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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속 버섯류의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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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nti-tumorigenic, anti-hypertensive, anti-thrombic, anti-diabetic, and anti-
inflammatory properties of 18 different species of genus Pleurotu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amino acid, β-glucan,
and polyphenol content were also measured. All species contained more than 20 mg% of polyphenol with the highest
contents found in Pleurotus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 (yellow pleurotus) (39.13±0.82 mg%). The β-glucan contents
was also the highest in yellow Pleurotus (37.67±0.22%) followed by Won-Hyeong1 (C, 28.75±0.61%) and Jang-an PK
(A, 27.95±0.33%). The yellow Pleurotus exhibit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as assessed by the DPPH scavenging
rate with an IC

50
 value of 2.94±0.44 mg/mL. Ethanol extracts from the yellow Pleurotus treated at 1% concentration

showed cytotoxic activity up to 36.9% in the human embryonic kidney 293T cell lines. The yellow Pleurotus also showed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s on ACE activity (60.52±0.2%). Finally, the yellow Pleurotus exhibited anti-diabetic and anti-
inflammatory properties as shown by inhibition of α-amyloglucosidase activity (50.5±0.8%) and nitric oxide production
(68.4±0.3%). Taken together, our data indicate the yellow pleurotus is a promising functional food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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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일반적인 균류와 다르게 대형 자실체를 이루는 것이 큰

특징으로 대부분이 담자균류와 자낭균류에 속하는 고등균류이다

(1). 다양한 버섯들로부터 면역증강 및 항암, 항바이러스, 항당뇨,

항혈전, 항고혈압 등의 생리활성 효과가 밝혀져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다(2).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버섯류 중 대표적인 것

으로 느타리 및 표고, 양송이, 송이버섯 등이 있으며 1965년경부

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장려정책으로 인공재배법이 널리 보급

되면서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3). 일반적으로 식

용 및 약용 버섯의 대부분은 목재 부후균에 해당하며 셀룰로오

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을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성장하여 성숙한 자실체가 된다. 현재 인공재배법의 발달로 인해

생산량 및 버섯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700만톤 생산에 10조원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 국가별 생산량은

중국 350만톤, 미국 40만톤, 일본이 38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은 년간 약 15만톤으로 년간 총생산액은 약 7천억원

정도이다. 특히 버섯 중에서 느타리버섯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농산 버섯류 생산량의 35.1%를 점유하고 있다(1).

느타리버섯은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류를 가지고 있어 강한 항산

화능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4). 그 밖에 lactic acid,

oxalic acid, fumaric acid, succin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및 pyroglutamic acid 등의 유기산과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5), trehalose, glucose, fructose, mannitol, arabitol, glycerol 등의

유리당 및 당알콜류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6). 이처럼 버

섯류는 기호식품 및 기능성 식품으로의 제품화할 부가가치가 높

은 식품소재라 할 수 있다. 담자균류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1955년 Bose(7)가 수종의 담자균류로부터 분리한 물질의 항균성

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그들에 대한 성분확인 및 다양한 생

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Park 등(8)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의 조단백 다당체 분말을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쥐

에게 투여한 후 sarcoma 180을 주사하여 암을 유도시켰을 때, 모

든 단백 다당체가 항암효과를 보였으며 간암에서는 느타리버섯

자실체에서 높은 저지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느타리버섯의 생리활성을 품종 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 느타리버섯 재배품종인 Pleurotus ostreatus 및 P. sajor-caju

와 노랑, 분홍, 청색 등의 특정 색상을 보이는 P.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 P. salmoneostramineu 등의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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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재배한 일반 품종 13종(P. ostreatus

11종과 P. sajor-caju 2종)과 노랑느타리(P. cornucopiae var. cit-

rinopileatus) 1종, 분홍느타리(P. salmoneostramineu) 1종, P.

ostreatus 품종이면서 청색 및 백색, 흑색인 느타리 각 1종씩 총

18품종의 자실체를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버섯자실체를 동결건조시켜 분쇄한 후 건조 시료의 20배(v/w)

의 80% ethanol을 가하여 상온에서 48시간 추출한 후 흡입 여과

하였고, 여과액을 감압 농축하여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Acid stable amino acids의 전처리 과정에서는 0.5 mm 이하로

분쇄 한 시료를 test tube에 넣고 6 N 염산 15 mL를 첨가한 후,

1분간 질소가스로 충전, 밀봉하고 110oC dry oven에서 24시간 가

수분해 한 후 냉각시키고 분해된 시료를 55oC에서 감압농축 농축

하였다. pH 2.2 dilution buffer를 사용하여 25 mL로 정용하고,

0.45 µm membrane filter(Acrodisc CR PTFE, Gelman, New

York, NY, USA)로 여과 후 분석하였다. 그리고 Sulfur containing

amino acids 과정에서는 0.5 mm 이하로 분쇄 한 시료 5 g을 test

tube에 넣고 performic acid 15 mL를 첨가한 후. 0oC에서 24시간

방치하였다. 여기에 48% HBr 0.75 mL를 첨가하고 가스발생 후

0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50o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감압

농축 된 시료에 6 N HCl 15 mL를 하고 acid stable amino acid

전처리과정과 동일하게 처리한 후 SYKAM S433(Sykam, Eresing,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olyphenol 함량분석

동결 건조한 samples 0.5 g에 62.5% aqueous methanol 40 mL

와 6 M HCl 10 mL을 첨가한 후 천천히 교반하면서 2시간 동안

90oC에 반응시키고 상온에서 냉각시킨 다음 methanol 100 mL을

넣고 5분 동안 sonication 시켰다. 그리고 0.45 µm filter로 여과한

후 Table 1의 조건하에서 HPLC(Waters Co., Milford, MA, USA)

로 분석하였다.

β-glucan 함량측정

베타글루칸 함량은 BETA-GLUCAN kit(Megazyme, Wicklow,

Ire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β-glucan의 함량은 total glucan

과 glucan 이외의 당 함량을 구한 후, α-glucan과 glucan 이외의

당 함량 차이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에 37% 염산을 첨가하여

100oC에서 2시간 동안 가수분해 시킨 후 2 N KOH를 이용하여

pH를 조정하였다. 가수 분해액을 200 mM의 sodium acetate

buffer(pH 5.0)로 희석한 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100 µL을 취하

여 exo 1,3-β-glucanase와 β-glucosidase를 첨가한 후 glucose

determination reagent(Megazyme)를 첨가하고, 51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total glucan과 glucan 이외의 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α-glucan과 glucan 이외의 당함량은 시료에 2 M KOH를 넣고 20

분간 얼음이 채워진 수욕에서 반응 후 1.2 M sodium acetate

buffer(pH 3.8)를 첨가하고 amyloglucosidase와 invertase 를 넣고,

이후 새 튜브에 옮겨 GOPOD reagent 3mL을 넣어 40oC에서 20

분간 반응시킨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otal glucan (%w/w)=∆E×F/W×90

α-glucan (%w/w)=∆E×F/W×90 (final volume 100 mL)

β-glucan=Total glucan−(α-glucan)

∆E=reaction absorbance−blank absorbance

F=100/GOPOD reagent absorbance for 100µg of D-glucose standard

W=weight of sample

전자공여능 측정

DPPH 소거능 실험은 Blois의 방법(9)에 따라 99.9% methyl

alcohol에 녹인 0.05 mM DPPH solution 3.9 mL에 버섯시료 에탄

올 추출물 0.1 mL을 넣고 10초간 혼합한 후 빛을 차단한 상태에

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Negative control은 sample과 동일한 양의 D.W.로 하였고,

positive control은 ascorbic acid(1 mg/mL)를 사용하였으며, DPPH

소거능은 대조군에 대한 50% 흡광도 감소를 나타내는 시료의 농

도(IC
50

 µg/mL)로 표시하였다.

세포 독성 시험

세포 독성 실험은 Kotakenara 등(10)의 방법에 따라 cell culture

media는 1% streptomyc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와 10% fetal bovine serum(Sigma Chemical Co.) 포함하는

RPMI-1640와 DMSO(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였으며, 동물

세포주는 293T 신장 암세포와 TM3 정상세포를 사용하였다. 즉

5×104 cell/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37oC, 5% CO
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 180 µL와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 1% 농도의 시료

200 µL를 첨가하였다. 다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 시약을 분주하여 4시간 후 ELISA microreader

model680(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ACE 저해활성

고혈압 발생 원인물질을 생성하는 효소인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활성저해 효과는 Cushman과 Cheung의 spectropho-

tometric assay 방법(11)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즉, borate buffer

(0.05 M Na
2
B

4
O

7
, 0.2 M H

3
BO

3
, pH 8.3)에 용해한 12.5 mM

hipuryl-L-histidyl-L-leucine(Hip-His-Leu, 0.4 M NaCl 함유, Sigma

Co.) 기질 용액과 시료를 각 150, 60 µL를 첨가한 후 37oC에서 5

분간 반응시키고 1 g의 rabbit lung acetone powder(Sigma Co.)에

borate buffer 10 mL을 가해 4oC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4oC,

12,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의 효소용액

150 µL(60 mU/mL)를 혼합하여 37oC incubator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1 N HCl 250 µL로 효소반응을 정지시켰다. 여기에 1.5 mL

의 ethylacetate를 첨가한 후 5분 이상 충분히 혼합하고 3,000 rpm

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 1 mL을 취해 120oC dry oven

에서 40분간 ethylacetate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잔유물을 증류수

1 mL로 용해하고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시료

및 기질, 효소를 첨가하고 반응 전에 1 N HCl을 동량 첨가하여

효소반응을 정지시킨 sample blank군을 함께 측정하였고 대조군

은 시료 대신 borate buffer를 사용하였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HPLC for polyphenols

Column Capcell Pak C18

Solvent 45% methanol in phosphate buffer (pH 2.4)

Flow rate 0.5 mL/min

Run time 90 min

Detector UV-visible: 280 nm

Inject 2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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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 활성

혈전용해활성은 fibrinogen(Sigma F-8630, Sigma Co.) 및

thrombin(Sigma T-6634, Sigma Co.)으로 제조한 fibrin plate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12). 즉, 직경 90 mm petri dish에 50 unit/mL

thrombin 용액 200 µL와 0.5% fibrinogen 용액 10 mL을 첨가한

후 plate를 제조하였다. 30분경과 후 thrombin에 의해 fibrinogen이

fibrin으로 되면서 gel상의 fibrin plate가 만들어지면, 각 plate에 시

료를 50 µL를 점적하여 37oC incubator에서 17시간 반응시킨 후,

대조구인 plasmin과 용해정도를 비교하였다. 추출액의 혈전용해

활성은 대조구의 용해면적에 대한 시료의 용해면적의 상대적인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항당뇨 활성

α-1,4 및 α-1,6 글루코시드결합을 분해하는 효소인 α-amyloglu-

cosidase(Sigma 10115, Sigma Co.)를 사용하여 버섯 추출물이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단당류의 소화흡수를 저해하는 정

도를 측정, 간접적인 항당뇨 활성을 측정하였다. 즉, α-amyloglu-

cosidase를 50 mM sodium acetate(pH 5.0)으로 희석하고 기질로

20 mg/mL의 maltose용액을 사용하였다.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

100 µL 와 α-amyloglucosidase 100 µL를 넣고 10분간 37oC에서

pre-incubation후 동량의 기질을 넣어주고 1시간 반응시킨 후 0.2 M

NaOH를 첨가해서 반응을 종결시키고 0.2 M acetate를 첨가해서

중화 시켰다. 그리고 DNS(3,5-dinitrosalicylic acid) 환원당 정량법

에 의하여 동량의 DNS를 넣고 90oC에서 10분간 끓이고 실온으

로 냉각 후 증류수 1 mL 가해 5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반응 후 생성되는 유리 glucose양을 측정하여 α-glucoamylase

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항염 활성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Sigma L52930, Sigma Co.)를

RAW264.7 cell에 처리하고 버섯 추출물 시료를 첨가하여, 생성

되는 염증 유발물질의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즉, DMEM 배지를

사용하여 RAW264.7 세포를 5×105 cell/well로 조절한 후 24 well

plate에 접종하고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과 LPS를 동시 처리해

서 20시간 배양하였다. 생성된 NO의 양은 griess reagent system

이용하여 측정한다. 세포배양 상등액과 griess 시약을 1:1 양으로

혼합하여, 96-well plate에 반응 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실험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중

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영양성분 분석

먼저 아미노산 성분분석에서 느타리버섯 18품종의 아미노산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느타리버섯 품종 중 백느타리(P),

흑느타리(Q), 노랑느타리(R)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에서 전반적으

로 높은 함량을 나타낸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였으며, 품종에

따른 함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타리버섯 품종

중 장안PK(A)의 경우에는 cystine이, 백느타리(P), 흑느타리(Q), 노

랑느타리(R)는 serine이 glutamic acid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인 valine, leucine, isoleucine, methionine, threonine,

Table 2. Composition and content of amino acids in Pleurotus species (mg/g)

Amino
acids

Sample name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spartic acid 0.80 1.23 7.71 7.17 5.14

Serine 5.33 3.17 2.12 3.71 0.98 2.69 0.24 0.34 1.70 6.87 1.31 13.86 7.79 4.23 7.35 10.09 6.46 7.45

Glutamic acid 6.60 5.47 4.82 5.75 4.07 4.96 2.84 3.08 7.91 7.60 6.29 16.74 8.27 6.09 7.22 3.35 1.11 1.55

Glycine 5.06 5.34 2.55 3.73 0.83 2.62 1.28 1.57 2.02 6.48 2.07 12.15 6.25 4.40 6.48 5.06 2.02 2.62

Histidine 3.11 1.93 2.50 1.30 2.16 0.35 0.60 1.69 3.13 2.50 2.81 3.11 1.70 2.81

NH3 4.04 2.39 1.40 2.72 0.49 1.63 0.02 0.09 1.04 6.33 2.72 6.33 4.05 3.98 1.63

Arginine 3.66 1.99 1.28 2.01 0.87 1.46 0.22 0.40 1.18 4.43 0.60 6.47 4.30 2.30 4.72 3.09 1.18 1.46

Threonine 5.33 2.87 2.33 3.34 0.66 2.68 0.03 0.24 1.29 5.63 5.56 10.79 6.69 3.34 5.63 5.33 1.29 2.69

Alanine 8.32 4.51 4.21 6.13 2.55 4.42 0.90 1.73 2.09 8.81 2.20 16.57 12.38 6.13 7.69 8.33 2.09 3.86

Proline 3.41 1.92 2.29 2.98 0.51 2.62 0.41 1.50 2.32 3.65 6.59 3.41 3.22 3.78 1.89 2.62

Cystine 22.60 4.23 4.32 3.85 5.43 2.13 0.98 0.73 4.37 5.14 0.97 2.62 6.40 2.21 0.51 2.62

Tyrosine 3.42 2.08 1.70 2.45 0.83 2.02 0.27 0.41 1.51 3.90 0.26 5.35 4.04 2.45 3.35 3.42 1.52 2.30

Valine 7.46 3.81 4.00 5.78 1.87 4.58 1.24 0.73 3.58 8.21 2.41 17.40 5.78 8.21 7.46 3.58 4.58

Methionine 2.49 1.21 1.82 2.24 0.86 1.83 0.55 0.44 1.82 2.18 1.06 3.66 2.77 1.90 2.19 2.49 2.16 1.83

Lysine 2.29 1.54 1.70 1.67 0.88 1.63 0.21 0.28 1.95 1.54 0.76 3.20 2.62 1.67 1.54 2.29 1.95 1.63

Isoleusine 4.60 3.53 3.02 4.61 1.52 3.70 0.58 0.66 2.70 6.50 11.81 7.76 4.23 4.97 4.60 3.08 4.46

Leusine 6.92 3.35 3.28 5.17 1.48 3.88 0.53 0.65 2.88 7.81 18.62 9.39 5.18 7.81 5.02 2.88 3.88

Phenylalanine 5.53 3.04 2.39 3.89 1.27 2.82 0.32 0.43 1.88 5.83 1.19 10.07 6.71 3.29 5.83 5.53 1.89 2.82

1)A-R indicate the name those mean the different or improved species from genus Pleurotus. A, Jang-an PK (Pleurotus ostreatus); B, Heuk-pyeong
(P. ostreatus) C, Won-hyeong1 (P. ostreatus); D, Won-hyeong2 (P. ostreatus); E, Won-hyeong 3 (P. ostreatus); F, Chun-chu2 (P. ostreatus); G, Sam-
bok (P. sajor-caju); H, Yeo-lm (P. sajor-caju); I, Chung-do21 (P. ostreatus); J, Heukjinju (P. ostreatus); K, Sin-nong46 (P. ostreatus); L, Su-han-
mu (P. ostreatus); M, Su-han (P. ostreatus); N, Pink (P. salmoneostramineu); O, Blue (P. ostreatus); P, White (P. ostreatus); Q, Black(P. ostreatus);
R, Yellow (P.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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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ine, 및 phenylalanine 등이 수한무(L) 에서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lutamic acid 함량이 높은 버섯일수록 맛이 좋

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느타리버섯 18품종은 전반적

으로 맛 성분뿐만 아니라 필수아미노산도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다음으로 polyphenol 함량분석을 하였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

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항산화, 항균

활성 등의 생리 활성 기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페놀성 화합

물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15). 또한 Cooney 등(16)은 guaiacol, resorcinol 등의 페놀성

물질은 니트로화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느타

리버섯 18품종의 polyphenol 함량분석 결과는 Fig. 1과 같이 노

랑느타리(R)에서 39.13±0.82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

고 그 다음으로 수한(M)이 26.13±0.71 mg%, 신농46(K)이 26.01±

0.34 mg%, 수한무(L)에서 25.32±0.45 mg%의 높은 순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낸 것은 분홍느타리(N) 20.19±0.92

mg% 였다. Kim(17)은 목질진흙버섯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버섯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33.3 mg%, 열수추출물 20.7 mg% 및

클로로포름 추출물 0.2 mg%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은 영지버섯 에테르 및 부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11.5, 15.5 mg%

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의 연구결과 목질진흙버섯과

노랑느타리(R)의 함량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그 외에 일반

느타리에서도 20 mg%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영지버섯보다 높은 수

치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노랑느타리(R)는 다른 느타리 버섯

품종과 비교하여 적게는 약 0.5배에서 많게는 약 2배 가량의

polyphenol 함량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품종의 버섯류와

비교하였을 때도 상당히 높은 polyphenol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의 마지막 분석으로 β-glucan 함량측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담자균류의 자실체는 β(1→3), β(1→4), β(1→6)결합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배양균사체의 경우도 균사체 내

β-glucan을 함유하거나 배지 내로 분비하며, β-1,3-glucan을 주쇄

로 하여 β-1,6-glucan이 함유된 다당류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0). 담자균류 유래의 다당류는 solid tumor에 대

한 증식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버섯 100 g 당

β(1→3)D글루칸 함량은 꽃송이버섯 43.6 g, 잎새버섯 15-20 g, 영

지버섯 8-15 g, 송이버섯 18.1 g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2). 느타리버섯 18품종의 β-glucan을 분석한 결과 Fig. 2과 같

이, 노랑느타리(R)에서 37.67±0.22%으로 가장 높은 β-glucan 함

량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원형1(C) 28.75±0.61%, 장안PK(A)

27.95±0.33%, 원형2(D) 27.94±0.36%순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분

홍느타리(N)가 19.03±0.47%, 신농46(K) 19.32±0.33%, 수한무(L)

19.73±0.57%로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랑느타리

(R)가 다른 품종보다 면역 및 항암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렇듯 가장 많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가지고 있는 꽃송이 버

섯과 비교하였을 때 노랑느타리가 다소 함량이 떨어졌다. 그러나

다른 잎새버섯, 영지버섯, 송이버섯에 비해서는 베타글루칸 함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꽃송이 버섯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함량

을 가진 품종으로 판단되었다.

전자공여능 측정

생체 내 free radical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질병예방을 위한 중

요한 대사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생체방어 시스템

은 효소적 방어체제와 식품을 통해 섭취 가능한 항산화 물질에

의한 비효소적 방어체제가 있다(18). 따라서 항산화 물질을 함유

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항산화 물질간의 상호작용으로 free radical

이나 활성산소에 대한 생체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느타리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활성측정을 한 결과 Fig. 3와 같이 노랑느타리(R) 품종의

DPPH(IC
50

 µg/mL) 값이 2.93±0.44 mg/mL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

타내었고, 이는 활성능저해율로는 83%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흑느타리(Q) 품종이 8.92±0.61 mg/

mL, 백느타리(P) 품종이 8.92±0.52 mg/mL로 항산화활성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Song 등(19)은 항산화능이 뛰어난 찔레 영

지버섯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이 91.3%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

Fig. 2. β-glucan contents of Pleurotus speci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Fig. 3.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DPPH IC
50

) of ethanol

extracts from Pleurotus speci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Pleurotus speci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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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노랑느타리(R)도 전자공여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공여능이 우수하는 것은 항산화능이 우수한 것

인데, 이는 polyphenol 함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Polyphenol

은 대표적 항산화 물질이다. 앞서 나온 polyphenol 함량 결과에

서도 노랑느타리(R)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전자공여

능 분석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항산화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명

확히 입증하게 되었다.

세포 독성 시험

천연자원으로부터 항암활성이 있는 다당체 분리는 계속 되어

오고 있으며, 이중 담자균류의 항암활성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

되고 있다. 버섯의 생리활성능에 대한 연구 중 항암효과에 대하

여 표고버섯의 경우 액체 배양한 균사체로부터 분리한 단백다당

체가 항암효과를 가진다고 발표되었다(23). 또한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의 임상적 이용에 대해서도 자궁경부암환자에서 경구투여

시 보조적 효과에 대해서도 발표된바 있다(24). Kim 등(25)이 구

름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의 자실체의 열수추출물이 sarcoma

180에 대한 강한 저지력이 있음을 밝혔다.

느타리 버섯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알아보고자 MTT assay 방

법으로 실험한 결과는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즉, 신장암세포와

고환 정상세포의 세포사멸을 통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한 실험 결

과 버섯시료 에탄올 추출물 1% 처리시 암세포에 대한 독성이 노

랑느타리(R)가 36.90%, 원형2(D)는 28.71% 로 나타났으며 대조

구인 정상세포에서는 미미한 독성이 나타났다. 그 밖의 느타리

품종에서는 노랑느타리(R)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암활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고혈압 활성

고혈압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ACE 억제제는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neurohormonal effect에 의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를 나

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로 알려진 ACE 저해제

들은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기원의 ACE

저해활성을 가진 소재류를 찾는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Hagiwara 등(26)의 연구에 의하면 노랑느타리 버섯류인 P.

cornucopiae의 열수추출물이 항고혈압 활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

졌으며 phytochemical의 하나인 mannitol이 그러한 작용을 가진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7)의 연구에 의하면 송이즙의 항

고혈압 활성은 양성대조구로 사용된 captopril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수한 생리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ACE 저해활성 효

과는 Choi 등(28)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왕송이 버섯 자실체의

경우 61.3%, 잎새버섯 58.7%, 운지버섯 37.7%, 술잔버섯 37.5%

로 나타났다. 또한 Lee 등(29)은 비늘버섯은 66%, 잎새버섯은

61%의 ACE 저해활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느타리버섯 18품종의 ACE 저해활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노랑

느타리(R)에서 60.5±0.2%의 가장 높은 저해능을 나타내었으며, 이

는 positive control 로 사용한 captopril의 저해능과 비슷한 결과로

항고혈압제로의 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 다음으

로 흑평(B)이 56.7±1.1%, 여름(H)이 52.4±1.3% 그리고 청도21(I)

이 50.6±0.1%로 높은 저해활성이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저해율

로는 수한(M)이 7.2±0.3%로 나타났다.

항혈전 활성

혈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fibrin 섬유소와 혈소판의 점착,

응집으로 형성되며,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을 유발

하고,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출혈, 뇌혈전증, 심부전증, 심장마

비 등의 원인이 된다. 혈전증의 치료제로는 urokinase, streptoki-

nase, tPA(tissue type plasminogen activator), nattokinase, plasmi-

nogen activator 등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식품에서 혈전용해 효

소를 얻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발효식품으로부터 혈

전용해효소의 정제 및 생산균주의 분리가 보고되었고, 버섯을 통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0). 느타리버섯 18품종이 혈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brin plate method를 이

용하여 용해환의 면적을 plasmin의 면적과 비교하였다. 즉, 느타

리버섯 자실체의 추출물의 혈전용해력을 plasmin(1 U/mL)과 비교

하여 저해능으로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이 전반적으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혈전용해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흑평(B)과 삼복(G)을 제외한 품종에서 버섯시료 에탄

올추출물 3%에서 50%이상의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노랑느타리

(R)의 fibrin 용해활성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활성을 나타냈

으며, plasmin(1U/mL)과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추출

액의 혈전용해활성은 대조구의 용해면적에 대한 시료의 용해면

적의 상대적인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항당뇨 활성

혈당 상승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로는 탄수

화물의 소화를 제한하여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는 α-glucosidase

Fig. 5.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inhibi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Pleurotus speci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Fig. 4. Cytotoxic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Pleurotus

species on normal cells (TM3) and cancer cells (293T).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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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제로 acarbose 및 miglitol, 등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sulfonylurea, 인슐린 감수성을 촉진시키며 hepatic glucose output

을 감소시키는 metformin, thiazolidinedione 등이 알려져 있다. 그

러나 혈당강하제 중 일부는 간독성 및 체증증가, 신부전 증상 악

화 등 부작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31). 항당뇨 기

능성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작용 향상,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 촉진, 베타세포수의 증가,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의 억제 및 식후 혈당 상승 방지를 위한 탄수화물의 소화 흡

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 이중에서 소장 내 효소

를 저해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하는 소재개발 연구가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α-amyloglucosidase는 α-

1,4 및 1,6 glucoside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본 실험에서는

단당류 소화작용을 갖는 이 효소의 활성 억제율을 측정하였고,

positive control로 acarbose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노랑느타리(R)에서 50.5±0.8%의 비교적 가장 높은 유리 포도당

의 생성 감소를 나타내, 다른 느타리 품종에 비해 그 효과가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itive control인 acarbose의 활성과 비교

했을 때 노랑 느타리의 특정성분을 정제한다면 항당뇨제로서의

활성이 기대되었다.

항염 활성

대식세포는 선천면역, 획득면역 등 여러 숙주반응에 관여함으

로써 항상성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반응 시

에는 nitric oxide와 cytokine을 생산하여 감염초기에 생체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nitric oxide는 체내 방어기능, 신

호전달기능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과량의 nitric

oxide는 염증반응을 촉진, 심화시킨다(32).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염증성 매개물질을 증가시키는 LPS(1 µg/mL)를 첨가하여

nitric oxide의 생성을 유도한 후 느타리버섯 추출물을 1 mg/mL

농도로 처리하여 nitric oxide 생성 억제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즉, LPS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100% nitric oxide 생

성율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노랑느타리(R)에서 68.4±0.3%의 가

장 높은 억제율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흑평(B)이 62.5±0.4%

로 나타냈다. 가장 낮은 활성은 여름(H)으로 3.0±0.8%로 나타나

항염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그 외의 품종 에서도 전반적으로 10-

20% 수준의 저해율을 나타냈다. Nitric oxide 생성저해 능력이 잘

알려진 낙엽송 층버섯(Phellinus pini) 의 경우에는 75%로 노랑느

타리(R) 에 비해 그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요 약

일반 느타리 13품종과 색상 느타리 5품종을 사용하여 아미노

산 및 polyphenol, β-glucan 함량을 분석하고, 생리활성으로 항산

화 및 항암, 항고혈압, 항혈전, 항당뇨, 항염활성을 측정하였다.

느타리버섯 18종의 아미노산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감칠맛을 내

는 glutamic acid 함량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필수아미

노산 성분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Polyphenol 함량에서는 전

품종에서 20 mg% 함량이상을 나타냈으며, 노랑느타리(R)가 39.13

±0.82 mg%로 가장 높았다. β-glucan 함량은 노랑느타리(R)에서

37.67±0.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원형1(C), 장안PK(A)에서

각각 28.75±0.61%, 27.95±0.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여능

에서는 노랑느타리(R) 버섯의 DPPH IC
50
값이 2.93±0.44 mg/mL로

가장 낮아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포

독성 실험에서는 노랑느타리(R) 에탄올 추출물 1% 처리시 신장

암세포에 대해 36.90%의 세포 억제율을 보였다. ACE 저해활성

의 경우 노랑느타리(R) 에탄올 추출물 1%농도에서 60.5±0.2%의

저해율이 측정되었고, 흑평(B) 56.7±1.1%, 여름(H) 52.4±1.3% 수

준으로 나타났다. 항혈전 활성에서는 3%농도에서 흑평(B)과 삼

복(G)을 제외한 나머지 느타리버섯 에탄올 추출물에서 50%이상

의 용해 활성을 보였으며 노랑느타리(R)에서 거의 plasmin과 동

등한 활성을 나타냈다. 항당뇨 활성에서는 노랑느타리(R)의 경우

50.5±0.8%의 비교적 높은 효소저해율이 측정되었고, 항염활성에

서는 노랑느타리(R)에서 68.4±0.3%의 억제율이 측정되었다. 이상

의 결과로 일반 느타리 13 품종과 육종 재배된 색상 느타리 5품

종 중 노랑느타리(R)가 가장 우수한 생리활성을 나타내 향후 기

Fig. 8. Inhibi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Pleurotus

species on nitric oxide production in LPS-activated macrophag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Fig. 6. Fibrinolytic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Pleurotus

speci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Fig. 7. α-amyloglucosidase-inhibi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Pleurotus species.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See Table 2 for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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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소재로의 활용가능성이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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