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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12종의 야생 버섯에 대한 항산화, 미백 그리고 염증억제 효능을 

조사하였다. 항산화 효능은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를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측

정하였으며, 미백 효능 검정을 위하여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항염 효능 검정을 위하여 ni-

tric oxide (NO) 생성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DPPH 소거 활성(FSC50)에서는 참나무 잔나비버섯 추

출물(74.8 µg/mL), 서어나무 잔나비버섯 추출물(182.6 µg/mL)이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 활성(IC50)에서는 참나무 잔나비버섯 추출물(346.8 µg/mL)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이는 비교 

대조군으로 사용한 Arbutin (421.6 µg/mL)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염증 억제 효능 관련 NO 생성 저해율을 

측정한 결과, 100 µg/mL 처리 시 참나무 잔나비버섯과 때죽나무 잔나비버섯에서 각각 74.1%, 62.9%의 억제활

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들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저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참나무 잔나비버섯, 서어나무 잔나비버섯, 때죽나무 잔나비버섯에서 화장품 효능 원료

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whitening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12 species of wild 

mushrooms in Jeju Island. Their anti-oxidative effects were measured by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were determined for the whitening effect. In 

addition, inhibitory activities of NO production for anti-inflammation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Elfvingia applanata 

extract and Fomitopsidaceae sp. extracts showed higher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SC50; 74.8 µg/mL, 182.6 

µg/mL respectively) than other extracts. Elfvingia applanata extract (IC50; 346.8 µg/mL) showed higher activity than 

the Arbutin (IC50; 421.6 µg/mL) on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Elfvingia applanata extract and Daedaleopsis styracina 

extract showe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74.1% and 62.9% respectively, at the concentration of 100 µg/mL. 

Furthermore, the extracts inhibited NO produc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conclusion, we evaluated the bio-

logical activities of 12 species of wild mushrooms in Jeju Island, Elfvingia applanata, Fomitopsidaceae sp. and 

Daedaleopsis styracina could have the functional effects as a cosmetic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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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소는 호기성 생물의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

하지만, 화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반응성이 큰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으로 전환되면, 노화

는 물론 암을 비롯하여 피부질환, 염증, 자기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DPPH는 안정한 유리기로 cysteine, glutathione과 같은 

황 함유 아미노산과 ascorbic acid 등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므로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

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2].

Tyrosinase는 polyphenol oxidase의 일종이며 구리를 

함유하는 효소로서 색소세포에서 tyrosine을 3,4-dihy-

droxyphenylalanine (DOPA)로 변환하고 효소적 산화반

응에 의해 단계적으로 멜라닌(melanin)을 생합성한다. 

이와 같이 tyrosinase는 멜라닌 중합체를 생성하는 key 

enzyme으로서, 세포 내 색소세포에서 활성화되어 멜라

닌이 과잉 생성되면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색소침

착이 일어나 피부노화 및 손상을 초래하므로 tyrosinase 

활성억제 실험은 미백원료 개발의 screening 단계에서 

필수적이다[3].

Nitric oxide (NO)는 활성산소(ROS)의 일종으로 혈관

확장, 신경전달, 세포독성, 세포보호 등의 역할을 포함

한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병리학적 조절작용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식세포에서 lip-

opolysaccharide (LPS)나 cytokine 등과 같은 자극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NO는 항균, 항암작용을 조절하는 물질로 

작용하며, 과도하게 생성되었을 경우 염증질환, 돌연

변이 발생, 발암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버섯은 담자균강과 일부의 자낭균강에 속하는 종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이 풍부

하여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고대로부터 식용 혹은 약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5]. 식용 및 약용으로 

섭취하고 있는 버섯의 자실체 부분은 독특한 향과 질

감을 가지고 있으며, 베타글루칸, 에르고티오네인, 에

리타데닌, 레티나신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7]. 또한, 식용 및 약

용 버섯의 항균[8], 항산화 및 항암 효과[9-10] 등이 보

고되어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는 등 그 이용범

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오름(작은화산체)

과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곶자왈 등을 비

롯해 다습한 기후, 상록활엽수림, 목장지대 등이 분포

해 버섯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11]. 이와 

더불어 제주 버섯 분포는 국내 최고라 보고되고 있으

나 관련 응용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야생 버섯으로부터 항산화, 미백 및 

염증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우수자원을 발굴하여 화장

품 원료 개발을 수행하고, 제주 야생 버섯을 새로운 천연

물 유래 생리활성 물질로 활용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재료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L-tyrosine은 Sigma Chemical C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 각종 용매는 시판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Tyrosinase (1000 units/mg solid), 

L-ascorbic acid, arbutin, sodium nitrate (NaNO2)는 Sigma 

Chemical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실험에 사용된 Fetal bovine serum (FBS),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은 Gib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Lipopolysaccharide (LPS, E. coli 

serotype 0111:B4), griess 시약(1%(w/v) sulfanilamide, 

0.1%(w/v) naphylethylenediamine in 2.5%(v/v) phosphoric 

acid), MTT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2H- 

tetrazolium bromide), dimethyl sulfoxide (DMSO)은 Sigma 

Chemical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제주 야생 버섯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제주 야생 버섯은 한라산 300 ~ 

1100 m 고지사이에서 자생하는 야생 버섯으로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통해 얻었으며, 1차 스크리닝을 

통하여 12종을 선별하였다. 채취 후 건조된 버섯을 

70% 에탄올 용매(덕산 약품공업, Korea) 1000 mL에 침

지하여 상온에서 추출하였으며, 에탄올로 추출한 물질

은 여과지(Advantec Toyo, No. 2, Japan)로 여과한 다음 

40 ~ 45 ℃에서 회전감압농축기 (Heidolph Co., L-4003, 

Germany)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 후, 에탄올 추출물을 

얻어 실험에 이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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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시료에 대한 free radical의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항산화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시료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측정은 Blois 방법에 의한 DPPH free radical 소

거법에 따라 측정하였다[12]. 준비된 각 농도별 시료

를, 96 well plate에 100 µL씩 분주 하고, 메탄올에 녹인 

0.4 mM DPPH를 동량 첨가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30 

min 간 방치한 후, ELISA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

다. 그 활성의 크기는 DPPH의 농도가 50% 감소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SC50, µg/mL)로서 표기하였다. 각 시료별로 3회 반복 

실험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2.4.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는 L-Tyrosine으로부터 멜라닌 생성과정에

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핵심효소이

다. 따라서 tyrosinase의 활성 저해 분석은 미백활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용액을 혼합한 후 

37 ℃에서 10 min동안 항온 배양하였다[13].

L-tyrosine (0.3 mg/mL) : 1.0 mL

Potassium phosphate buffer (0.1 M, pH 6.8) : 1.9 mL

Test solution (sample extract) : 0.1 mL

0.1 mL Tyrosinase 용액(1,250 units/mL)을 반응혼합

물에 가하고 37 ℃에서 10 min 동안 항온 배양한 다음, 

반응혼합물을 얼음 수조에 넣어 반응을 종결시키고,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를 첨가하

지 않은 군을 공시험 군으로 하여 효소활성 저해를 계

산하였다. 활성의 크기는 0.1 mL tyrosinase (1,250 

units/mL)의 활성을 50%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IC50, µg/mL)로 표기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ar-

butin을 사용하였다.

2.5. 세포활성평가

2.5.1. 세포배양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으로부터 분양받

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10%의 FBS (Gibco)와 1% anti-

biotic-antimycotic (Gibco)이 첨가된 DMEM (Gibco)를 사

용하여 37 ℃,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으며, 2 

~ 3일 간격으로 계대배양을 시행하였다.

2.5.2. NO 생성 억제

48 well plate에 1.8 × 105 cells/mL의 Raw 264.7 세포를 

분주하여 18 h 동안 배양하였다. 염증 반응 유도 인자

인 lipopolysaccharide (LPS)를 1 µg/mL의 농도로 처리

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 h 동안 배양하였다. 

생성된 NO의 양은 griess 시약(1%(w/v) sulfanilamide, 

0.1%(w/v) naphylethylenediamine in 2.5%(v/v) phosphoric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1 주름버섯 Agaricus campestris 

2 무당버섯 Russula emetica (Schaeff.) Pers

3 갓버섯 Macrolepiota procera

4 관음흰우단버섯 Leucopaxillus septentrionalis

5 말불버섯 Lycoperdon perlatum

6 참나무잔나비버섯 Elfvingia applanata

7 때죽나무잔나비버섯 Daedaleopsis styracina 

8 붉은덕다리버섯 (A) Laetiporus sulphureus (A)

9 구실잣밤나무잔나비버섯 Fomitopsidaceae sp. (Castanopsis cuspidata)

10 소나무잔나비버섯 Fomitopsis pinicola

11 서어나무잔나비버섯 Fomitopsidaceae sp. (Carpinus laxiflora)

12 붉은덕다리버섯 (B) Laetiporus sulphureus (B)

Table 1. Mushroom Extracts used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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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을 이용하여 세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 측정하였다[14]. 세포 배양 상등액 100 μL와 

griess 시약 100 µL를 혼합하여 1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성된 NO의 양

은 sodium nitrite (NaNO2)를 standard로 비교하였다.

2.5.3. 세포독성평가(MTT assay)

세포독성은 3-(4,5-dimethythazo-2-yl)-2,5-dipheny-tetra-

No. Name
DPPH

FSC50 (µg/mL)

1 Agaricus campestris 443.6 

2 Russula emetica (Schaeff.) Pers >1,000

3 Macrolepiota procera 349.7 

4 Leucopaxillus septentrionalis 484.4 

5 Lycoperdon perlatum 425.6 

6 Elfvingia applanata 74.8 

7 Daedaleopsis styracina >1,000

8 Laetiporus sulphureus (A) 421.2 

9 Fomitopsidaceae sp. (Castanopsis cuspidata) 392.7 

10 Fomitopsis pinicola 373.6 

11 Fomitopsidaceae sp. (Carpinus laxiflora) 182.6 

12 Laetiporus sulphureus (B) 365.7 

Standard L-Ascorbic  acid 1.5 

Table 2.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12 Jeju wild Mushroom Extracts

No. Name
Tyrosinase inhibition

IC50 (µg/mL)

1 Agaricus campestris >1,000

2 Russula emetica (Schaeff.) Pers >1,000

3 Macrolepiota procera >1,000

4 Leucopaxillus septentrionalis >1,000

5 Lycoperdon perlatum >1,000

6 Elfvingia applanata 346.8 

7 Daedaleopsis styracina >1,000

8 Laetiporus sulphureus (A) >1,000

9 Fomitopsidaceae sp. (Castanopsis cuspidata) >1,000

10 Fomitopsis pinicola >1,000

11 Fomitopsidaceae sp. (Carpinus laxiflora) >1,000

12 Laetiporus sulphureus (B) >1,000

Standard Arbutin 421.6 

Table 3.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12 Jeju wild Mushroom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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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ium bromide (MTT)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15]. 96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를 1.0 × 105 cells/mL로 분주하여 

18 h 동안 전 배양하였다. LPS (1 µg/mL)와 농도별로 희

석한 시료(1 µg/mL)를 동시처리한 후 24 h 동안 배양하

였다. 배양이 끝난 후 MTT용액(2 mg/mL)을 각 well에 

0.5 mg/mL 농도로 처리하여 4 h 동안 배양한 후, 배양

액을 제거한 다음 dimethyl sulfoxide (DMSO) 용액 500 

µL를 넣고, 10 min 동안 흔들어 준 후 ELISA reader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 중 DPPH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실제 항산화 활성과 연관성이 높은 방법으로, 인체 내

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다[16]. 본 실험에서 연구한 제주 

야생 버섯 12종의 프리 라디칼 소거 활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프리 라디칼 소거 활성(FSC50)은 참나무 잔

나비버섯 추출물, 서어나무 잔나비버섯 추출물, 갓버

섯 추출물, 덕다리버섯 추출물, 소나무 잔나비버섯 추

출물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효능을 나타낸 것은 참나

무 잔나비버섯 추출물(FSC50: 74.8 µg/mL)이었다.

3.2.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는 L-tyrosine의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이러한 tyrosinase 효소의 저해물질은 기미, 주

근깨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미백제로도 활용이 가능

하다[17]. 본 실험에서 연구한 제주 야생 버섯 12종의 

tyrosinase 저해 활성(IC50)은 Table 3과 같다. 이들 12종의 

제주 야생 버섯 추출물 중 참나무 잔나비버섯 추출물

(346.8 µg/mL)이 tyrosinase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비교 대조군으로 사용한 Arbutin (421.6 µg/mL)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효능을 나타낸 참나무 잔나비버섯 추

출물에 대하여 다양한 농도로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

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ure 1).

3.3. NO 생성 억제

일반적인 NO의 생성은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종양을 

제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염증상태에서 

iNOS에 의해 생성되는 과량의 NO는 혈관 투과성, 부종 

등의 염증반응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매개체의 

생합성을 촉진하여 염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Name
NO inhibition (%) Cell viability (%)

50 µg/mL 100 µg/mL 50 µg/mL 100 µg/mL

Agaricus campestris 22.4 ± 0.9 35.1 ± 1.4 101.3 100.3 

Russula emetica (Schaeff.) Pers 27.87 ± 0.5 35.63 ± 0.5 103.4 99.5 

Macrolepiota procera 33.05 ± 1.5 45.11 ± 2.4 100.0 94.2 

Leucopaxillus septentrionalis1) N.D.2) N.D. 10.3 N.D.

Lycoperdon perlatum 21.8 ± 1.6 30.2 ± 1.9 118.0 103.3 

Elfvingia applanata 54.0 ± 0.1 74.1 ± 1.5 105.2 101.7 

Daedaleopsis styracina 52.3 ± 1.4 62.9 ± 0.7 107.7 106.3 

Laetiporus sulphureus (A) 29.6 ± 0.8 35.9 ± 1.2 105.2 110.5 

Fomitopsidaceae sp. (Castanopsis cuspidata) 33.1 ± 1.7 42.2 ± 0.7 115.7 129.1 

Fomitopsis pinicola 35.1 ± 2.4 43.7 ± 3.1 101.6 97.7 

Fomitopsidaceae sp. (Carpinus laxiflora) 36.2 ± 2.9 44.5 ± 1.0 113.7 113.4 

Laetiporus sulphureus (B) 29.6 ± 1.8 37.3 ± 0.4 113.8 138.2 
1) cytotoxicity
2) not detected

Table 4. Inhibitory Effects of 12 Jeju wild Mushroom Extracts on NO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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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8-19]. 제주 야생 버섯 추출물이 염증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AW 264.7 세포에 

LPS로 자극을 주고, NO 생성량을 griess 시약을 이용

하여 세포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 측정하

였다. 그 결과, LPS 처리에 의하여 과량의 NO ( > 25 

µM)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data not 

shown), 버섯 추출물 100 µg/mL 농도처리시 참나무 잔

나비버섯 추출물(74.1%)과 때죽나무 잔나비버섯 추출

물(62.9%)에서 높은 NO 생성 억제활성을 나타냄을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4).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던 

참나무 잔나비버섯과 때죽나무 잔나비버섯을 농도별

로 처리하고 LPS에 의해 생성되는 NO 생성 억제율을 

알아본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세포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2).

잔나비버섯(Fomitopsidaceae sp.)은 활엽수의 살아있

는 나무 또는 죽은 나무에 연중 무휴 무리지어 나는 다

년생 목재부후균이다. 숙주가 되는 나무의 종류에 따

라 이름이 지어지며, 식용버섯으로는 상황버섯, 구름

버섯과 함께 높은 항암효과가 있는 것들이 알려져 있

다[20]. 현재 서어나무 잔나비버섯에 대한 생리활성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참나무 잔나비버섯은 항암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항산화 및 NO 생성 억제효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때죽나무 잔나비버섯은 죽은 때죽나무 고

목에 붙어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동백나무 

조개버섯이라고도 한다. 현재 관찰 보고된 바가 없어 

알려진 바 없는 버섯 종의 하나로 향후 NO 생성 억제 

활성 및 항산화 활성 등에 대한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 야생 버섯을 새로운 화장품 소

재로 활용하고자 제주 야생 버섯 12종을 이용하여 항

산화, 미백, 항염활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새

로운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물질로 활용 가능한 야생 

버섯 추출물을 확보하였다. 야생 버섯 추출물 중 항산

화 활성에서는 참나무 잔나비버섯, 서어나무 잔나비버

섯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미백 활성에서는 참나

Figure 1. Inhibitory effects of Elfvingia applanata extract on 

tyrosinase activity. (a)

(b)

Figure 2. Inhibitory effects of Elfvingia applanata extract and 

Daedaleopsis styracina extract on NO production.

(a) Elfvingia applanata extract

(b) Daedaleopsis styracin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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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잔나비버섯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고, 항염 활성에서는 참나무 잔나비버섯과 때죽나무 

잔나비버섯이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중 참나무 

잔나비버섯은 항산화와 염증억제에서 농도 의존적인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미백평가에서도 양성대조군

인 arbutin과 비교하여 더 높은 tyrosinase 억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화장품 

효능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용 자료로서의 역할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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