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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송이버섯 기부의 성분분석 및 면역활성

서승호·박성은·문양선1,2·이유미·나창수·손홍석*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1동신대학교 대학원 대체요법과, 2(유)나우리

Component analysis and immuno-stimulating activity of
Sparassis crispa stipe

Seung-Ho Seo, Seong-Eun Park, Yang-Seon Moon1,2, Yu-Mi Lee,

Chang-Su Na, and Hong-Seok Son*

School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1Department of Alternative Therapy,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

2Nawoori (Ltd.)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mponent and immunoregulatory effects of Sparassis crispa stipe.
Herein, S. crispa was divided into the pileus and stipe to compare their ingredients (β-glucan), antioxidant activity (in vitro),
and the immunoregulatory function (cytokines, leukocytes, and spleen weight). The β-glucan content in each part showed
about 1.8 times higher content in the stipe than that in the pileus. The stipe also showed a higher total phenol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than the pileus. The cytokines TNF-α, IL-2, and IL-10 have adjusted in the S. crispa extract-injected
groups. In addition, the number of leukocytes was also significantly elevated in the rats administered with the S. crispa stipe
extr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ipe of S. crispa has great potential as an ingredient in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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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은 민주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 꽃

송이버섯속(Sparassis)에 속하는 식용식물이며, 주로 5-9월에 침엽

수의 뿌리 근처 줄기나 그루터기에 뭉쳐서 발생하여 7월에 많이

발견된다(1,2). 꽃송이버섯은 다당류가 풍부하고(3), 베타글루칸(β-

glucan) 함량이 건조중량 대비 40% 이상으로 풍부하여(4,5), 면역

활성(6), 항암(6,7), 항염(8), 항비만(9,10), 항균 및 항산화(11)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베타글루

칸은 활성화 된 큰포식세포의 수를 증가시켜 세포 조직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

꽃송이버섯은 다른 버섯과는 달리 현저히 균사의 생장 속도가

느리고 배양 초기 푸른곰팡이의 감염에 취약하며, 복잡한 배양

방법 등의 이유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2,12). 꽃송이버섯은 버섯의 갓 부분에 해당하는 자실체(Pileus)

와 자실체를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부(Stipe)로 구성되어 있

지만 실제 식용으로 활용되는 부위는 자실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꽃송이버섯 기부는 대부분 폐기되거나 사료나 가공품으로 일부

분 사용되고 있다. 기부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품

성, 맛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버섯 재배 시 배지에 사

용하는 톱밥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톱밥은 분쇄기

등 간단한 물리적 처리만으로도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꽃송이버섯의 가격을 고려한다면 사료나 가공품 이외에도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꽃송이버

섯 자실체와 기부의 성분 분석과 면역조절능 검증을 통해 식용

부위로서의 꽃송이버섯 기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꽃송이버섯은 백아산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Hwasun, Korea)

에서 2015년 재배한 것을 생물상태로 구입하여 자실체와 기부로

구분하였다(Fig. 1). 자실체와 기부를 열풍건조(50oC, 10 h)한 후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경계부분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일반 성분 분석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의 일반성분 함량은 AOAC법(13)에

따라 수분, 조회분, 조단백질, 조섬유 및 조지방 함량을 분석하였다.

꽃송이버섯 자실체 및 기부 추출

꽃송이버섯 추출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꽃송이버섯 자

실체와 기부는 60oC에서 12시간 열풍건조(JSOF-150, JSR, Gongju,

Korea) 후 사용하였다. 1차 추출은 건조한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를 각각 7 g씩 350 mL의 증류수에 넣고 고압증기처리(121oC,

60분)하여 추출한 후, 원심분리(1,500 g, 10분, 4oC)하여 상층액과

잔사로 분리하였다. 2차 추출은 1차 추출과정의 잔사에 350 mL

의 증류수를 넣고 1차 추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 후 1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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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과 혼합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추출하여 동결건조한 꽃송이

버섯 자실체 추출물과 기부 추출물은 각각 17.7, 14.6%의 수율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제거능력(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4)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동

결건조한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각 농도(600, 800, 1,000 ppm)별로

희석하여 시료를 제조하였고, 시료 0.5 mL에 증류수 4.5 mL와 폴

린-시오칼토 페놀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5 mL를

넣고 5분간 반응 시킨 뒤 7% 탄산소듐(Na2CO3) 5 mL와 증류수

4 mL를 첨가하였다. 그 후 상온에서 90분간 반응시킨 뒤 UV 분

광광도계(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50 nm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곡선은 갈산(gallic acid)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

디칼 제거능력 측정은 Blois의 방법(15)에 따라 시액 0.4 mL에 0.4

mM DPPH 용액 1.6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다음 52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electron donating ability (%)=100−[(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 측정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의 베타글루칸 함량 측정은 megazyme

kit (mushroom and yeast β-glucan assay procedure kit)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꽃송이버섯 시료 100 mg에 37% HCl 1.5 mL를

넣고 30oC 물중탕에서 45분간 교반한 후, 3차 증류수 10 mL를

가하고 100oC 물중탕에서 다시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위 반응

액을 상온에서 2 N KOH 10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0.2 M 아

세트산소듐 완충용액(sodium acetate buffer, pH 5.0)을 가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정용한 시료는 원심분리(1,500 g, 10분)하

여 상층액을 얻고, 얻은 상층액 0.1 mL에 외부-1,3-베타글루칸가

수분해효소(exo-1,3-β-glucanase) 20 U/mL와 베타글루코시데이스

(β-glucosidase) 4 U/mL 혼합 용액 0.1 mL를 첨가한 후 40oC 물

중탕에서 60분간 반응하였다. 위 반응액에 포도당 산화효소/과산

화효소(glucose oxidase/peroxidase, GOPOD) 시약 3 mL를 넣고

20분간 반응 후 5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글루칸

함량을 구하였다.

알파글루칸(α-glucan) 함량은 시료 100 mg에 2 N KOH 2 mL를

넣고 얼음물중탕에서 20분간 교반하였다. 위 반응액에 1.2 M 아

세트산소듐 완충용액(pH 3.8) 8 mL를 넣고 아밀로글루코시데이

스(amyloglucosidase) 1630 U/mL와 인버테이스(invertase) 500 U/

mL 용액을 0.2 mL 가하여 40oC 물중탕에서 30분간 교반한 후 원

심분리(1,500g, 10분)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위 상등액 0.1 mL에

0.2 M 아세트산소듐 완충용액(pH 5.0) 0.1 mL와 GOPOD 시약 3

mL를 넣고 40oC에서 20분간 반응 후 5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총 글루칸(total glucan)과 알파글루칸의 흡광

도는 표준물질인 포도당(glucose) 용액을 GOPOD 시약과 반응시

킨 반응액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g/100 g 값으로 계산하였다. 베

타글루칸 함량은 총 글루칸 함량에서 알파글루칸 함량을 빼준 값

으로 계산하였다.

실험동물 및 투여량

면역활성 측정을 위한 실험동물은 체중이 약 170-180 g인 Spra-

gue Dawley계의 흰쥐를 항온항습 환경의 사육장(온도 24-26oC,

습도 40-60%)에서 고형사료(Pellet, GMO, Seoul, Korea)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사육하였고, 1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 시

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동물의 면역저하 유발을 위해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Sigma, St. Louis, MO, USA) 분말

을 2 mg/kg의 농도로 투여하였으며, 8일째부터 1일/1회 총 4회 구

강 투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은 정상군(Normal), 메토트렉세이트

면역저하 유발 후 시술을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과 면역저하

유발 후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꽃송이버섯 기부를 구강투여한 군

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꽃송이 버섯의 구강투여는 7일

간 면역저하 유발전, 8일째부터 11일째까지 메토트렉세이트로 유

발하는 기간, 그리고 이후 20일째까지 투여하여 1일에 각 1회씩

총 20회 시행되었다. 약용버섯의 투여 용량에 준하여 꽃송이버섯

의 1일 투여 용량은 60 kg 성인 기준 6 g으로 적용하여 1회 투여

량은 100 mg/kg으로 정하였고, 빨대를 이용하여 투여하였다. 비

장무게는 실험 종료 후 비장을 분리해 측정하였다.

혈액 및 혈청학적 검사

혈액 내의 백혈구(leukocytes) 함량은 채혈한 혈액 약 100 μL를

EDTA-bottle에 넣은 후 곧바로 multi species hematology analyser

(Hemavet 950, Drew Scientific, Waterbury, CT, USA)에 주입하여

백혈구를 측정하였다. 나머지 혈액은 고속원심분리기(VS-6000CFI,

Vision, Daejeon, Korea)에서 1,500g로 20분간 원심 분리를 통해

혈청을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혈청 중 TNF-α, IL-2, IL-10, Ig E 함량 측정

상기 제시된 방법으로 수거한 시료의 TNF-α, IL-2, IL-10, Ig

E를 ELISA kit (R&D System, McKinley Place NE, Minneapo-

lis, MN, USA)를 구입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시한 실험 중 in vitro 실험은 3 반복 실시하였으며, in vivo

실험은 6 반복 실시하였다. 결과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다. 유의성 검증은 SPSS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Duncan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95% 신

뢰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꽃송이버섯의 부위별 일반성분 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의 수분함량은 각각 92.5, 91.9%로

꽃송이버섯의 구성요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회분 함량

은 0.5, 0.3%, 조단백질 함량은 1.5, 0.9%, 조섬유 함량은 2.0,

2.5%로 각각 측정되었다. 꽃송이버섯 일반성분 중 조지방은 자실

체에서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기부에서 0.1%로 미량 측정되었다.

꽃송이버섯 기부는 자실체보다 조단백 함량이 낮고 조섬유 함량

이 비교적 높았으나 일반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측정

되었다.

총 페놀 함량

동결건조한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총 페놀 함량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총

페놀은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출물 농도에 따른 해송이버섯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연구한 Xu 등(16)의 결과와 유사한 경

향으로 버섯을 열수 추출할 경우 효과적으로 페놀 성분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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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부위별 총 페놀 함량은

같은 농도에서 기부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자실체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Hong 등(17)은 국내

에서 생산된 14종 버섯을 전체, 자실체, 기부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대부분 버섯의 자실체 부위는 기부 부위보다 총 페놀함량이

23.7-44.7% 더 함유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14종의 버섯 중 양송이버섯의 총 페놀함량은 기부가

자실체보다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버섯의 성분은 버섯의 품종,

생육배지, 기질 조성, 수확시기, 재배법 등의 다양한 생육인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 중 폴리페놀 함량의

조성은 버섯의 종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9), 꽃

송이버섯의 경우 폴리페놀 성분은 기부에 더 많이 존재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항산화 활성

동결건조한 꽃송이버섯 열수 추출물의 DPPH 라디칼제거능력

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자실

체와 기부의 각 추출물 농도에 따라서는 600 ppm의 자실체 추출

물이 7.3%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기부 추출물이 16.6%로 기부

추출물이 자실체 추출물에 비해 약 2.3배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800 ppm과 1,000 ppm의 실험군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p<0.05). 한편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던 1,000 ppm

추출농도의 기부에서 31.6%의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꽃송이버섯 균사체의 항산화 활성을 연구한 Liang 등(20)은 꽃송

이버섯에서 기인한 폴리페놀 성분들에 의해 활성 산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버섯

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 간에는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7,21), 본 연구결과에서는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에서 적은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활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꽃송이버섯내

의 총 페놀 함량뿐만 아니라 베타글루칸 등 여러 복합적인 성분

의 작용에 의한 차이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새송이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등의

유효성분 중 페놀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은 버섯의 기부보다는 자

실체에서 더 많은 유효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7,22). 하

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꽃송이버섯의 경우 기부의 항산화능

이 자실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의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타글루칸 함량

동결건조한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추출물의 글루칸 함량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시료의 베

타글루칸 함량은 각각 13.3 g/100 g, 23.7 g/100 g으로 꽃송이버섯

기부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자실체의 베타글루칸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Wang 등(23)은 미송톱밥을 이용하여 재배한

꽃송이버섯 베타글루칸 함량 비교의 결과에서 각 시료별 차이는

있지만 부위별로 꽃송이버섯 자실체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22.9-

38.2%, 꽃송이버섯 기부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35.9-59.5%의 함량

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꽃송이버섯 기부의 베타글루

칸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베타글루칸 함

량이 Wang 등(23)의 베타글루칸 함량에 비해서 낮은 함량을 보

인 것은 꽃송이버섯 원료 및 추출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Kofuji 등(24)은 베타글루칸이 산화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

Fig. 1. Mushroom structure and component of Sparassis crispa.
Mean±SD (n=3).

Table 1. β-glucan contents of S. crispa pileus and S. crispa stipe

Analyte (g/100 g) S. crispa pileus S. crispa stipe

Total glucan 17.4±0.981) 28.2±1.42

α-glucan 4.1±1.19 04.5±1.57

β-glucan 13.3±0.710 23.7±1.64

1)Mean±SD (n=3).

Fig. 2. Total phenol content (A)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B) of S. crispa plieus and S. crispa stipe. Mean±SD (n=3).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concentratio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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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합체들(젤라틴, 펙틴, 키토산, 검 등)보다 같은 농도에서 높

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Wu 등(25)은 귀리내

의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사이의 분자 상호 작용의 영향으로 인

해 효과적으로 항산화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기부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자실체보다 높은 결과(Fig

2B)는 베타글루칸 함량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

은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총 페놀함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꽃송이버섯은 면역 활성 및 이를 통한 항암 효

과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베타글루칸이 큰포식세포

의 면역 활성을 촉진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27).

특히 꽃송이버섯은 타 버섯류에 비해 다량의 베타글루칸을 함유

하고 있어 기능성 식품과 제약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28,29). 생물로의 가식부위 및 꽃송이버섯을 사

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부위는 대부분 자

실체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 꽃송이버섯 기부의 항산화

활성 및 베타글루칸 함량은 자실체와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꽃송이버섯 기부의 활용 가능성

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혈청 내 사이토카인 함량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추출물이 메토트렉세이트 면역저하

유발 쥐에서 사이토카인(cytokine)과 IgE에 미치는 효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자실체 추출물과 기부 추출물이 TNF-

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은 11.2±0.31 pg/mL,

대조군은 13.6±0.38 pg/mL로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유의한 증

가를 나타내었다(Fig. 3A). 꽃송이버섯 부위별 추출물을 투여하였

을 때의 TNF-α 함량은 자실체 추출물이 12.2±0.44 pg/mL, 기부

추출물이 11.9±0.51 pg/mL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NF-α는 T 림프구의 활성과 성장을 조절하여 직접적으로 항암

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TNF-α, 산화질소(II) (nitric oxide)를

LPS 수준 이상으로 다량 분비하여 면역 저하 및 염증을 악화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30,31). 따라서 면역저하 및 염증

을 유발했을 때 TNF-α의 함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증상 완

화를 위해서는 TNF-α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32), 꽃

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추출물은 추출 부위에 관계없이 면역저

하 유발에 따른 TNF-α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매개가 되는 IgE (immunoglobulin E)는 알

레르기성 질환을 가지는 환자에게서 혈청 내 높은 함량을 보이

는 면역글로불린이다. 이것이 IgE 수용체인 Fcε 수용체와 결합

하여 비만세포 표면의 IgE가 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

비되고 알레르기성 초기 반응을 일으킨다(33). 본 실험결과 정상

군은 0.5±0.02 pg/mL, 대조군은 0.7±0.09 pg/mL로 정상군에 비하

여 대조군의 IgE 함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꽃송이버섯 자실

체와 기부를 처리한 실험군의 IgE 함량은 감소의 경향을 보였지

만 두 실험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3B).

꽃송이버섯 추출물 투여에 따른 IL-2의 함량은 정상군이 22.3±

1.77 pg/mL, 대조군은 37.3±1.57 pg/mL로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

군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지만 꽃송이버섯 자실체 추출물과 기부

추출물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는

데, 이는 정상군의 IL-2 함량과 유사하였다(Fig. 3C). IL-10은

TNF-α와 달리 T세포와 큰포식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세포

의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큰포식세포의 항원 제시 기능을 억제하

는 기능을 한다(34). 실험결과 정상군은 48.1±1.08 pg/mL, 대조군

은 38.8±1.46 pg/mL로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대조군과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간의 비교

에서는 자실체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부의 경우 유

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1.3-베타글루칸은 TNF-

α, IFN-γ 등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는 비장 세포를 자극하

는 역할을 하며,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백혈구와 관련된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6). 특히 기존에

면역 활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했던 꽃송이버섯 기부의 면역 활

Fig. 3. Effect of S. crispa plieus and S. crispa stipe extract treatments on TNF-α (A), lgE (B), IL-2 (C), and IL-10 (D) in methotrexate-

induced immunosuppressed rats. Mean±SD (n=6).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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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도 꽃송이버섯 자실체의 면역 활성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내 백혈구 함량

꽃송이버섯의 부위별 추출물이 혈액 내의 백혈구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의 경우 정상군이 5.1±08 K/μL였고, 대조군이 2.9±0.64 K/

μL로 대조군의 백혈구 함량이 급격히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꽃송이버섯 추출물 경구 투여에 따른 변화는 꽃송이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경우 3.5±0.48 K/μL로 변화가 없었으나, 꽃송이

버섯 기부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실험군의 경우 5.6±0.59 K/μL

로 정상군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중성구(neutrophil)와 림프구

(lymphocyte)의 함량에서도 꽃송이버섯 기부 추출물을 경구 투여

한 실험군이 대조군과 꽃송이버섯 자실체 추출물 실험군에 대비

하여 높은 함량을 보였다. 꽃송이버섯 내의 1.3-베타글루칸과 마

우스의 백혈구간의 관계를 연구한 Harada 등(36)의 연구에 따르

면 꽃송이버섯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1.3-베타글루칸은 마우스의

조혈 작용을 강화시켜 대조군에 비해 백혈구를 빠르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메

토트렉세이트에 의해 면역이 저하된 rat에 꽃송이버섯 기부 추출

물을 투여한 효과와 일치하였다.

비장 무게 변화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 추출물 투여에 따른 rat의 비장 무

게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정상군이 0.8±0.02 g,

대조군이 0.6±0.02 g으로 약 25%의 감소를 보였다. 꽃송이버섯

추출물 투여에 따른 비장 무게 변화는 꽃송이버섯 자실체 추출

물과 기부 추출물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

히 꽃송이버섯 기부 추출물을 투여 받은 쥐는 정상군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비장은 생체 내 면역기능 측정 기

준으로 인지되는 기관인데, 이러한 비장 무게의 변화는 부분적으

로 림프구의 생성 차이를 보여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7-39). Harada 등(36)의 연구에 따르면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을 마우스에 투여하였을 때 간, 비장 및 자연 살해 세

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꽃송이버섯 가식부로 활용되지 않는 기부의 항산화 활성 및 베

타글루칸 함량은 자실체보다 더 높았으며, 면역 저하에 따른 사

이토카인 분비, 백혈구 조혈 작용 등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

타내었다. 따라서 비활용 부위인 꽃송이버섯의 기부의 활용 가능

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꽃송이버섯 자실체와 기부의 항산화 활성, 베타

글루칸 함량 및 면역 활성을 비교하였다. DPPH 라디컬제거능 실

험결과 꽃송이버섯 기부의 항산화 활성이 자실체에 비해 약 2.3

배 높은 활성을 보였다. 건조 중량 기준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베

타글루칸 함량 또한 기부가 23.7 g/100 g로 자실체의 함량 13.8

g/100 g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면역 저하에 대

한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투여는 TNF-α, IL-2, IL-10, IgE 함량에

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자실체와 기부의 효과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액 내의 백혈구 함량 및 비장의 무게는

꽃송이버섯 자실체보다 꽃송이버섯 기부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실험군에서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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