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Mushrooms 한 국 버 섯 학 회 지

136

Research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Mushrooms 2019 September, 17(3):136-143
http://dx.doi.org/10.14480/JM.2019.17.3.136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Corresponding author
E-mail : limitcho@korea.kr
Tel : +82-43-871-5731

Received August 27, 2019
Revised September 9, 2019
Accepted September 18, 2019

한입버섯의 추출 용매별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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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of Cryptoporus volvatus

Gi-Hong An, Jae-Gu Han, and Jae-Han Cho*

Mushroom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Eumseong 27709, Chungbuk,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various extracts of Cryptoporus volvatus.
Three extracts were prepared using hot-water, 70% ethanol, and 70% methanol. Compared to the hot-water and 70% methanol
extracts, the 70% C. volvatus ethanol extra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76.1%),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29.5%),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9.17 mg GAE/g). The DPPH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f
C. volvatus both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of DPPH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with total polyphenol content were r = 0.744 (p<0.05) and r = 0.921 (p<0.01), respectively. To
test their anti-inflammatory effects, nitric oxide production and cell viability were measured by performing nitric oxide (NO) and
MTT assays on lipopolysaccharide-treated RAW 264.7 cells. The NO production levels of the 70% ethanol extract-treated cells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s. In our MTT assay, the hot-water extracts showed higher cell viabilities (81.4%) than
those of 70% ethanol and 70% methanol extracts. The ?-glucan content of C. volvatus was 37.8%.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C. volvatus, an easily accessible wild mushroom, has potential to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s,
cosmetics, and functional health foods.

KEYWORDS: Cryptoporus volvatus, DPPH scavenging activity, MTT assay, Nitrite scavenging activity, NO assay, Total polyphenol
content

서 론

버섯은 식품적 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써

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버섯의 추출물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수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약용버섯인 영지(불로초) 및

번데기동충하초, 차가버섯, 상황(목질진흙버섯), 노루궁뎅

이의 추출물은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암세포

성장 억제에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 항당뇨 효능 뿐만 아

니라 콜레스테롤 감소, 역류성 식도염에도 우수하다고 알

려져 있다(Barros et al., 2007; Cho et al,. 2015; Manzi

et al., 2001; Park et al., 2018; Qi et al., 2013). 

한입버섯(Cryptoporus volvatus (Peck) Shear)은 담자균

문(Basidiomycota), 주름버섯강(Agaricomycetes), 구멍장

이버섯목(Polyporales), 구멍장이버섯과(Polyporaceae), 한

입버섯속(Cryptoporus)에 속한다. 중국 및 한국, 일본, 유

럽, 북미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목재부후균으로서

주로 소나무 고목의 그늘진 부분 등에서 생장한다. 중국

에서는 예로부터 천식(asthma) 및 기관지염(bronchitis)을

치료하는 전통약재로써 사용해 왔다(Wu, 1990). 국내에

서도 가까운 소나무 숲 등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주로 술을 담가 마시거나 차를 우려 마시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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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입버섯에 대한 주요연구로 Lee et al. (1981)는 한

입버섯에 에르고스테롤(ergosterols) 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Asakawa et al. (1992)는 한입버

섯으로부터 쓴맛의 주요성분인 크립토폴산(cryptoporic

acid)을 분리하였는데, 이 성분이 종양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과산화물 음이온 라디컬의 방출에 강한 저

해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Hashimoto et al.,

1989; Matsunaga et al., 1991; Narisawa et al., 1992). 이

처럼 한입버섯으로부터 분리된 신규물질의 항암효능 등

약리학적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버섯의 효능

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리활성 성분에 대한 그 관심도는

비교적 낮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야생에서 자생하는 한입버섯의 추

출물의 생리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2,2-diphenyl-

1-picrylhydrazyl) 라디컬 및 아질산염 소거능을 분석하였

고, 총 폴리페놀과 베타글루칸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RAW 264.5 세포를 이용하여 항염활성과 관련있는 nitric

oxide(NO) 생성저해율과 세포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추출 용매별(열수 추출물 및 70% 에탄올추출물,

70% 메탄올추출물) 한입버섯 추출물의 각 항산화 활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한입버섯 추출에 최적의 용매를 선정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한입버섯(C. volvatus)은 경상북도 봉화

군 법전면 일대의 송이 발생지의 소나무 산에서 수집하였다

(Fig. 1). 수집된 버섯시료는 형태적 검경을 실시하였고, 보다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gDNA를 추출하여 균류 특이적 증폭

프라이머인 ITS1F(‘5-CTTGGTCATTTAGAGGAAGTAA-

’3)와 ITS4(‘5-TCCTCCGCTTATTGATATGC-’3) 프라이

머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분자적 동정을 수행하였다. 그 이외의 시료를 생리활성

성분분석에 이용하였고, 건조표본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자원관리동에 보존 처리하였다.

추출용매별 분석용 시료 제조
수집된 버섯시료는 열풍건조 후 시료 5 g에 D.W. 100

ml을 가하여 60
o
C 반응조에서 24시간 추출하였으며, 유기

용매 추출의 경우 70% 에탄올과 70% 메탄올을 시료 5 g

에 각각 100 ml씩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모든 버섯추출은 3반복으로 행하였다. 추출액은 원심분리하

여 흡입 여과하였으며, 여과액을 회전감압농축기(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였다. 농축된 버섯시료는 용매

를 완전히 제거하여 DMSO로 최종 1 mg/ml로 희석하여

각 분석에 이용하였다. 베타글루칸 분석을 위하여 건조된

한입버섯을 미분쇄하여 이용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컬 소거활성

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효능에 주로 이용되는 DPPH는 분자 내 라디컬을 함유하

고 있어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 등

에 의해 환원되며 이때 radical이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흡광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즉,

99.9% methanol에 녹인 0.2 mM DPPH solution 0.1 ml

에 각 버섯 추출물 0.1 ml을 넣고 10초간 혼합하였다. 그

리고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첨가구

와 비첨가구의 흡광도(Varioskan LUX,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 (1975)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1 mM NaNO2 0.1 ml에 각 버섯 추출물

0.2 ml를 가하고 여기에 pH 1.2로 조정된 0.1 N HCl 1

ml을 넣고 37
o
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완료 후 2%

acetic acid 5 ml과 30% acetic acid에 1% sulfanilic acid

를 녹인 용액인 Griess A와 30% acetic acid에 1% 1-

naphthylamine을 녹인 용액 Griess B를 1:1비율로 혼합한

용액 0.4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15분

간 암반응 시킨 후 흡광도 520 nm로 측정하고 추출액의

첨가 전후에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하여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총 폴리페놀함량은 Folin-Denis (1912)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각 버섯 추출물 0.1 ml에 folin-denis reagent

0.02 ml를 가하고 3분간 정치시킨 후 1% Na2CO3 0.16

ml을 첨가하고 45분 간 암반응 시킨 후 7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포함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의 표준곡선에 시료의 흡광도 측정값을 대입하

여 측정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분석(β-glucan contents)
각 버섯 시료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Megazyme Kit

(Mushroom and Yeast β-glucan Assay Procedure K-

YBG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버섯건조시료 100 mg

에 37% HCl 1.5 mL을 넣고 30
o
C water bath에서 45분

간 중탕시킨 후 3차 증류수 10 ml을 추가적으로 가한 뒤

100
o
C water bath에서 2시간 동안 중탕시켰다. 그 이후

반응액에 2 N KOH 10 ml을 가하고 0.2 M sodium

acetate buffer (Buffer 1)를 가하여 100 ml로 정량한 후

1,500×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를 행한 뒤 상등액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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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등액 0.1 ml에 exo-1,3-β-glucanase (100 U/

mL)와 β-glucosidase (4 U/mL)용액 0.1 ml를 가하고

40
o
C water bath에서 60분 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에

GOPOD reagent Enzyme (Glucose oxidase plus peroxidase)

를 3 ml 넣고 40
o
C water bath에서 20분 간 반응시킨 후

5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lucan 함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 버섯건조시료 100 mg에 2 N KOH 2 ml을 가

하고 ice water bath에서 20분간 교반시키고, 1.2 M

sodium acetate buffer (pH 3.8) 8 ml과 kit 내의 Bottle 2

(amyloglucosidase 1630 U/mL) 용액 0.2 ml을 가한 뒤

40
o
C water bath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하였

다. 원심분리 후 얻은 상등액 100 ml에 0.2 M sodium

acetate buffer 0.1 ml과 GOPOD Reagent Enzyme

(Glucose oxidase plus peroxidase) 3 ml을 넣고 40
o
C

water bath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10 nm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α-glucan 함량의 계산에 사용하였다. 측

정된 total glucan과 α-glucan 흡광도는 glucose용액(1

mg/mL)을 GOPOD 시약과 반응시킨 반응액의 흡광도를

이용 하여 www.megazyme.com 홈페이지의 Mega-Calc

함량 계산식을 참고하여 함량(%, w/w) 값으로 계산하였

다. β-glucan은 total glucan 함량에서 α-glucan 함량을 빼

준 값으로 계산하였다.

세포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RAW 264.7 cells은 1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BRL)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 (Gibco-BRL)배지에서 37
o
C, 5% CO2 조

건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Cell은 배양 petri-dish

에 충분히 증식시킨 후 배양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line (PBS) 용액으로 각 세포의 단층을 깨끗이 씻어낸

후 계대배양을 실시하였고, 배지는 매일 교환하였다.

Nitric oxide (NO) 생성률 측정
생성된 Nitric oxide (NO)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RAW

264.7 cell을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

된 DMEM 배지에서 37
o
C, 5% CO2 농도 하에 계대배양

한 후 96 well plate에 2 × 10
5
 cell/well 의 농도로 조절

한 cell을 100 µl씩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37
o
C, 5% CO2

세포배양기에서 계대배양한 후 10 µg/ml의 버섯시료와 NO

생성을 유도하기 위한 1 µg/ml 농도의 lipoplysaccharide

(LPS)가 첨가된 배지로 교체하였다. 24시간 후 각각의

well에서 100 µl씩의 배지를 회수하여 griess reagent

100 µl와 혼합하여 20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

도값을 측정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MTT assay)
버섯 추출물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4,5-dimethylthiazolyl-2-thiazolyl)-2,5-diphenyl-

2H-tetrazolium bromide (Methylthiazolyl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를 이용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배양

된 RAW 264.7 cells를 2 × 10
5
 cell/well의 농도로 조절

하여 96 well plate에 100 µl씩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o
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여 부착 및 안정화시킨 후

배양세로 표면을 PBS용액으로 세척하고 같은 양의 배지

와 PBS에 1 mg/ml로 희석한 버섯 시료를 처리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5 mg/ml의 농도로 용해시켜 제조한

MTT 용액을 각 well에 10 µl씩 가하고, 37
o
C, 5% CO2

조건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켜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각 well에 100 µl의 dimethysulfoxide

(DMSO)를 첨가하여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결과

는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을 산출하였고, Duncan의 다중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을 통하여

각 실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p<0.05)을 수

행하였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p<0.01 확

률 수준에서 피어슨의 상관계수 (pearson’s correlation

Fig. 1. Fruiting bodies of Cryptoporus volvatu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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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를 구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라디컬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를 이용하여 한

입버섯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 하고자 DPPH 라디

컬 소거능을 측정하였다(Fig. 2). 본 연구에서 한입버섯의

70%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라디컬 소거능은

7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4.2%를 보인

70% 메탄올추출물과 59.7%의 열수추출물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 한입버섯 70% 에탄올추출물의 라디컬 소거능은

노루궁뎅이 및 번데기동충하초, 영지의 70% 에탄올추출

물에 비하여 높은 라디컬 소거능을 보였다(An et al.,

2019a). 또한 국내 83 종의 담자균의 항산화 특성을 분석

한 논문에 의하면 한입버섯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은

90.6%이었으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et al., 2013). 추출용매 별로 비교한 결과, 영지

자실체의 추출용매 별 DPPH 라디컬 소거능은 에탄올추

출물에서 가장 높은 라디컬 소거능이 보였으며(Park et

al., 2015), Kim et al. (2005)와 Seo et al. (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라디컬 소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한입버

섯은 다른 약용버섯류와 비슷하거나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으며,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추출물에서 높은 라

디컬 소거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아질산염이 포함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경우 헤모글

로빈을 산화시켜 메트로 헤모글로빈 혈증(methemoglobinemia)

과 같은 중독 증상이 유발되고, 아질산염은 2급 및 3급

amine류와 반응하여 nitrosamine을 생성하며 이는 체내에

서 diazoalkane (CnH2nN2)으로 변화하여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의 성분을 알칼리화시킴으로서 암을 유발시킨

다(Choi et al., 1989; Choi et al., 2008; Chung et al.,

1999). 아질산염 소거능은 아질산염을 제거하여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한입버섯 추출물의 아

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각 추출용

매 중에서 70%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27.2%의 70% 메탄올

추출물 이었고, 열수추출물은 14.6%로 가장 활성이 낮았

다. 대표적인 약용버섯인 영지와 상황의 아질산염 소거능

을 분석한 결과 에탄올용매 추출물에서 각각 40%, 37%

이상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고, 느타리의 아질산염 소

거능은 추출용매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1~33%로 보

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입버섯 추출물의 경우

이들 버섯추출물 보다는 낮은 아질산 소거능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15, Park et al., 2015).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한입버섯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폴리페놀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

산물로서 분자 내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공여할 수 있어 인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유리 라디컬

(ROS, OH, NO)의 산화작용을 억제, 소거하여 항염증, 항

암 및 항균작용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4; .Qi et al., 2013). 각 추출용매 별 총 폴리페

놀 함량은 70% 에탄올 추출물이 9.17 mg GAE/g으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70% 메탄올 추출물로 7.08 mg

GAE/g이었으며, 열수추출물은 3.92 mg GAE/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한입버섯은 약용버섯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70%
ethanol, and 70% methanol extracts from Cryptoporus
volvatus. Bright gray bar indicates a positive control.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the dark gray
ba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3.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70% ethanol,
and 70% methanol extracts from Cryptoporus volvatus. Bright
gray bar indicates a positive control.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the dark gray ba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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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루궁뎅이, 번데기동충하초의 70% 에탄올추출물에

비해서는 높은 함량치를 보였으나(An et al., 2019a), 영

지의 70% 에탄올추출물보다는 약 5배가량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Park et al. (2015)에 의하면 느타리의 열수 및

에탄올, 메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각각 7.3

mg GAE/g, 2.5 mg GAE/g, 4.7 mg GAE/g로 에탄올추출

물이 가장 낮은 함량치를 보이며 본 연구의 한입버섯 추

출용매 별 총 폴리페놀 함량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

다. 한입버섯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컬

소거능과의 피어슨상관계수(r)는 0.744 (P<0.05)이었으며,

아질산염 소거능과는 r=0.921 (P<0.01)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Fig. 5). 이와 같은 결과는 라디컬 소거능에 따른

항산화활성은 자체 내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Qi et al. (2013)과 Wang et

al. (2003)의 보고와 일치한다. 

한입버섯 추출물의 Nitric Oxide (NO) 생성률
용매별 한입버섯 추출물의 NO 생성율을 측정하여 항염

증 효과를 살펴보았다(Fig. 6). NO는 활성산소의 일종으

로 염증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 혹은 세포계에

서 LPS와 같은 자극에 의해 염증반응이 시작되면 염증성

유전자인 iNOS가 발현되고 과량의 NO가 생성된다고 알

려져 있다(Choi et al., 2012). 즉, LPS로 유도된 염증반응

이 버섯 추출물 첨가로 인하여 NO의 생성의 감소된다는

것은 세포계의 염증반응이 저해되며 항염증 반응을 나타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RAW 264.7 세포만

배양한 대조군의 NO 생성율은 4.6%로 매우 낮게 측정되

었으며, LPS를 처리한 군에서 NO 생성율은 53.9%로 크

Fig. 4.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ot-water, 70% ethanol,
and 70% methanol extracts from Cryptoporus volvatus. Bright
gray bar indicates a negative control.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the dark gray ba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5. Correlation analysis for (A) DPPH scavenging activity vs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B)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vs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Cryptoporus volvatus extracts.

Fig. 6.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 by the treatment of
hot-water, 70% ethanol, and 70% methanol extracts from
Cryptoporus volvatus were determined by using NO assay.
RAW 264.7 cells were incubated under 1 µg/ml concentration
of lipopolysaccharide (LPS) and added with 1 mg/ml
concentration of C. volvatus extracts. Bright gray bars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the dark gray ba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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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입버섯의 열수 및 70% 에탄올,

70% 메탄올 추출액 1 mg/ml씩 처리하였을 경우 NO생성

율이 37.8~40.1%로 낮아져 한입버섯 추출물이 NO의 생

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입

버섯 추출용매 중에서 70% 메탄올 처리군에서 가장 낮은

NO 생성율 (37.8%)을 나타냈다. Kim et al. (2015b)에 의

하면 토마토 잎 추출물의 생리활성과 NO 생성저해 활성

과의 상관관계 중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PPH 라디컬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및 총 폴리페놀

함량과 NO 생성률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입버섯 추출물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MTT를 이용하여 한입버섯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 얼마나 세포독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는 Fig. 7과 같다. RAW 264.7 세포에 1 ug/ml 농도로

LPS를 처리한 대조군에서 세포생존율은 19.8%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한입버섯의 열수 및 70% 에탄올, 70% 메

탄올 추출액 1 mg/ml씩 처리하였을 경우 세포생존율은

각각 81.4%, 60.3%, 73.8%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추출용매별로 비교한 결과 한입버섯의 열수추출물

에서의 세포독성이 가장 낮아 높은 세포생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iNOS에 의해 생성된 NO는 세포독성

효과가 있어 이와 관련된 염증 및 질병을 유도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Vallance, 2003). 본 연구에서 NO 생성률이

비교적 낮았던 한입버섯의 70% 에탄올추출물은 높은 세

포 생존율을 기대하였으나, 가장 낮은 세포생존율로 측

정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NO 생성률과 세포독성

에 의한 생존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세포생존에 관여하는

여러 다른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입버섯의 베타글루칸 함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입버섯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37.8%로 나타났다(Table 1). 이와 같은 결과는 식용버섯

류인 목이 및 흰목이, 표고버섯에 비교하여 높은 함량치

를 보였으며, 경남농업기술원의 베타글루칸 고함유 큰느

타리 계통보다도 높은 함량치를 보였다(An et al., 2019b;

Kim et al., 2015). 또한 약용버섯류 중에서도 노루궁뎅이

와 영지에 비하여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An et

al., 2019a; Cho et al., 2013). 천연물의 유용성분 중의 하

나인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인체의 면역시스템

에 작용하여 정상적인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

켜 세포조직의 면역을 향상을 통해 항당뇨, 혈압조절 작

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handrasekaran et al., 2011;

Kim et al., 2015a). Wu et al. (2011)에 의하면 베타글루

칸은 폴리페놀과의 분자 상호 작용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

구와 Lee et al. (2013)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높은

DPPH 라디컬 소거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버섯류 중에서 꽃송이 버섯은 건조중량의 40% 이상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송

이 버섯 유래의 베타글루칸 처리 시 TNF-α의 분비가 증

가됨과 동시에 암의 성장 억제기능이 확인되었다(Kim et

al., 2013). 이와 같이 한입버섯은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 가능성이 큰 버섯 중의 하나

라고 사료된다.

적 요

국내 자생하는 한입버섯의 생리활성 및 항염 활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열수 및 70% 에탄올, 70% 메탄올 추출물

에 대한 DPPH 라디컬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총 폴리

페놀 함량, NO 생성률 및 세포생존율을 분석하였다. 본

Fig. 7. Cell viability by the treatment of hot-water, 70%
ethanol, and 70% methanol extracts of Cryptoporus volvatus
(Peck) Shear. Viability of RAW 264.7 cells harvest at 24 hr
after 1 µg/ml concentration of LPS addition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Bright gray bars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The resul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 ±
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the dark gray ba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1. Total glucan, α-glucan and β-glucan contents from
Cryptoporus volvatus. Values given here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s (n=3).

Material
Total glucan α-glucan β-glucan

(% w/w)
Cryptoporus 

volvatus 41.77±3.77 3.94±0.14 37.83±3.66

Yeast 58.09±2.04 5.09±0.30 53.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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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한입버섯의 열수추출물과 70% 메탄올 추출물에

비하여 70% 에탄올추출물의 DPPH 라디컬 소거능(76.1%),

아질산염 소거능(29.5%), 총 폴리페놀 함량(9.17 mg

GAE/g)이 가장 높았다.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컬 소거능 및 아질산염 소거능과는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NO 생성률은 70%에탄올 추출물이

37.8%로 가장 낮아 NO 저해효능이 우수하였으며, 세포생

존율은 81.4%로 열수추출물이 가장 높아 열수추출에 의

한 세포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타글루칸

함량은 37.8%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생버섯 중의 하나인 한입

버섯이 건강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 가능성이 큰 버섯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차의 형태로 우려 마실 경

우 여러 질병들에 대한 예방학적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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