체

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효소로 알려져 있다(39).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체는 superoxide를 제거하는 효소인 SOD를

가지고 있어 조직 내에서 SOD 등의 효소적 반응에 의해 생

성된 과산화수소를 제거하여 생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나타

낸다(40,41). 또한 대사과정 중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의 유리

기를 제거할 뿐 아니라 이들 활성 산소종에 의해 비가역적으

로 불활성화 될 수도 있으며 지방산화에 의해 생성된 유리기

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LPS가 항산화 효소계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en-Shaul 등(43)은 흰쥐에 LPS를 주사하

였을 때 SOD와 catalase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Iqbal 등(44)은 GSH-px 활성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Watson 등(45)은 LPS 주사 후 간에서의

SOD 활성 등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PS 투여에 의해 항산화 효소계인 catalase와

SOD 활성이 저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Cho 등

(36)의 연구보고와 일치하였고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

충에 의해 GSH-red, SOD와 GSH-px의 활성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충으로

SOD 활성 증가는 LPS의 내독소로 유도되는 산화로 생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하여 활성이 증가(46)된 것으로

생각된다. LPS는 nitric oxide(NO)를 생산하는 내독소로

LPS 투여로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생성된 자유 라디

칼인 NO는 superoxide와 반응하여 peroxynitrite를 형성하

고 이는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가 항산화 효소

계 활성과 GSH 수준을 증가시켜 NO와 같은 자유라디칼을

소거하여 LP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LPS를 투여한 후 GSH-red의 활성 변화는 LPS를 투여한

군들에서 LC군은 LPS를 투여한 후 1시간 경과 후 감소하였

으나 4시간 경과 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궁

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HMP 3%와 10%

군에서는 LPS 투여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였

으며 LPS를 투여 후 4시간 경과 후에는 다른 군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LPS 투여 8시간 경과 후에는

HMP 3%군이 HMP 10%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

으나 LC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 조직에서의 GSH-red의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으

로 분석한 결과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1주간의 HMP

10% 보충은 GSH-red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LPS 투여 1시간 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PS 투여 4시간 경과 후 LPS를 투여한

LC군과 HMP 3%는 GSH-red의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LPS 투여 8시간 경과 후에는 LC군에 비해 HMP

10%군에서 GSH-red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 체내에서

GSH는 GSH-red에 의해 GSH의 산화된 형태인 GSSG로부

터 재생산되어질 수 있으며(47), GSH의 증가는 GSH-px 활

성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충은 LPS로 인한 산화적 스

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항산화 효소계 활성과 GSH-

red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GSH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따

라서 내독소인 LP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저하시켜 신

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in vivo에서의 6주령의 BALB/C 생쥐(평균체

중 24.73±0.11 g)에게 1주일 간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Hericium erinaceus mycelia)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후

내독소인 LP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군은 5군으로 분류하였

으며 정상 대조군(NC)과 양성 대조군(LC)은 chow를, HMP

10%군과 HMP 3%군은 chow에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각각 3%와 10%를 첨가하였으며 HMP 대조군(HMP-C)은

chow에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10% 첨가하여 pellet 형

태로 조제하여 1주일 간 각각의 실험 식이를 급여하였다.

LC군과 HMP 3% 및 HMP 10%군은 각각 LPS(100 mg/kg

BW)를 투여하였으며 NC군과 HMP-C군은 생리식염수를

LPS와 동일한 농도로 투여하였다. 실험동물의 식이효율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보충한 군에서 저하되었으며 노

루궁뎅이버섯 균사체의 보충군에서 체중감소 효과를 보였

다.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10%를 보충한 HMP-C군과

HMP 10%군은 분변의 배설량이 가장 많았고 분변 중 총

지방 양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섭취한 군에서 높은 수

준을 보였으나 섭취량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혈장 TG 함량은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10%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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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분변 100 g 당 β-glucan의 함량

은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3%를 보충한 군에서 가장 높았

다. 혈장의 ALT 수준은 LPS를 투여한 후 8시간 경과 후에는

LC군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첨가한 식이를 급여한 HMP 3%와 HMP 10%군에서는 유의

적으로(p<0.05) 저하되어 NC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간

에서의 SOD, GSH-red, GSH-px 활성은 LPS 투여 후 LC군

에 비해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섭취한 군에서 증가하였

으며 GSH-red의 단백질 발현과 GSH 함량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노루궁뎅이버

섯 균사체의 보충은 내독소인 LPS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

스에 저항하여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

며 그 기전으로는 항산화 효소계 활성과 GSH-red 단백질

발현 증가, 그리고 GSH 수준 향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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