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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Hericium erinaceus.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 erinaceus extract was higher than

positive control.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xanthin oxidase, α-

glucosidase, and hyaluronidase was measured as functional food

activity, and inhibitory activities on collagenase, tyrosinase, and

astringent effect as beauty food activity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H. erinaceus. In functional food activity, xanthin

oxidase inhibitory activities at 50-200 µg/mL phenolic concentration

in ethanol extracts from H. erinaceus showed inhibitory activity in

dose dependent manner.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ies at 50 µg/

mL phenolic concentration showed high activity of higher than

80%. Inhibitory activities on hyaluronidase as anti-inflammation

factor showed inhibition effect in dose dependent manner both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In beauty food activity, Inhibitory

activities on collagenase at 200 µg/mL phenolic concentration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showed high activity to 65.09 and

58.38% dose dependently.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in water

extract showed 9.4-58.24%. Astringent activity as pore shrink

effect in ethanol extracts also showed a very high activity of

18.94-100%. Antimicrobial activity on pathogenic bacteria was

highly effective on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enteritidis,

Vibrio parahaemolyticus and Escherichia coli at 2.5 mg/mL or

above. Therefore, the extracts from H. erinaceus can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and beauty food resources and natural antimicrobial

agent on pathogenic bacteria in food.

Keywords Antimicrobial activity · Biological enzyme · Hericium

rinaceus · Inhibition · Pathogenic bacteria

서 론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약용

식품자원 등 친환경 기능성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

으로 식패턴이 변화되고 있다[1].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식

패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및 질병 치료에도 영향을 주어 인

체의 조절기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식품산업에 있어 기능성 식품 분야가 차

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건강관련 식품소재의

연간 수입액이 1600억원에 달하는 실정에서 천연 자원의 특성

을 최대한 부각시킨 기능성소재 및 식품이 개발된다면 원료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2-4]. 이와같

은 사회적 경향에 맞추어 식품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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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됨으로 인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약용자원으로 분

류되는 버섯에 대한 소비 및 활용 의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그중 노루궁뎅이버섯의 경우 그 기능성이 밝혀지

기 시작함에 따라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민간에서도 단

순가공의 차로 섭취하는 등 가공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가 미흡한 실정으로 원료에 적합한 공정과 기술의 적용이 필요

하게 되었다[5-10].

노루궁뎅이버섯은 학명은 Hericium erinaceum이며, 담자균류,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턱수염버섯과(Hydnaceae), 산호

침버섯속(Hericium)에 속한다[11]. 분포지역으로는 한국을 비롯

하여, 동아시아, 유럽, 북미에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도 인공재배가 되고 있는 버섯이다. 노루궁뎅이버섯의 영양학적

성분은 당질과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무기질이 많으며, 지

방함량이 적다[12-14]. 노루궁뎅이버섯은 오래 전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가을철 활엽수의 고목이나 생목에서

발생하는 버섯으로 중국에는 후두버섯이라고 칭하고 있다. 노루

궁뎅이버섯의 약리작용으로는 항암 및 면역기능을 증강시키며

만성위염, 신체허약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노루

궁뎅이버섯의 항암효과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생

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 이

외에 항종양예방, 면역력증강, 생체항상성, 항균작용, 신체리듬

의 조절, 질병회복, 콜레스테롤 저하, 노인성질병개선, 항혈전,

혈압강하, 혈당강하 등, 많은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

되어왔고 중국에서는 식용뿐만 아닌 약용으로도 많이 이용한다

고 보고하였다[16,17]. 또한 식품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

금까지 수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개발되고 이용되어 왔는데, 합

성 항산화제인 BHT 등은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반면 과잉 섭취 시 독성이 우려되어 사용이 기피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합성 첨가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천연

물을 이용하여 항산화제 개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어[18],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도 천연항산화제로의 개발을

위한 우수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루궁뎅이버섯의 추출물을 제조한 후 총 페

놀성 성분의 함량 및 항산화, 항당뇨, 항염증 및 통풍억제 등의

건강기능성 식품활성과 미백, 주름개선 및 모공축소 효과 등의

화장품 활성 등을 검토하고, 식품부패유발미생물에 대한 항균활

성을 측정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노루궁뎅이버섯은 경북 울진군 K 표고버섯

농장에서 제공 받아 동결건조한 후 분쇄기로 분말화하여 −70
oC deep freezer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노루궁뎅이버섯 분쇄시료 100 g에 10배의 물 또는 60% ethanol

을 가한 후 24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은 여

과지(Whatman No. 3,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후 회전

진공농축기로 농축하고, 각 농축물은 동결건조하여 분말화 시킨

후 추출동결건조물로 사용하였으며, 페놀성 성분 시료는 노루궁

뎅이 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페놀성 성분의 함량를 측정 후, 50-

200 µg/mL의 농도로 조절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총 페놀성 성분 함량 측정

총 페놀성 성분 정량은 Folin과 Denis의 방법[19]에 준하여 추

출물 1 mL에 95% ethanol 1 mL와 증류수 5 mL를 첨가하고

1 N Folin-ciocalteu reagent 0.5 mL를 잘 섞어 5분간 방치한

후 Na2CO3 1 mL를 가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1시간 이내에

측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양을 환산하

였다.

항산화효과 측정(DPPH radical 소거활성)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

은 Blois의 방법[20]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노루궁뎅

이버섯으로부터 추출한 페놀성 성분 함량을 50-200 µg/mL의 농

도로 조절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즉, 각 시료 1 mL에 60 μM

DPPH 3 mL를 넣고 vortex한 후 실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 용액의 반응구와 대조구의 흡광도 차이로 계산하여 나타

내었다.

Xanthine oxidase (XOase) 저해효과

XOase 저해효과는 Stirpe와 Corte의 방법[21]에 준하여,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에 녹인 기질액 2 mM

xanthine 3 mL에 효소(0.05 U/0.1 mL) 0.1 mL와 시료 0.3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0.3 mL 첨가하여 37 oC에

서 5분간 반응시키고 종료시약으로 20% TCA 1 mL를 가한 후

반응액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제거하고, 생성된 uric acid를

흡광도 292 nm에서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효과

α-Glucosidase 저해효과는 Tibbot과 Skadsen의 방법[22]에 준하

여, 50 mM sodium succinate buffer (pH 6.8)에 ρ-nitrophenol-

α-D-glucopyranoside (PNPG)를 용해시켜 1 mg/mL의 농도로 기

질을 만들고, 기질 1 mL와 효소액 0.1 mL를 혼합하고 대조구에

는 증류수 0.1 mL, 반응구에는 200 μg/mL 농도의 시료 0.1 mL

를 넣어 37 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 N NaOH 0.1 mL를

첨가하여 발색시켜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yaluronidase (HAase) 저해효과

HAase 저해효과는 Dorfman와 Ott의 방법[23]에 준하여, sodium-

hyaluronic acid (HA)로부터 형성된 N-acetyl-glucosamine을

glucoxazoline 유도체로 변형시킨 후 ρ-dimethylaminobenzal-

dehyde로 발색시켜 흡광도 600 nm에서 측정하였다.

Collagenase 저해효과

Collagenase 저해효과는 Wunsch와 Heidrich의 방법[24]에 준하

여, 0.1 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가하

여 4-phenylazobenzyloxycarbonyl-Pro-Leu-Gly-Pro-D-Arg (0.3 mg/

mL)를 녹인 기질액 0.25 mL와 50-200μg/mL pheno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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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의 각 시료 용액 0.1 mL의 혼합액에 0.2 mg/mL collagenas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5 mL를 첨가하

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ethyl acetate 2 mL를 첨가하고 3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효과

Tyrosinase 저해효과는 Hearing의 방법[25]에 준하여,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2.3 mL와 기질액 1.5 mM

L-tyrosine 용액 0.4 mL의 혼합액에 250 U/mL mushroom

tyrosinase (Sigma-Aldrich Co.) 0.1 mL와 50-200 μg/mL 페놀

성 성분 농도의 각각의 시료 0.2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0.2 mL를 첨가하여 37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stringent 효과

Astringent 활성측정은 Lee 등[2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피부 단백질과 유사한 혈액 단백질(hemoglobin)을 사용하여, 원

심분리관 용기에 각각의 시료용액과 헤모글로빈 용액(Sigma-

Aldrich Co, Louis, MO, USA)을 1:1로 넣어서 진탕 혼합한

다음 1,5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후 57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stringent 활성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구

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항균활성 측정

항균활성 측정용 균주는 Listeria monocytogenes KCTC 3569,

Staphylococcus aureus KCCM 12255, Pseudomonas fluorescens

ATCC 21541, Baciilus cereus ATCC 21366, Bacillus megaterium

ATCC 14581, Escherichia coli ATCC 11775, Salmonella

enteritidis KCTC 12400, Vibrio parahaemolyticus ATCC

17802를 사용하였으며, 분리균주의 항균활성은 paper disc

method에 의한 clear zone의 생성 유무로 측정하였다[27].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3번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으며,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간의 유의성 검정(p <0.05)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총 페놀성 성분 함량 측정

식물성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생리활성 물질 중 폴리

페놀 물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높은 항산화 활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의해

합성된 페놀성 성분의 가장 큰 부류이며, 효과적인 free radical

scavenger로서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28]. 노루궁뎅이버섯 추출

물의 총 페놀성 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

이 물 추출물은 0.349±0.004 mg/sample g이었고, 에탄올 추출물

은 0.258±0.012 mg/sample g을 나타내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추출동결건조물과 노루궁뎅이버섯에

함유된 페놀성 성분의 생리활성 비교

노루궁뎅이 버섯의 추출동결건조물과 페놀성 성분의 생리활성

효능을 비교를 위해 DPPH radical을 측정한 결과 Fig. 1에서와

같이 노루궁뎅이 버섯 water, ethanol 추출물의 150 μg/mL 농도

의 추출동결건조물에서는 각각 3.32, 4.54%의 DPPH radical 소

거활성을 나타내었으나, 15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에서 각각

69.44, 91.34%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노루궁뎅

이버섯의 생리활성은 버섯에 함유된 페놀성 성분에 의해 활성

이 지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루궁뎅이버섯의 페놀

성 성분이 생리활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판단되어, 노루궁

뎅이버섯의 페놀성 성분을 기준으로 기능성 화장품활성 및 건

강기능성 식품활성을 검토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항산화물질은 세포내에서 free radical이 DNA를 공격하거나, 지

질을 산화시키기 전에 그들을 중화시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

고 인체에서의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 등의 기능을 할 수 있

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29]. 체내 유해물질과 반응하여 활성

산소에 의한 연쇄반응을 막아 주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30]. 노루궁뎅이버섯의 항산화력은 페놀성 성분 농도 기

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

범위에서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은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활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BHT

보다 더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짐으로 인해 항노화를 위한 기

능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XOase 저해효과

통풍은 대표적인 대사질환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염

증성 관절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퓨린 대사의 최종산물인 요산

(uric acid)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을 통해 관절에

축적되어 염증성 질환인 관절염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31]. XOase는 purine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으로부터 요산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루궁뎅이버섯의 통풍 억제효과 확인을 위해 XOase 저해효과

를 페놀성 성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3-A에서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 ethanol 추출물 50-200 μg/mL 페놀성 성

분 농도구간에서 농도의존적으로 28.1-100%의 매우 높은

XOase 저해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통풍치료제로 알려진 대조구

allopurinol보다 더 우수한 XOase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물 추

출물에서 XOase 저해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각 추출물에

Table 1 Comparison of total phenolic contents in extract from Hericium

erinaceum 

Sample
Total phenolic content (mg/sample g)

Water extract Ethanol extract

Hericium erinaceum 0.349±0.0041) 0.258±0.012

1)GAE: Gallic acid equivalents, 2)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
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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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있는 페놀성 성분의 profile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

하였고[32],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따라서 통풍 및 관절염 개선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효과

α-Glucosidase는 소장의 brush-border membrane에 존재하는 소

화효소로서 이당류나 다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기

위한 상태인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한다[33]. α-

Glucosidase 저해제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polysac-

chorided의 α-결합의 분해를 저해함으로 α-glucose의 생성을 억

제하여 혈당상승 조절을 통해 당뇨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노루궁뎅이버섯이 당뇨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기 위해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페놀성 성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Fig. 3-B에서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

ethanol 추출물 5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에서 82.8%의 매우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내었으며, α-glucosidase 저해효과로 인해

Type-2의 항당뇨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 추출물

에서 α-glucosidase 저해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각 추출물

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성 성분의 profile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

측하였고[32],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HAase 저해효과

염증반응은 외부자극에 대한 생체조직의 방어반응의 하나로서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면역반응이다. 염증

형성의 중요 요소인 macrophage의 phagocytic ability는 고분자

다당인 HA에 의해 저해되지만, 저분자 HA는 inflammation,

fibrosism collagen deposition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따라서 HA 분해효소인 HAase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HA

의 고분자 형태를 유지시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

염증 효과 확인을 위해 HAase 저해활성을 페놀성 성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3-C에서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

물 추출물의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전 농도구간에서 19.8-

47.3%의 저해효과를 나타내었고, ethanol 추출물 역시 전 농도

구간에서 25.0-60.3%의 HAase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루궁뎅이버섯은 우수한 항염증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

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효과

피부의 섬유아세포에서 생성되는 collagen은 세포 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견고한 3중 나선구

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피부, 건(tendon), 뼈 및 치아의 유

기 물질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collagen은 자외선 조사

에 의한 광노화와 collagenase에 의한 분해에 의해 감소하게 되

고, collagen의 감소는 피부의 주름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36]. 주름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ollagenase 저해활성을 페

놀성 성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Fig. 4A에서와 같이 노

루궁뎅이버섯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구간에서 물 추

출물이 13.7-65.1%, ethanol 추출물이 4.9-58.3%의 collagenase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화장품에 주

름개선제로 사용되고 있는 collagenase 저해물질로 알려진

epigallocatechin-gallate (EGCG)에 비해 효능이 다소 낮은 결과

를 나타내었으나, 처리 용량을 높인다면 EGCG에 필적하는 효

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

Tyrosinase는 L-tyrosine에 작용하여 3,4-dihydroxy phenylalanine

를 거쳐 L-dopaquinone으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멜라닌 형

성에 관여하는 pathway에서 반응을 촉진하는 key enzyme으로

작용한다[37,38]. 따라서 tyrosinase는 melanin 생합성 과정의 핵

심 효소로 tyrosinase 저해제는 피부의 melanin 색소 생성을 조

절할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백효과 확인을

위해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페놀성 성

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Fig. 4-B에서와 같이 노루궁뎅

이버섯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구간에서 물 추출물이

8.9-58.2%의 저해효과를 ethanol 추출물이 9.4-16.8%의 tyrosinase

Fig. 2 The DPPH radical scavenge activity of the water and the ethanol

extracts from Hericium erinaceum.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C), (α-δ)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Fig. 1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lyophilized-powder from extracts

and the phenolics from Hericium erinaceum.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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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activity of the water and the ethanol extracts from

Hericium erinaceum on xanthine oxidase, α-glucosidase and

hyaluronidas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D), (α-γ)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Fig. 4 Inhibitory activity of the water and the ethanol extracts from

Hericium erinaceum on collagenase, tyrosinase and astringent effec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α-γ)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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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

이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

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용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astringent 효과

수렴효과는 피부 단백질이 고분자 페놀성 물질과 결합하여 가

교결합을 형성하여 피부가 수축되는 현상으로 수렴제는 피부와

점막 혈관 등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고, 세포간극 및 림프간

극을 가로막아 점액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 피부의

모공을 수축하게 된다[39]. 모공 수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stringent 효과를 페놀성 성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Fig.

4-C에서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 ethanol 추출물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구간에서 18.9-100.0%의 농도의존적인 수렴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수렴제로 잘 알려진 대조구 tannic acid 보

다 우수한 매우 높은 효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루궁뎅이버

섯 ethanol 추출물의 우수한 모공수축 효과에 의한 피부 정돈효

과 및 머리 모공축소 효과에 의한 탈모 방지 효능도 기대할 수

있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의 식품부패유발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노루궁뎅이버섯 에탄올추출물의 식품부패유발미생물에 대한 항

균활성을 페놀성 성분 농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서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 에탄올추출물은 Vibrio parahaemolyticus

에 대해서는 1.0 mg/mL의 농도에서,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enteritidis 및 Escherichia coli에 대해서는 2.5 mg/

mL의 농도에서, Listeria monocytogenes와 Pseudomonas fluorescens

에 대해서는 5.0 mg/mL의 농도에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또

한 Bacillus cereus, Bacillus megaterium 등에 대해서는 항균효

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은

식품부패유발미생물에 대해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냄에 따라

천연 방부제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다.

초 록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m) 추출물의 총 페놀성 성분

함량은 물 추출물은 0.349±0.004 mg/sample g이었고, 에탄올 추

출물은 0.258±0.012 mg/sample g을 나타내었다. 노루궁뎅이버섯

은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BHA 보다 더 높은 항산화

력을 나타내었다. 기능성식품활성에서 노루궁뎅이버섯 에탄올추

출물은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구간에서 농도 의존적

으로 xanthine oxidase 저해효과를 나타내었으며,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5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에서 80% 이상의 높

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항염증인자로 hyaluronidase 저해활

성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농도의존적으로 저해효과를 나

타내었다. 기능성 미용식품활성에서 노루궁뎅이버섯 에탄올추출

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은 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에서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65.09%와 58.38%의 높은 저해활

성을 나타내었고,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

물에서 9.4-58.24%의 농도의존적인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노루궁뎅이버섯 ethanol 추출물 50-200 μg/mL 페놀성 성분

농도구간에서 18.94-100%의 우수한 모공수축 효과가 확인되었

다. 식품부패유발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노루

궁뎅이버섯 추출물은 2.5 mg/mL 이상의 농도에서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enteritidis, Vibrio parahaemolyticus 및

Escherichia coli에 대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

루궁뎅이버섯은 건강기능성 식품 및 미용식품원료로 활용이 가

능하며 부패균에 대한 천연방부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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