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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tadenine (EA), derived from Lentinus edodes (LE), reduced low-density lipoprotein (LDL), trigly-
ceride (TG), and phospholipids in bloods, and fatty acid depositions in animals and humans. Previously, 

we reported that EA inhibited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E) activity in vitro. Now, we report 
that EA reduced blood pressures in spontaneous hypertension rats (SHR). EA-containing LE mycelial 
culture enzyme extract (EA-LEMSCEE) was prepared from LE mycelial solid cultures and the hot-wa-
ter extract of LE fruit bodies. Both EA and EA-LEMSCEE inhibited ACE activity in immortalized hu-
man umbilical endothelial cells (EA.hy926). EA-LEMSCEE treatments (7.5 mg/kg, 22.5 mg/kg) sig-
nificantly reduce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in SHR. At five weeks of treatment, EA-LEMSCEE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similar to the positive control 
(captopril, CP; 4 mg/kg) treatment. In addition, the LEMSCEE without EA decreased systolic and dia-
stolic blood pressures compared to the control, but not significant. EA-LEMSCEE decreased renin and 
ACE activities, and angiotensin II (Ang II) contents in SHR compared to the control. After five weeks 
of treatment, the effect of EA-LEMCEE was similar to that of C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A and 
EA-LEMSCEE reduce blood pressure by inhibiting the renin and ACE activity of SHR. Furthermore, 
these results imply that EA or EA-LEMSCEE could be used as an antihypertension agent in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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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은 광용균과(Omphalotaceae fam-

ily) 잣버섯속(Lantinus genus)에 속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

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식용버섯이다. 표고버섯은 맛

이 뛰어나고 비타민 B, D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다채로운 

음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다[21]. 표고버섯에는 다양한 이차대

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들 이차대사산물의 기능성이 밝혀지고 있

다[9]. 

표고버섯의 다당체는 항산화효과[23], 항염증효과[23], 항

암효과[6], 면역조절효과[6], 항바이러스효과[24]가 있음이 밝

혀졌다. 또한 표고버섯 균사체 배양물도 HIV, 간염바이러스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효과[9]와 항암효과[15]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고버섯에는 eritadenine (EA; Fig. 1)이 함유되

어 있어 지방간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2, 22]. Kabir 등[8]은 표고버섯이 고혈압 완화효

과가 있다고 보고 했지만 그 지표물질은 밝히지 못하였다. 따

라서 표고버섯에 함유된 고혈압 완화 지표물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고혈압 환자는 약 10억 명이고, 2025년이 되면 1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5], 고혈압은 예방 및 치료를 하지 않

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5]은 물론, 관상동맥 손상에 의한 

심장질환[7], 뇌졸중[3, 7], 신장질환[14] 등의 원인이 되고 있

다. 따라서 항고혈압제는 고혈압과 광범위 심혈관계 질환 치

료에 효과가 있는 이뇨제, 교감신경 마비제, 신경절 차단제, 

adrenergic neuron 차단제 그리고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합성신약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천연물신약 또는 건강

기능식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표고버섯은 lentinan 등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그 중 EA는 혈중 low density lipoprotein (LDL), tri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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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 of EA [2(R), 3(R)-dihydroxy-4-(9-ad-

enyl)-butanoic acid] from L. edodes mushroom.

ceride (TG), phospholipids 감소[19, 20]와, 지방 대사에 관여

하여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저해한다[17, 20]. 최근 in 

vitro 연구에서 EA가 angiotensin I (Ang I)을 angiotensin II 

(Ang II)로 변환시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 an-

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의 활성을 저해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EA가 immortalized 인체 탯줄 혈관내피세

포인 EA.hy926의 ACE 활성을 억제하였고, 표고버섯에서 추

출한 EA를 함유하는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물 효소추출물

(EA containing-Lentinus edodes mycelial solid culture enzyme 

extract: EA-LEMSCEE)이 spontaneous hypertension rats 

(SHR)의 혈압을 저해하였고, ACE 활성을 억제하였음을 보고

한다.  

재료  방법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 추출물 제조

보리와 쌀겨(Ilbanseong Nonghep, Jinju, Korea)를 혼합

(20:1, w/w)한 배지를 멸균(121℃, 10 min)하여 실온으로 냉각

시킨 배지에 표고버섯균(ATCC 64275)을 접종하여 incubator 

(37℃)에서 7일 배양하였다. 이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물

(Lentinus edodes mycelial solid culture; LEMSC) 분말 0.5 kg을 

증류수 7 l에 혼합하고 효소[cellulose, protease; ㈜Bioland, 

Ansan, Korea] 처리(cellulose 5 l, protease 5 l 혼합, 50~55℃, 

3 hr)한 후 원심분리(7,000 rpm, 4℃; 1580R, Labogene, Seoul, 

Korea)하여 상등액을 농축(Brix 30, <60℃; Rotavapor R-300, 

Buchi; Flawil, Switzerland)하여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물 

효소추출물(Lentinus edodes mycelial solid culture enzyme ex-

tract: LEMSCEE) 시료를 제조하였다.

표고버섯 자실체로부터 EA 추출, 정제  EA-LEMSCEE 

시료제조

시중에서 구입한 생 표고버섯(5 kg)에 20 l 증류수(w/v)를 

가하여 고압 열수추출(121℃, 1 hr; Steam stelizer ST-65G, Jeio 

Tech., Daejeon, Korea)하여 여액과 침전물을 분리하고, 침전

물은 다시 증류수 10 l를 가하여 고압추출 하고 여액을 분리하

였다. 이들 여액을 합하여 원심분리(7,000 rpm)한 후 농축(Brix 

30, <60℃)하였다. 이 추출 농축물을 60% ethanol 농도로 2회 

추출하여 다시 원심분리(7,000 rpm)한 후 농축(Brix 30, <60℃)

하였다. 이 60% ethanol 추출농축을 90% ethanol 농도로 60% 

ethanol 농도 추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3회 추출하고 농축(Brix 

4)하여 고농축된 EA를 함유하는 표고버섯자실체 추출물(EA- 

containing Lentinus edodes fruit body hot-water extract; 

EA-LEFHWE)을 제조하였다. LEMSCEE에 EA-LEFHWE를 

일정량 혼합하여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용 EA-LEMSCEE시료

를 제조하였다.

EA-LEFHWE의 EA 함량 분석

EA-LEFHWE (100 mg) 시료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용해

하였다. 여과(0.2 μm MF-Millipore membrane filter, Darm-

stadt, Germany)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외부표준 용액

은 EA (Santa Cruz Biotechnology)를 0.5~100 ppm으로 제조

하여 사용하였다. 

EA는 ZORBAX Eclipse XDB-C18 column (4.6×250 mm, 5 

μm)이 부착된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HPLC를 사용

하여 gradient system으로 분석하였다. 즉, 0~15 min에 99.5% 

mobile phase A (0.03% TFA/증류수), 0.5% mobile phase B 

(0.03% TFA/acetonitrile), 15~20 min에 20% mobile phase A, 

80% mobile phase B, 25~30 min에 99.5% mobile phase A, 

0.5% mobile phase B로 변경시켰고, flow rate는 0.5 ml/min, 

detection은 260 nm에서 수행하였다. EA-LEFHWE 시료에 함

유된 EA 함량은 930 mg/g D.W.였다(Fig. 2).

EA.hy926 세포 배양

EA.hy926 세포(ATCC CRL-2922, VA. USA) 배양은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를 이용하여 37℃에서 배양하였다(5% CO2 in-

cubator, Thermo Scientific, MA, USA)). 계대배양은 trypsin- 

EDTA (0.05% trypsin, 0.02% EDTA/Hank’s balanced salt 

solution without calcium and magnesium)(Gibco, MA, USA)

를 처리하여 세포를 분리한 후, DMEM 배지로 배양하였다.

세포 viability  ACE 활성 측정 

EA.hy926 세포주의 생육에 대한 EA의 영향은 Cell Count-

ing Kit-8 (CCK-8, Dojindo, Japan)을 이용해 제조회사의 man-

ual procedure에 따라 측정하였다. 간략히, 96 well plate에 

EA.hy926 세포를 2×104 cells/well로 plating 하여 18 hr 배양

한 세포의 배지를 serum-free DMEM으로 교환한 후, EA를 

0, 1, 2, 4, 8, 10 mg/ml로 처리하고 다시 24 hr 배양하였다. 

각 well에 CCK-8 용액 10 μl/well 첨가하여 incubator (5% 

CO2, 37℃)에서 4시간 반응 후, Synergy H1 Multi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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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s of EA from EA-LEFHWE. (A) Standard EA.  (B) EA from EA-LEFHWE. The HPLC run conditions 

for EA separation were shown in Materials and Methods.

(BioTek, St, Louis,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CE 활성 측정을 위해서는 6 well plate에 EA.hy926 세포

를 3×105 cells/well 로 plating 하여 18 hr 배양한 세포에 EA를 

다양한 농도(0, 10, 100, 200, 400, 600, 800, 1,000 μg/ml)로 처

리한 후, 24시간 배양하고 배양액을 회수하였다. 이 배양액의 

ACE 활성은 ACE ELISA kit (OKAG0091, Aviva Systems 

Biology, Corp., CA, USA)로 제조회사의 manual procedure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EA-LEMSCEE에 대한 세포 viability와 ACE 활성은 

시료를 EA 함량으로 0. 15, 30, 45 μg/ml을 처리하고 EA의 

세포 viability와 ACE 활성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시료 처리

10주령 본태성 고혈압 동물(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을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1주

일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적절한 사육환경(온도 

23±3℃, 습도 50±10%, 조명 12 hr light/12 hr dark cycle, 조도 

150~300 Lux, 환기횟수 10~20 times/hour)조건에서 사육하였

으며, 식이는 감마선이 조사된 실험동물용 고형사료(Central 

Lab. Animal Inc., Pyeongtaek, Korea)와 미세여과기와 자외선

유수살균장치를 통과한 상수도수를 자유 급여하였다. 수축기 

혈압이 150 mmHg 이상인 SHR을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6마

리를 처리군으로 하여 총 5개 처리군으로 나누었다[Negative 

control (NC), Positive control (Captopril, CP; 4 mg/kg), 

LEMSCEE (EA 0 mg/kg), T1 (EA-LEMSCEE: EA 7.5 mg/kg), 

T2 (EA-LEMSCEE; EA 22.5 mg/kg)]. 증류수에 용해한 시료를 

처리군 SHR에 경구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500 μl를 6주간 매일 

강제 경구 투여 하였으며, 고혈압 Control 처리는 증류수 500 

μl를 경구 투여하였다. 동물실험은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

경독성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1612-0002) 후 실시

하였다.

압측정방법

혈압측정은 CODA™ Mouse & Rat Tail-Cuff Blood Pre-

ssure System (Kent Scientific CO., CT, USA)를 이용하여 tail 

cuff method로 측정하였다[11]. Acclimation cycle 5 회, regu-

lar cycle 10회 2반복으로 측정하였다. 혈압 측정 시 preheating 

chamber를 예열(35℃, 15 min)하고 이 chamber 위에 원통 고

정틀(SHR 꼬리에 tail cuff sensor 연결됨)을 놓고 5 min 후에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10 cycle 씩 5회 반복 측정하였다.

장 내 biomarker 측정

마지막 혈압을 측정한 SHR 복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EDTA tube (BD Biosciences, NJ, USA)에 옮겨 담고, Kub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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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A on cell viability in EA.hy926 cells. EA.hy926 

cells (1×104 cells/well) in 96-well plates were incubated 

with and without various concentrations of EA (0, 1, 2, 

4, 8, 10 mg/ml)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estimated 

by the CCK-8 assay. Result represented mean ± S.E.M. 

with n=10. *p<0.05 and ***p<0.001 compared to control 

treatment group, respectively.

A

B

Fig. 4. ACE activity in EA.hy926 cells treated EA and EA- 

LEMSCEE. (A) EA.hy926 cells (3×105 cells/well) in 96- 

well plates were incubated with and without concen-

trations of EA (10, 100, 200, 400, 600, 800, 1,000 μg/ml) 

for 24 hr. (B) EA.hy926 cells in 96-well plates were in-

cubated with mock, LEMSCEE (EA 0 μg/ml), T1 (EA- 

LEMSCEE; EA 15 μg/ml), T2 (EA-LEMSCEE; EA 30 μg/ 

ml) and T3 (EA-LEMSCEE; EA 45 μg/ml). Activity of 

ACE was determined using conditioned medium. Result 

represented mean ± S.E.M. with n=10. ** and *** repre-

sent p<0.01 and p<0.001 compared to NC group, re-

spectively. 
＃ and ＃＃ represent p<0.05 and p<0.01 com-

pared to LEMSCEE group, respectively. 

2800 원심분리기(KUBOTA, Tokyo, Japan)에서 원심분리(3,500 

rpm, 10분)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혈장 내 renin과 ACE 활

성은 각각 rat renin assay kit (Aviva Systems Biology, Corp., 

CA, USA)와 rat ACE assay kit (Cusabio, Hubei, China),  Ang 

II 함량은 rat Ang II assay kit (MyBioSource, Inc., CA, USA)

를 사용하여 제조회사의 manual procedure에 따라 처리 및 

반응시킨 후, Synergy H1 Multi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과 함량은 외부 standard 

curve로부터 CurveExpert 1.3 (Hyams Development)를 사용

하여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Data는 Mean ± S.E.M.으로 나타내었으며, GraphPad Prism, 

version 5.01 (GraphPad Software, Inc., CA,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p value는 <0.05일 때, *, 

<0.01일 때, **, <0.001일 때, ***로 나타내었다.

결과  고찰

EA.hy926 세포에서 EA  EA-LEMSCEE의 ACE 활

성 억제

EA가 혈관확장에 관여하는 ACE의 활성을 억제시킨다는 

사실은 Afrin 등[1]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연

구는 rat에서 분리한 ACE에 EA를 처리하여 얻은 in vitro 결과

로, 생체세포나 동물에서 수행된 적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EA.hy926 세포에서 EA에 의한 ACE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EA의 무독성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EA를 농도 별로 처리

하여 세포 viability를 측정하였다(Fig. 3). 그 결과, EA 처리 

농도 중 EA 2 mg/ml 이하에서는 EA.hy926에 대해 세포독성

을 나타나지 않아 ACE 측정에는 1 mg/ml 이하의 농도를 사용

하였다. 

EA 무독성량 범위 내에서 EA (0~1,000 μg/ml)를 EA.hy926 

세포에 처리하고 ACE 활성을 측정한 결과 ACE 활성이 EA 

100 μg/ml 처리부터 Control 처리에 비해 유의성 있게 유의성

(p<0.01) 있게 감소되어 600~1,000 μg/ml 처리 농도에서는 

p<0.001 수준으로 감소되었다(Fig. 4A). EA를 함유한 표고버

섯균사체 고체배양 효소추출물인 EA-LEMSCEE를 EA.hy926 

세포에 처리(0. 15, 30, 45 μg/ml) 한 경우 ACE 활성이 15 μg/ 

ml부터 유의성(p<0.01) 있게 감소되었고, 45 μg/ml 처리 농도

에서는 p<0.00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Fig. 4B). EA가 함유되지 

않는 LEMSCEE 처리도 ACE 활성이 control 처리에 비해 감소

되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이와 같은 두 실험 결과는 EA가 

EA.hy926 세포의 ACE 활성을 강하게 억제함을 의미한다.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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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in SHR treated with EA-LEMSCEE. (A) Weekly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upper panel) and last week`s systolic blood pressure (lower panel) of SHR treated with EA-LEMSCEE. (B) Weekly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upper panel) and last week`s diastolic blood pressure (lower panel) of SHR treated with 

EA-LEMSCEE. Treatment identification: NC, control; PC, positive control treated with captopril, 4mg/kg; LEMSCEE, EA 

0 mg/kg; T1 (EA-LEMSCEE, EA 7.5 mg/kg; and T2 (EA-LEMSCEE, EA 22.5 mg/kg. Result represented mean ± S.E.M. 

with n=6. The *, ** and *** represent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to NC group, respectively. 

가 혈압과 관련된 세포에서의 ACE 활성을 억제한다는 보고는 

없지만, Afrin 등[1]이 밝힌 EA의 강력한 ACE 활성억제(IC50, 

0.091 μM) 보고와 일치하였다. 

ACE 활성 억제제가 in vivo 실험에서 혈압을 억제한다는 

보고는 많다[10, 13,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EA가 ACE

의 강력한 저해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EA가 인체 고혈압조

절에 사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SHR에서 EA-LEMSCEE의 항고 압 효과

EA 및 EA-LEMSCEE가 EA.hy926 세포에서 ACE 활성을 

강하게 억제(Fig. 4A, Fig. 4B) 하였기 때문에, EA의 항고혈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HR에 EA-LEMSCEE를 6주간 강제 경

구투여하고 1주에 1회 혈압을 측정하였다(Fig. 5A, Fig. 5B).  

그 결과, EA- LEMSCEE 처리(T1, 7.5 mg/kg; T2, 22.5 mg/kg)

는 수축기(Fig. 5A) 및 이완기(Fig. 5B) 혈압을 NC 처리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처리 5주에서의 그 효과는 CP (4 

mg/kg) 처리와 유사하였고, EA-LEMSCEE T1과 T2 처리 간

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처리 5주에 EA를 함유하지 않은 

LEMSCEE 처리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NC 처리보다 낮

추었지만, 그 효과는 EA-LEMSCEE 보다는 낮았다. 따라서 

EA-LEMSCEE의 효과는 EA와 LEMSCEE의 시너지 효과가 있

음을 의미한다.

표고버섯은 지방간 및 혈중콜레스테롤 개선효과[22], 항산

화효과[23], 항염증효과[23], 항암효과[6, 15], 면역조절효과[6], 

항바이러스효과[9, 24] 등의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져 있지만 

혈압저하 효과에 관한보고는 많지 않다. Kabir 등[8]은 표고버

섯에 의한 항혈압효과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만, 그 이후에는 혈압과 표고버섯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접적 

연구결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 결과는 표고버섯에 함

유된 EA (건조 표고버섯, 3.17~6.33 mg/g)[4]가 표고버섯의 

항혈압효과에 주요한 인자라는 것을 시사한다. 

SHR에서 EA의 장 renin-angiotensin system (RAS)

의 변화

EA의 항고혈압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혈장 RAS에 관련되

는 인자들의 활성을 분석하였다. RAS는 동맥의 혈압조절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이 시스템의 결함은 고혈압 발병에 주

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2, 16]. Renin과 ACE 활성은 혈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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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nin and ACE activities, and Ang II content in plasma from SHR treated with EA-LEMSCEE. Renin (A) and ACE (B) 

activities, and Ang II content (C) in plasma from SHR treated with EA-LEMSCEE. Treatment identification: NC, control; 

PC, positive control treated with captopril, 4 mg/kg; LEMSCEE, EA 0 mg/kg; T1 (EA-LEMSCEE, EA 7.5 mg/kg; and T2 

(EA-LEMSCEE, EA 22.5 mg/kg. Result represented mean ± S.E.M. with n=6. The ** and *** represent p<0.01 and p<0.001 

compared to NC group, respectively. The 
＃ and ＃＃＃ represent p<0.05 and p<0.001 compared to LEMSCEE group, respectively. 

상승시키는 중요 효소인데, renin은 angiotensinogen을 Ang 

I으로 전환시키고, ACE는 Ang I을 Ang II로 전환시켜 혈압을 

상승시킨다. 

Fig. 6A와 같이 EA를 투여한 T1 (7.5 mg/kg), T2 (22.5 mg/ 

kg) 처리 모두 유의성 있게 renin이 NC 처리에 비해 약 16% 

감소(p<0.001, T1과 T2 처리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음)하였고, 

PC 처리에서는 renin의 활성이 변하지 않았다. T2 처리는 NC 

처리에 비해 ACE 활성을 약 23% 감소시켜 PC의 약 30% 감소

와 유사하였다(Fig. 6B). RAS의 최종산물이며, 혈압을 상승시

키는 Ang II 함량은 NC 처리에 비해 T1, T2 처리에 의해 유의

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6C). 또한 PC나 LEMCEE 처리에 의

해서도 감소되었고, 이들 4처리군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RAS 조절(ACE와 Ang II의 감소)은 혈압을 낮춰 고혈압을 완

화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sveratrol [18], 

Spirulina platensis의 IQO펩티드[10], 톳 발효 추출물[13] 등의 

항고혈압 효과도 RAS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

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EA-LEMCEE는 RAS를 조절하

여 혈압을 억제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EA-LEMCEE는 in vitro 실험에서 EA.hy926 세

포에서 ACE 활성을 억제하였고, 본태성 고혈압 쥐인 SHR을 

이용한 in vivo 연구에서 SHR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유의

성 있게 낮추었고, RAS 관련 인자를 조절(renin과 ACE 활성 

억제, Ang II 함량 감소)하여 혈압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EA- 

LEMCEE의 효과는 CP의 효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EA- 

LEMCEE는 고혈압 원인 중 ACE 활성에 의한 고혈압 환자의 

예방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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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Eritadenine 함유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 효소추출물(EA-LEMSCEE)의 spontaneous 

hypertension rat 압감소 

문연규1․정재은2․조복임1․허정두1․최정일1․김정옥2․하 래2*

(1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경남생명자원연구센터, 2㈜HK바이오텍 항노화연구소)

표고버섯으로부터 유래한 eritadenine (EA)은 혈중 low density lipoprotein (LDL), triglyceride (TG), phospho-

lipid를 감소시키는 물질이다. 최근 저희 연구팀은 in vitro 연구에서 EA가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의 활성을 저해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EA와 EA 함유한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 효소추출물(EA-LEMCEE)

이 본태성 고혈압 쥐 SHR의 혈압을 낮추었음을 보고한다. EA 및 EA-LEMSCEE는 인체 탯줄 혈관내피세포 

EA.hy926 세포의 ACE 활성을 억제하였다. EA-LEMSCEE는 SHR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Control 처리구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추어 처리 5주에는 Positive control인 captopril (CP) 처리와 비슷한 혈압감소 효과를 나타내

었다. EA-LEMCE는 LEMSCEE에 비해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켰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EA- LEMSCEE는 

renin과 ACE 활성을 Control 처리에 비해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고, angiotensin II (Ang II) 함량을 감소시켜, 처리 

5주 후에 이러한 CP의 효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EA-LEMCEE는 LEMCEE에 비해 유의성 있게 renin 및 ACE 활성

을 억제하였고 및 Ang II 함량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EA 및 EA-LEMCEE는 본태성 고혈압 SHR의 re-

nin과 ACE 활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었고, EA 및 EA-LEMSCEE는 인체 고혈압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