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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안 상황버섯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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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wrinkle Effect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xtracts. Soon-Ju Cheon, Min-Jung Jang, 
Young-Ah Jang, Eun-Young Choi, Dong-Ha Jun, Young-Hun Kim1, Woo-A Cho2, Yeon-Sook Jeong3, 
Hyeork-Bum Kwon4, Tae-Hoon Kim5, Kyung-Im Choi6, Jeong-Ryong Do7, Chang-Eon Lee and Jin-Tae 
Lee*. Department of Cosmeceutical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1Mediway Korea Co., Ltd, 2Department 
of Cosmetology Science, Nambu University, 3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Japan, 4BioGuild, 
5Department of Herbal Medicinal Pharmacology, Daegu Haany University, 6Department of Beauty 
Coordination, Daegu Health Collage, 7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 The skin of human is constantly being 
exposed to environmental irritants such as ultraviolet, smoke and chemicals. These irritants cause free 
radicals and reactive oxygen species which leave serious damages on the cells of skin.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ere investigated for the activities of anti-lipid perox-
idation and anti-wrinkle effects to apply as a functional ingredient for cosmetic products. As the result 
of evaluation of liquid oxidation rate by add Fe2+ and Cu2+ to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xtracts,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thanol extracts were higher than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ater ex-
tracts in the chealting ability of Fe2+ and Cu2+. The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thanol extracts ex-
hibited that anti-lipid peroxidation higher than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t the concentration 
of 0.1 mg/ml, 0.5 mg/ml and 1 mg/ml.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ater and ethanol extracts 
showed a higher inhibitory effect on Fe2+-induced lipid peroxidation compared to Cu2+-induced lipid 
peroxidation. In the case of anti-wrinkle effect, the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thanol extracts was 50.7%, and it is higher than urosolic acid at the concentration of 0.01 
mg/ml. Also, in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ater extract showed low 
effect, but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thanol extract was about 50% at a 0.1 mg/ml. concentration. 
These results proved that Cambodian Phellinus linteus had anti-lipid peroxidation and anti-wrinkle 
effect. Therefore, Cambodian Phellinus linteus could be useful as an anti-wrinkle cosmetic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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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란 세포와 신체 조직  기 에 걸쳐 일어나는 기능 , 

구조 , 생화학  변화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과 활

성이 하되어 생체 구성 단백질들의 생합성이 어들게 되어 

생기는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와 외 으로 오염된 공기

와 약물, 자외선에 의한 노화(photo aging)에 의해 피부가 

얇아지며, 주름이 증가되고, 탄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검버섯이 증가하게 된다[7,9]. 

진흙버섯속(Phellinus)에 속하는 버섯으로는 목질진흙버섯

(Phellinus linteus), 말똥진흙버섯(P. lgniairus). 마른진흙버섯(P. 

gilvus), 낙엽진흙버섯(P. pini), 참진흙버섯(P. contiguus), 녹슨

진흙버섯(P. ferruginosus), P. baumi, P. hartigii, P. punctatus, P. 

ribis, P. rimosus 등의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Phellinus linteus

가 이들  가장 항암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상황버섯은 항암력이 뛰어난 버섯으로 소비자의 심이 고

조되고 있다. Ji 등[11]은 상황버섯 추출물의 항돌연변이원성

과 암세포에 한 세포독성 효과를 규명  장암과 방 암 

등의 원인효소인 장내세균 유해효소 해효과[13] 등 상황버

섯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다. 상황버섯의 열수 추

출물이 B세포기능을 증가시키고[15], 상황버섯에서 추출된 다

당체가 체액성  세포성 면역반응을 항진시킨다[14]는 연구

보고도 있어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까지 상황버

섯에 한 항암활성, 항산화 미백활성에 한보고는 많이 있

으나 피부주름개선에 한보고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캄보디안 상황버섯을 이용하여 지방산패도 억제 

 주름개선 효과를 살펴보아 화장품 산업에의 기능성소재로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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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상황버섯은 캄보디아산으로 (주)바이오

길드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시료 추출

시료의 추출은 다음과 같이 추출하 다. 즉, 열수 추출물의 

경우, 상황버섯에 10배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80oC에서 3시

간 환류 냉각 추출하 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70% 에탄

올에 침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추출하 다. 각 추

출물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

으며, 상층액을 감압 농축하여 동결 건조 후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다. 

Fish oil emulsion 조제

지방산패 억제능 실험에 사용하는 oil emulsion은 실험직

에 만들었으며, 미리 pH 6.5로 보정한 0.1 M maleic acid buf-

fer 8 ml를 넣은 다음 0.05 ml의 유화제인 tween-20 0.05 ml와 

0.25 ml의 fish oil을 넣고 15분간 교반하 다. 이 후 KOH 2 

g을 넣고 150 ml까지 정제수를 가한 후 교반하면서 2 N HCl로 

pH 6.5가 되도록 조제하여 사용하 다.

Fe2+ 는 Cu2+의 첨가에 따른 지방산패 억제능 측정

산화 진제인 Fe2+ 는 Cu2+의 첨가에 따른 지방산패 억제

능 측정은 Buege와 Aust의 방법[2]에 따라 측정하 다. Oil 

emulsion 0.5 ml와 시료 0.1 ml  50 ppm의 Fe2+ 는 Cu2+ 

이온용액 0.1 ml가 포함된 혼합물이 채워진 시험 을 37oC에

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2 ml의 TCA/TBA 시약을 가하고 

다시 혼합 후 끊는 물에서 15분간 끊인 다음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켜 상층액을 흡 도 531 nm 에서 측정하

다. Fe2+ 는 Cu2+의 첨가에 따른 지방산패 억제능은 시료용

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Elastase 해 활성 측정

Porcine pancreas elastase 해 활성 측정은 기질로서 

N-succinyl-(L-Ala)3-p-nitoanilide를 사용하여 37oC에서 30분

간 p-nitoanilide의 생성량을 측정하 다[3]. 즉, 각 시험용액을 

일정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0.1 ml씩 시험 에 취하고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elastase, pancreatic sol-

ution, Type I : From Porcine Pancreas (0.6 units/ml)용액 0.05 

ml을 가한 후 기질로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N-succinyl-(L-Ala)3-p-nitoanilide (1 mg/ml)을 0.1 ml 첨가하

여 30분간 반응시켜 41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lastase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Collagenase 해활성 측정

Collagenase 해활성 측정은 Wűnsh [19] 등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 다. 즉 반응구는 0.1 M Tris-HCI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가하여, 4-phenylazobenzyloxycarbonyl- 

Pro-Leu-Gly-Pro-Arg (0.3 mg/ml)를 녹인 기질액 0.25 ml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collagenase (0.2 mg/ml) 0.15 ml

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을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 후, ethyl acetate 1.5 ml을 첨가하

여 상등액을 3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Collagenase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통계 처리 

본 연구는 독립 으로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실험한 결과

로 통계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 으

며, 유의차 검증은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 에서 Duncan의 다  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따라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지방산패 억제능 측정 확인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는 불포화 

지방산이 자동산화하는 과정  지방산화의 2차 산물인 malo-

naldehyde (MDA)가 발생하며, 이는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alonaldehyde (MDA)는 2-thiobarbituric acid 

(TBA)시약과 반응하는 주된 물질이며, 531 nm에서 분홍빛형

을 갖는 물질을 만든다. 생체 내에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

지질  당지질과 에 존재하는 지질은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물을 만들고 이들의 연속반응에 의하여 alcohol류, al-

dehyde류, ketone류 등을 생성하여 생체 내에서 DNA를 손상

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하며, 세포의 노화와도 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17]. 

이러한 지방산패의 억제능을 측정하기 해 산화 진제인 

Fe2+, Cu2+이온첨가에 따른 지방산패 억제능 측정 결과를 Fig. 

1과 2에 나타내었다.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의 경우 산화 진

제인 Fe2+에 한 지방산패 억제능을 측정한 결과 0.5 mg/ml

의 농도에서 57%를 나타내었으며,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0.5 mg/ml의 농도에서 85%의 지방산패 억제능을 나타

내었다. 한, Cu2+이온첨가에 의한 지방산패 억제능을 측정

한 결과 0.1 mg/ml의 농도에서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이 10% 

미만의 낮은 지방산패 억제능을 나타내었으나 상황버섯 에탄

올 추출물 0.1 mg/ml 농도에서 69.4%의 높은 억제능을 나타

내었다. 

이는 조군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비교하

을 때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화 진제인 F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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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xtracts on lipid 

oxidation in the presence of ferrous ion (Fe
2+). Water: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water extract, Ethanol: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ethanol extract,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Values are means of 3 repli-

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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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xtracts on lipid 

oxidation in the presence of copper ion (Cu
2+). Water: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water extract, Ethanol: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ethanol extract,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Values are means of 3 repli-

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는 Cu2+이온첨가에 따른 지방산패 억제능을 측정한 결과, 

Cu2+이온보다는 Fe2+에 한 지방산패 억제능이 더 우수했으

며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보다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지방

산패 억제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lastase 해 활성 측정 확인

인체의 성구 과립구 내에 존재하는 elastase는 진피 내 

피부탄력을 유지하는데 요한 기질 단백질인 elastin을 분해

하는 효소이며, 다른 요한 기질 단백질인 콜라겐을 분해할 

수 있는 비특이  가수분해 효소이다. 따라서 elastase 해제

는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나타내며[18], urosolic acid 

등이 elastase 해제로 이용되고 있다[1]. 한 체내의 elastin

을 분해하는 백 구 과립 효소 의 하나로 이상조직에는 그 

효소 활성이 극히 높아 조직 괴에 직 인 원인이 되어 

피부의 주름  탄력성 소실을 유발한다[5,16]. 

상황버섯 추출물을 이용한 elastase 해 활성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10% 

미만의 매우 낮은 해 활성을 나타내었지만, 상황버섯 에탄

올 추출물은 0.01 mg/ml의 농도에서 50.7%의 해활성을 나

타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 고 농도 의존

으로 해율이 증가하 다.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elastase 

해활성은 0.5 mg/ml 농도에서 조군으로 사용된 urosolic 

acid 보다 20% 높은 elastase 해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름개선효과에는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

올 추출물에서 elastase 해 활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Collagenase 해활성 측정 확인

세포 외 기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collagen은 피부의 섬유아

세포에서 생성되는 주요 기질 단백질이다. Collagen의 주된 

기능으로는 피부의 기계  견고성, 결합조직의 항력과 조직

의 결합력, 세포 착의 지탱, 세포 분할과 분화의 유도 등이 

알려져 있다[12]. Collagen은 피부, 골, 인 , 연골  치아 등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이러한 collagen은 트립신 등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으나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된다

는 보고[6,8] 가 있어, 상황버섯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colla-

genase 해활성을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열수 추출물은 0.05 mg/ml～1 mg/ml 농도에서 3.4%～

6.8%로 collagenase 해활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에

탄올 추출물은 33.4%～89.6%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며, 농도 의존 으로 해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collagenase 해활성에서 조군으로 

사용된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보다 0.5 mg/ml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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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n rate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xtract on 

elastase. Water: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water 

extract, Ethanol: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etha-

nol extract, Ursolic acid: positive control.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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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n rate of Cambodian Phellinus linteus extract on 

collagenase. Water: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wa-

ter extract, Ethanol: Cambodian Phellinus linteus with 

ethanol extract,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

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도를 제외하고는 약 10% 높은 해활성을 나타내어 상황버

섯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collagenase의 활성을 

해함으로서 collagen의 분해를 막아 피부의 주름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까지 개발되어 일부 이용되고 있는 피

부노화 억제제는 그 효능과 부작용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

고 있다. 캄보디안 상황버섯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은 물론 

피부 주름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능이 우수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사람의 피부는 자외선, 오염된 공기, 화학 제품 등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이들로 인한 자유라디칼과 활성 산소는 

피부세포에 큰 손상을 끼치게 된다. 캄보디안 상황버섯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하여 지방

산패 억제능 측정과 주름개선 효과 측정을 하 다. 

캄보디안 상황버섯 열수, 에탄올 추출물에 속이온을 첨

가하여 지방산패 억제능을 측정한 결과 캄보디안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Fe2+와 Cu2+chelating 능

력이 우수하 다. 캄보디안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0.1 mg/ml, 0.5 mg/ml, 1 mg/ml의 농도에서 조군인 bu-

tylated hydroxytoluene (BHT)보다 높은 지방산패 억제를 나

타내었다.

캄보디안 상황버섯 열수, 에탄올 추출물은 산화 매제인 

Fe2를 함유한 지방 산패 억제능이 Cu2+를 이용한 지방산패 억

제능 보다 우수하 다. 

주름개선 효과 측정으로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캄보디안 상황버섯 에탄올 추출물은 0.01 mg/ml의 농도에서 

50.7%의 해활성을 나타내어, 조군인 urosolic acid보다 높

은 elastase 해활성을 타나내었다. 한 에탄올 추출물의 경

우 0.1 mg/ml의 농도에서 약 50%의 해활성을 나타내어 캄

보디안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collage-

nase에 해 높은 해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캄보디안 상황버섯의 에탄올 추출물은 지

방산패 억제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름 개선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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