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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운지버섯 자실체의 열수추출물(HE)과 메탄올 추출물(ME)의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과 일부 생리
활성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에 조사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0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는 HE의 총 polyphenol 
함량(129.60  mg/dl)은 ME함량(43.80 mg/dl)보다 85,8 mg/dl가 더 높았으며, 열수에서 추출이 더 높았다. HE의 총 flavonoid 
함량(30.50 mg/dl)은 ME함량(20.90 mg/dl)보다 9.5 mg/dl가 더 높았다. DPPH의소거활성은 HE 1 mg/ml에 비해서 3 mg/ml에
서는 41.03%가, ME 1 mg/ml에 비해서 3 mg/ml에서는  16.36%로 더 높았으며,  Tyrosinase 해활성은 HE 1 mg/ml에 비해서 
3 mg/ml에서는 8.29%, ME 3 mg/ml에서는 10.32%가 더 높았고, Elastase 해활성은 HE 1 mg/ml에 비해서 3 mg/ml에서는 
3.12%가, ME에서는 21.53%가 더 높았다. Collagenase 해활성은 HE 1 mg/ml에 비해서 3 mg/ml에서는 5.44%가, ME에서는 
4.07%로 더 높았다.  상기 효소활성은 모두 추출액농도증가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하 다. 결론 으로 상기의 두 종류의 

추출물은 항산화  생리활성기능을 나타내어 피부의 주름의 완화제로서 유용하다고 단되었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in the hot water extract (HE) and methanol 
extract (ME) of the Coriolus versicolor fruiting body and their partial bioactivities were investigated from March, 
2015 to February, 2016.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software used was SPSS 2.0.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in the HE (129.60 mg/dl) was 85,8 mg/dl higher than that in the ME (43.80 mg/dl). The 
total flavonoid content in the HE (30.50 mg/dl) was 9.5 mg/dl higher than that in the ME (20.90 mg/dl). The DPPH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HE and ME at a concentration of 3 mg/ml were 41.03% and 16.36% higher than those 
at a concentration of 1 mg/ml.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HE and ME at a concentration of 3 mg/ml 
were 8.29% and 10.32% higher than those at a concentration of 1 mg/ml. The elastase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HE and ME at a concentration of 3 mg/ml were 3.12% and 21.53% higher than those at a concentration of 1 mg/ml. 
The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HE and ME at a concentration of 3 mg/ml were 5.44% and 4.07% higher 
than those at a concentration of 1 mg/ml. In conclusion, these two kinds of extracts are judged to be useful as skin 
wrinkle relaxants, due to their anti-oxidative and bioactive functions.

Keywords : Coriolus versicolor fruit body, polyphenol, flavonoid, tyrosinase, elastase, collagenas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는 천연물을 이용한 피부와 주름등 건강에 

한 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시 가 되었다. 한 사람

들의 삶 한 이 보다 더욱 다양화, 개성화 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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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미에 한 욕구도 함께 증가되었고, 고운 피부와 동
안 피부에 한 심이 피부미용 분야의 지속 이고도 

놀라운 발 을 가져오게 하 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
이 자연친화 인 소재에 을 돌리 게 되었고 특히 천연

물 소재에 항산화[1], 항염[2], 항균[3], 항암[4, 5], 항노
화  면역증강의 효과[6, 7]에 기능성 화장품의 출 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성 천연원료 등에 있어 그 
원료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8, 9, 10, 11, 12]. 
특히 버섯류 에 운지버섯(일명 구름버섯, Coriolus 

versicolor)은 담자균류의 민주름버섯목 구명장이 버섯
과에 속하고, 부터 가을에 걸쳐 활엽수의 썩은 기나 
가지에 군생하며,  세계 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생육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채취가 가능하며, 오
랫동안 민간요법에 사용되어온 약용버섯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약 1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운지버섯의 자실체의 성분으로는 수분 5.62%, 단
백질 4.20%, 탄수화물 65.09%, 섬유질 23.24%, 회분 
6.37%, 지방질 1.10%를 함유하고 있고, 핵산, 아미노산, 
다당류, 스테로이드 등이 보고되어 있다[14]. 한 다당

체의 화학성분은 다당체 42.2%, 단백질 10.5%이고, 다
당류는 항암작용, 항바이러스, 항 박테리아와 항종양효
과, 항응고 작용 등의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 16, 17, 18]. 
이외에도 지 까지 운지버섯에 한 연구는 균사체 

추출물에 한 항암성분과 함암효과[16, 19], 운지버섯 
배양액의 지질 사에 미치는 향, 항산화, 항암활성  
장내세균의 생육에 미치는 향[20, 21, 22] 등에 한 
연구가 일부 되어져 있을 뿐, 운지버섯 자실체에 한 생
리활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버섯 등의 기능성 소재를 탐색하여 화장품등의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지버섯 자실체

를 상으로 열수(hot water)와 메탄올로 추출하여 활성
을 연구하는 것이 목 이었으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추출물들의 polyphenol의 함량을 조사한다. 
2) 추출물들의 flavonoid의 함량을 조사한다.
2) 항산화 활성조사로 DPPH의 소거기능 조사한다. 
3) 생리활성을 연구로는 Tyrosinase, Elastase, Collagenase
의 해활성을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및 연구기간

운지버섯 자실체(Coriolus versicolor fruit body)는 
2015년 에 야산에서 버섯채집 문가가 채집한 것을 
받아 사용하 다. 연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
월까지 수행하 다.

2.2 시료의 추출과 제조 

운지버섯 자실체는 건조한 후, 분쇄기로 쇄 하 으

며, 열수 추출은 분말 5.0 g를 증류수 50 ml에 넣고 10
0℃에서 1시간 진탕하여 추출하 다. 메탄올 추출도 
100%메탄올 50 ml에 분말 5.0 g를 넣고, 30  간격으로 

30분 간 음  처리하여 추출하 으며, 각각 2회 추출
하 다. 추출물은 원심분리(7,000 rpm, 30 min, 4℃)하
여 상등 액을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한 후, 열
수 추출물은 –70℃에서 동결 후 동결건조기(Il-Shin 
Bio Base, SD5508, Korea)에서 동결 건조하 고, 메탄
올 추출물은 회  감압농축기(Eyela Co. N-N, Japan)와 
40℃ 항온수조(Eyela Co. SB-651, Japan)로 감압농축 
한 후 시료로 사용하 다. 한 유리아미노산 분석을 
해서는 시료 1.0 g에 30 ml의 열수와 메탄올을 각각 가
하고, 30분간 음 기(Newtown, C.T., U.S.A)로 처리
하여 2회 추출 하 고, 5,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 액을 농축하 다. 상등 액은 각 시료의 분석용 
sample dilution buffer(pH 2.2) 2.0 ml에 용해한 후, 여
과지(0.25 ㎛)로 여과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2.3 추출물의 조성과 함량 분석

운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총 polyphenol과 총 flavonoid 
함량을 분석하 다.

2.3.1 총 polyphenol 함량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 측정은 Fortin- Coachlet's 
발색법[23]으로 측정 하 다. 먼  각각의 추출물 0.5 ml
에 2% Na2CO3 5.0 ml을 넣고, 충분히 혼합한 후 2분간 
실온에 방치하 다. 다음 50% Fortin-Coachlet's reagent 
0.5 ml을 넣고 다시 30분간 방치한 후, 분 분서기

(Shimadzu Co., UV-1601 Spectrophotometer,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 표
곡선 작성은 catechol (Sigma-Eldritch Co. St. Louis,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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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사용하 고, polyphenol 함량은 catechol(mg/dl) 
양으로 환산 하 다.

2.3.2 총 flavonoid 함량

추출물의 총 flavonoid 함량은 측정은 Lee et al., [24]
와 [25]를 수정해서 사용하 다. 먼  추출물 0.1 ml에 
diethylenglycol 1 ml을 가하여 잘 혼합 한 다음, 여기에 
1 N NaOH(w/v) 0.1 ml을 넣고, 잘 혼합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분 분서기 (Shimadzu Co. 
UV-1601 Spectrophotometer, Japan)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이때 blank는 시료용액 
신 각각의 추출 용매로 하 다. 표 곡선 작성은 rutin
을 사용하 으며, 총 flavonoid 함량은 rutin mg/dl 양으
로 환산 하 다.

2.4 생리활성 평가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일부 생리

활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 다.
 
2.4.1 1,1-diphenyl-2-piscary handrail(DPPH)

에 의한 전자공여능 측정

운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에서 DPPH (Sigma- Eldritch, 
St. Louis, MO, USA) 의 측정은 방법은 Kim et al.,[26]
과 Lee et al.,.[27]을 이용하 다. 각각의 시료 100 μl(최
종농도 0.3, 0.5, 1 mg/ml)에 100 mm Tris-Hal(pH 7.4) 
400 μl을 잘 혼합한 후, 500 μM DPPH용액
(1,1-diphenyl- 2-piscary handrail, 0.04929 g /250 ml 
methanol)용액 500 μl을 넣고 잘 혼합하 다. 반응물은 
실온에서 20분간 방치 한 다음 분 분서기(Șhimadzu 
Co., UV-1601 Spectrophotometer, Japan)를 이용하여 
517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 blank는 시료용
액 신 순수한 각각의 추출용매를 사용하 으며, 양성 
조구로는 BHA(butyrate hydroxy anisole 1.0 mg + 

100% methanol 100 ml)과 BHA(butyrate hydroxy 
toluene 1.0 mg + 100% methanol 100 ml)를 사용하여 
비교하 다. 자공여효과는 시료 첨가구와 첨가하지 않
은 경우의 흡 도를 다음 공식에 따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26]. Electron donating ability (%) = (1 – A / B) 
× 100. A는 sample의 흡 도이고, 그리고 B는 blank의 
absorbance이다.

2.4.2 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 해 활성은 측정[28]은 먼  35℃ 수조

에서 온도를 미리 조정한 0.175 M phosphate buffer(pH 
6.8) 0.2 ml, 5 mm L-DOPA 용액 0.2 ml  추출시료 

용액을 각각 최종농도 1, 2, 3 mg/ml의 혼합액에 운지버
섯 tyrosinase(110 units/ml, Sigma. Co.) 0.1 ml을 첨가
하여 35℃에서 2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분 분석기

(Shimadzu Co., UT-1601 Spectrophotometer, Japan)를 
이용하여 475 ㎚에서 흡 도를 측정한 값(Saba)과 신
에 증류수 0.1 ml을 첨가하여 흡 도를 측정한 값(Babs), 
추출시료 용액 신에 증류수 0.5 ml을 첨가하여 흡 도

를 측정한 값(Cabs)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28]. 

Inhibitory effect (%) = {1 - (Saba - Babs) / Cabs} × 100

2.4.3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Elastase 해활성 측정은 James et al.,[29]의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먼  각각의 농도별 시료를 0.2M 
Tris-HCl buffer(pH 8.0)로 희석 배수에 따라 희석하고, 
0.8 M N-succinyl- (Ala)3-p-nationalities 20 μl을 첨가하
다. 이것을 25℃에서 10분간 방치하고, 1.0 μg/ml의 

porcine pancreatic elastase(Sigma Co.)를 20 μl씩 첨가
하 다. 반응 혼합물은 다시 37℃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4℃에서 침 으로 반응을 정지 시키고, Microphyte 
reader(VERSA max microphyte reader, USA)를 이용하
여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으로는 시

료 신 증류수를 가해 효소의 활성을 측정 하 으며, 
한 비교 조군으로는 ursolic acid(0.1 mg/ml)를 사용하
다. Elastase 해활성 (%) = {1-(S-B)/C} x 100. S는 
효소액  시료용액 첨가 흡 도, B는 효소액 신 

buffer 첨가 흡 도, C는 시료용액 신 buffer 첨가 흡
도 측정치이다. 

2.4.4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ase 해활성은 Wunsch & Heindrich [30]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먼  각각의 농도별 시료

에 0.1 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

가한 용액에 4-phenyl- azobenzyloxycarbonyl-Pro-Leu- 
D-Arg(0.3 mg/ml)를 녹인 기질액 250 μl를 첨가하고, 여
기에 collagenase (0.2 mg/ml) 150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 
20분간 방치 후, 6% citric acid 500 μl를 넣어 반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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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킨 후, ethyl acetate 1,500 μl을 첨가하여 분 분석

기(Shimadzu Co., UV-1601 Spectrophotometer, Japan)
로 320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collagenase 해 
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 첨가구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해율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collagenase 
해 활성 (%) = {1-(S-B)/C} x 100. S는 효소액  시
료용액 첨가 흡 도, B는 효소액 신 buffer 첨가 흡
도, C는 시료용액 신 buffer 첨가 흡 도 측정치이다. 

2.5 통계분석

각각의 실험은 실험에 따라 3회 실시하 으며, 실험 
결과는 각 항목에 따라 평균치 ± 표 편차를 구하 고, 
사후 검증으로는 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20.0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고, 통계  유의 수 은 p<.05 수 에서 검증하 다. 

3. 결과 및 고찰

운지버섯 자실체의 열수와 메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의 

수율과, 총 polyphenol과 총 flavonoid 함량, 항산화 활
성  일부 생리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1 운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수율

운지버섯 자실체 5 g를 열수와 메탄올로 추출한 결과 
추출물의 수율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수 추출
물에서는 0.495 g이었고,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0.246 g
로 열수추출물에서 메탄올 추출물에서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tracts obtained from C. versicolor fruit 
body lysates

Item Hot water MeOH

Extracts(g) 0.495 0.246

Each extract was from 5 g of C. versicolor fruit body powder in 
50 ml hot water and MeOH, respectively.

3.2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 

운지버섯 자실체의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은 Table 2에 제시하 다. 
총 polyphenol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129.60 ± 0.73 
mg/dl이었고,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43.80 ± 0.41 mg/dl

로 나타나, 열수 추출물이 메탄올 추출물에서 보다 약 3
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 총 flavonoid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는 30.50 ± 0.63 mg/dl이었고,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20.90 ± 0.09 mg/dl로 열수추출물에서 메
탄올 추출물에서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C. versicolor fruit body extracts

Solvents
Amounts(mg/dl) of contents 

polyphenol  flavonoid

Hot water 129.60 ± 0.73 30.50 ± 0.63

MeOH 43.80 ± 0.41 20.90 ± 0.09

Total polyphenol contents were expressed as catechol equivalent.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expressed as rutin equivalent.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이와 유사한 연구로 Lee et al., [31]은 상황버섯 추출

물의 페놀화합물은 80% 에탄올에서 28.36 mg/dl이었으
며, 물 추출물에서는 4.02 mg/dl로 나타났다고 하여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운지버섯 자실체 메탄올 추
출물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지버섯 자
실체 열수 추출물은 상황버섯 물 추출물에서보다 월등이 

높은 함량을 나타났었다. 한 Yoon et al., [32]는 야생 
팽나무버섯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한 결과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9.83∼11.14 mg/g 이
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볼 때 
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어느 정도 polyphenol과 flavonoid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생리활성 평가

3.3.1 DPPH에 의한 라디칼 소거활성

운지버섯 자실체의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다. 열수 추출물에서는 처리농도(1, 2, 3 mg/ml)에 따라 
소거활성비율은 각각 24.46 ± 0.51%, 39.29 ± 0.57, 
65.49 ± 0.51%이었고,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처리농도에 
따라 소거활성비율은 각각 3.26 ± 0.08, 8.37 ± 0.44%, 
19.62 ± 0.74%로 나타나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 모두는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radical 소거 활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열수 추출물이 메탄올 추출물

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학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이들 모
두는 조구인 BHA나 BHT와 비교해서는 낮은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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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지만, 운지버섯 열수 3 mg/ml 처리 이상에서는 항
산화능이 65.49 ± 0.514%로 나타나 항산화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 

versicolor extracts

Samples & 
solvents 

Scavenging activity (%) according to amounts of 
extracts(mg/ml)

1 2 3 F p*

Hot water 24.46 ± 
0.51a 

39.29 ± 
0.57b 

65.49 ± 
0.51c 4596.78 .000***

MeOH 3.26 ± 
0.08a

8.37 ± 
0.44b

19.62 ± 
0.74c 843.34 .000***

BHA 76.95 ± 0.23

BHT 76.64 ± 0.2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measured by 1, 2 and 3 mg/ml 
concentration of hot water and methanol extracts. Concentration of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 and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are 1 mg/ml in methanol, respectively.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이와 유사한 연구로 Lee et al., [20]은 감귤 농축액에
서 배양한 운지버섯 배양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extract-I와 extract-II는 처리농도가 놓아질수록 항
산화력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는 유

사한 경향이었다. 한 extract-I, 3.6 mg/ml을 처리 할 
경우 약 65%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운지버섯 자실체 3 mg/ml 처리 시 65.49%와 
유사하여, 운지 버섯 자실체나, 배양추출물의 항산화능
력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메탄올 추출물은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긴 하 으나, 열수 추출물에서 보다는 히 낮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 Song et al., [33]은 찔 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DPPH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처
리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DPPH radical 제거 효과성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다고 하 고, 1 
mg/ml 처리 시 91.3 ± 0.8%의 높은 radical 제거활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이 연구에서 열수 1 mg/ml 처리 시 
24.46 ± 0.5% 보다는 히 높은 radical 제거활성을 
나타내어 차이를 보 다. 
이외에도 Kim et al.,[34]는 상황버섯 자실체 추출물

의 항산화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의 

자유라디칼 소거활성(FSC50)이 2.94 μg/ml로 이 연구에
서 사용한 운지버섯 메탄올 추출물보다 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볼 때 버섯추
출물의 DPPH radical 해활성은 처리농도가 높아질수

록 증가하고, 한 추출 용매의 종류  배양배지 등에 

따라서 생리활성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동시에 버섯의 생리활성은 버섯의 생장 조건  환
경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3.3.2 Tyrosinase 저해 활성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해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열수 
추출물의 tyrosinase 해 활성은 각각의 처리농도(1, 2, 
3 mg/ml)에 따라서 17.57 ± 0.26%, 21.00 ± 0.16, 25.86 
± 1.09%로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으로 통
계학  유의성이 있었다(p<.001). 한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에서도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각각 25.15 ± 0.17%, 
30.01 ± 0.40, 35.47 ± 0.48%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이것역시 통계학  유의성이 있었다(p<.001). 그러나 열
수와 메탄올 추출물 모두는 조구인 arbutin의 농도에 
따른 tyrosinase 해 활성 정도보다는 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C. versicolor 
extracts

Solvent
Inhibitory effect (%) according to amounts of extract(mg/ml)

1 2 3 F p*

Hot water 17.57 ± 
0.26a 

21.00 ± 
0.16b 

25.86 ± 
1.09c 121.87 .000***

MeOH 25.15 ± 
0.17a

30.01 ± 
0.40b

35.47 ± 
0.48c 572.14 .000***

arbutin 39.08 ± 
0.12a

43.57 
±1.26b

47.69 ± 
0.76c 76.574 .000***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by extracted by 1, 2 and 3 mg/ml 
concentration of hot water and methanol extracts. Control arbutin was 
treated with 1mg/m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Park & Chang[35]는 한국
산 식용버섯류 8종(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양
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지버섯, 운지버섯)의 
메탄올 추출물(1.0 mg)의 tyrosinase 해 활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느타리버섯 1.9%, 목이버섯 17.8%, 석이버
섯 10.0%, 양송이버섯 12.0%, 팽이버섯 3.1%, 표고버섯 
40.5%, 지버섯 12.2%, 운지버섯 8.6%라고 보고한바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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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이 연구의 열수 추출물에서의 tyrosinase 해 활성
과 비교해보면 목이버섯 추출물과는 유사하 으나, 표고
버섯보다는 낮았고, 나머지 버섯 추출물보다는 높은 경
향이었다. 한 메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해 활성은 
운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이 표고버섯 추출물에서 보다는 

낮았으나, 기타(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양송이
버섯, 팽이버섯, 지버섯) 버섯 추출물들에서보다는 높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3.3 Elastase 저해활성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elastase 
해 활성을 처리 농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 추출물(1, 2, 3 
mg/ml)의 elastase 해 활성은 각각 13.81 ± 0.68%, 
14.24 ± 0.27%, 16.93 ± 0.92%로 처리농도에 따라 약간
씩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이는 통계학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p<.005). 한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11.40 ± 0.65%, 22.58 ± 0.81%, 32.93 ± 
0.81%로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의 
결과도 역시 통계학  유의성이 있었다(p<.001).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을 경우에서는 2∼3 mg/ml 처리농도에서
는 열수추출물에서 보다는 메탄올 추출물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 모두는 
조군으로 사용한 ursolic acid 보다는 상당히 게 나
타나 운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의 elastase 해 활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lastase inhibitory effects of C. versicolor 
extracts

Solvent/
control 

Inhibitory effect(%) according to amounts(mg/ml) the extracts

1 2 3 F p*

Hot water 13.81 ± 
0.68a

14.24 ± 
0.27a

16.93 ± 
0.92b 18.62 .030*

MeOH 11.40 ± 
0.65a

22.58 ± 
0.81b

32.93 ± 
0.81c 601.53 .030*

Ursolic 
acid 65.73 ± 1.60

Elastase activity was measured by each 1, 2 and 3 mg/ml concentration 
of hot water and methanol extracts. Control ursolic acid was treated 
with 0.1 mg/m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3.4 Collagenase 저해활성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collagenase 

해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 다. 운지
버섯 자실체의 열수 추출물의 각각의 처리 농도(1, 2, 3 
mg/ml)에 따른 collagenase 해 활성은 46.39 ± 0.41%, 
49.87 ± 1.15%, 51.83 ± 0.84% 이었다. 한 메탄올 추
출물에서는 각각의 처리 농도(1, 2, 3 mg/ml)에 따라 
37.65 ± 0.83%, 38.27 ± 0.39%, 41.72 ± 0.77% 해 활
성을 나타내 조구로 사용된 retinyl acetate(1 mg/ml)
는 28.90 ± 1.39%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름 방
지효과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6. Collagenase inhibitory effects of C. versicolor 

fruit body extracts 

 Solvent/
 control 

Inhibitory effect(%) according to the amounts of 
extract(mg/ml)

1 2 3 F p*

Hot water 46.39 ± 
0.41a

49.87 ± 
1.15b

51.83 ± 
0.84c 31.10 .000***

MeOH 37.65 ± 
0.83a 

38.27 ± 
0.39a 

41.72 ± 
0.77b 30.18 .000***

Retinyl acetate 28.90 ± 1.14 

Collagenase activity was measured by 1, 2 and 3 mg/ml concentration 
of hot water and methanol extracts. Control retinyl acetate was treated 
with 1.0 mg/m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따라서 이와 같은 Table 7의 결과로 볼 때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은 collagenase 해 활성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타나 주름생성을 억제하는 

화장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운지버섯의 자실체의 성분으로는 핵산, 아미노산, 다

당류, 스테로이드 등이 있는 함유되었고[14], 함유된 다
당체의 화학성분인 다당류는 항암작용, 항바이러스, 항 
박테리아와 항종양효과, 항응고 작용 등의 약리작용이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15, 16, 17, 18, 19]. 운지버섯 배
양액의 지질 사에 미치는 향, 항산화, 항암활성  장
내세균의 생육에 미치는 향[20, 21, 22] 등에 한 연
구가 일부 되어져 있을 뿐, 운지버섯 자실체에 한 생리
 활성에 한 연구 보고는 미진하 다. 본 연구에서 운
지버섯 자실체의 추출물이 항균 성분인 polyphenol과 
flavonoid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고, 한 효소 

tyrosinase, elastase, collagenase 등의 효소 해 활성도 

새로이 확인되어 운지 버섯의 활용 면이 다양하게 되었

다고 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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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운지버섯 자실체의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과 일부 생리활성을 조사하
다. 운지버섯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129.60 ± 0.73 mg/dl이었고, 메
탄올 추출물에서는 43.80 ± 0.41 mg/dl로 나타나, 열수 
추출물이 메탄올 추출물에서 보다 약 3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 총 flavonoid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는 30.50 ± 0.63 mg/dl이었고,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20.90 ± 0.09 mg/dl로 열수추출물에서 메탄올 추출물에
서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에
서 모두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Tyrosinase 해 활성은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에서 모두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조구인 

arbutin 보다는 낮아 tyrosinase 해 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lastase 해 활성은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에
서 모두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조군으로 사용한 ursolic acid(0.1 mg/ml) 보다는 상당히 
게 나타나 elastase 해 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llagenase 해 활성은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에서 모

두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조구로 
사용된 retinyl acetate(1 mg/ml)는 28.90 ± 1.39% 보다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운지버섯 자실체 열수 추출물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활용가능성 제시될 뿐만 아니라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은 

collagenase 해 활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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