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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궁뎅이 버섯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염증 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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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Inflammatory Effect
of Hericium erinaceus Water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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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Hericium erinaceus (HE) and we investi-

gated that HE extract contributes to cell proliferation and to anti-LPS-induced inflammation. HE extract showed high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However, the reducing power activity slightly increased in compare with control.

Nitrite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OD-like activity of HE were elevated in dose-dependent. The

level of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showed 30.06 ㎎/100 g and 33.86 ㎎/100 g, respectively. Linoleic acid oxidation inhibi-

tion had reached a maximum level on the fourth day and started to drop from the fifth day. HE extract contributes to cell

proliferation on the RAW 264.7 cell. Our finding demonstrated that water extracts of HE possess significant antioxidant

activities and may be suggested a new potential source of anti-inflammatory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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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노화와 암의 대처방

안으로 천연 항산화 물질 등의 생리활성물질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utler, 1984).

생체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생화학적 산화 반

응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흔히 유

해산소라 불려지는 활성산소는 가장 안정한 형태의 산소인 삼

중항산소 (3O2)가 산화, 환원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중항산소인

superoxide (3O2)와 hydroxyl radical (OH)과 같은 짝짓지 않

은 상태의 free radical 및 과산화수소 (H2O2)를 통칭한다

(Papa and Skulachev, 1997).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산화력이 높아 생체물질과 쉽게 반

응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제거되지 못하면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를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지질과산화를 유도하고, 단백질, 세포막 및 DNA 등을 손상시

켜 세포의 노화와 변형을 유도함으로써 뇌졸중, 암, 동맥경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Jeong et al., 2008). 생물학적 반응으로 생성된 free radical

을 제거시켜 생체를 보호하는 생리학적 항산화 효소로는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peroxidase

(GSHpx) 및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등이 있으며,

저분자의 항산화제 혹은 free radical scaveng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α-tocopherol, β-carotene, ascorbic acid 및 glutathione

등이 알려져 있다 (Borrello et al., 1984). 이와 같이 인체는

식이로 섭취하는 항산화 식품이나 인체 내의 항산화 효소로서

활성산소의 유리기를 제거하여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유지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있다 (Ji, 1993).

버섯은 향미성분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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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당류, 비타민 및 무기질과 같은 특수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최

근에는 항암활성, 면역증강, 항산화 등의 약리효과가 밝혀지면

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Franz et al., 1996).

노루궁뎅이 버섯 (Hericium erinaceus)은 산호버섯과에 속하

는 버섯으로 가을철 활엽수의 고목이나 생목에서 발생하며 중

국에서는 원숭이 머리버섯, 곰머리 버섯으로 알려져 있으며

(Chang et al., 1999), 일본에서는 Yamabushitake (Ahn, 1992),

우리나라에서는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알려졌다. 노루궁뎅이 버

섯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무기염류 및 비타

민 등이 풍부하고, 항암 및 면역 기능을 증대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Yearul and Shuichi, 1989, Yanmagumci

and Yearul, 1987). 최근에는 치매치료제로 가능한 물질이 분

리되었으며, 항암효과를 가진 성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리활

성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awagishi et al., 1996).

본 연구는 노루궁뎅이 버섯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효능과

RAW 264.7 cell에서의 LPS에 의한 염증반응의 조절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소재인 노루궁뎅이 버섯은 음건하고 분쇄하

여 사용하였다. 리터당 약 100 g을 넣고 85℃에서 3회 반복

열수 추출하고, 추출액은 여과지 (Adventec Toyo 2, Japan)를

사용하여 2회 감압 여과하고 rotary evaporator로 농축하였다.

이를 동결건조 후 -2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1)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DPPH는 Blois의 (Blois, 1958)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열수

추출을 통해 얻어진 노루궁뎅이 버섯 시료를 10㎎을 증류수

1㎖로 희석하여 0.1, 0.5, 1, 2, 3㎎/㎖ 농도로 각각 1㎖씩

제조하고, standard로 사용되는 BHT 용액은 BHT 10㎎을

methanol 1㎖로 희석하여서 0.1, 0.5, 1, 2, 3㎎/㎖의 농도

로 각각 1㎖씩 제조한다. 또한 DPPH 용액은 DPPH

0.002 g에 methanol 25㎖로 제조한다. 96 well plate에 BHT

용액과 methanol를 각각 80㎕씩 혼합한 군, BHT와 DPPH

용액을 각각 80㎕씩 혼합한 군, sample과 DPPH 용액을 각

각 80㎕씩 혼합한 군, methanol과 DPPH용액을 각각 80㎕

씩 혼합한 군, methanol만을 160㎕씩 처리한 군, 증류수와

DPPH용액을 각각 80㎕씩 혼합한 군, 증류수와 methanol을

각각 80㎕씩 혼합한 군을 각각 구분하여 분주한 후 빛과 반

응하지 못하게 foil로 감싸준 뒤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해 517㎚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환원력 (Reducing power assay) 측정

Oyaizu의 (Oyaizu, 1986) 방법에 따라 PBS와 1% potassium

ferricyanide 2.5㎖를 0.1, 0.5, 1, 2, 3㎎/㎖의 농도로 제조

한 sample과 standard인 BHT와 ascorbic acid 2.5㎖과 대조

군 2.5㎖에 각각 혼합시킨 후 50℃에서 20분 동안 정치한

다음 반응이 끝난 혼합물을 각각 5㎖씩 새 tube로 옮긴 뒤

TCA (trichloroacetic acid) 용액 2.5㎖를 첨가하여 centrifuge

에서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한 상

층액 5㎖에 증류수 5㎖와 ferric chloride 1㎖를 첨가한 후

96well plate에 0.15㎖씩 분주 해준 뒤 ELISA reader를 이

용해 70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아질산염 소거능 (Nitrite scavenging activity)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은 Gray와 Dugan의 (Gray and

Dugan, 1975)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먼저, 노루궁뎅이 버섯 추

출물과 standard인 ascorbic acid을 각각의 농도 0.1, 0.5, 1,

2, 3㎎/㎖로 sample을 제조하고, 1㎖의 증류수 대조군을 준

비해 준 후 여기에 각각 1㎖에 1 mM의 nitrite sodium을 넣

고 혼합해 준 뒤 8㎖의 0.2 M citrate buffer (pH 3.0)를 넣

고 혼합한다. 그 후, 37℃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한 후에

혼합물 중 1㎖를 다른 시료에 옮긴 뒤 2% acetic acid 2㎖

와 griess reagent를 0.4㎖ 넣고 혼합한다. 그 후, 15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로 520㎚에서 측정하

였다. Nitrite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Nitric oxide scavenging activity (%) = [1-(A-C)/B] × 100

4) ABTS 라디칼 소거능 (radical scavenging)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Jeong 등의 방법을 (Jeong et al.,

2009),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증류수에 용해한 7 mM의 ABTS

와 2.45 mM의 potassium persulphate을 혼합한 후, 안정화를

위해 암실상태에서 12-16시간 방치한다. 734㎚에서 OD값이

0.70 ± 0.02이 되도록 PBS (pH 7.4)로 희석하였다.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과 standard인 ascorbic acid을 0.1, 0.5, 1, 2,

3㎎/㎖로 용해한 용액 0.1㎖와 위의 ABTS 용액 0.9㎖을

가하여 혼합한 후, 5분간 실온에서 정치한 후, 734㎚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ABTS scavenging activity (%)={(C-D)-(A-B)/(C-D)} × 100

위의 식에서 A는 ABTS 용액과 sample 또는 standard의

측정값을, B는 potassium persulfate 용액에 sample 또는

standard의 측정값을, C는 ABTS 용액과 증류수 또는

methanol의 측정값을, D는 potassium persulfate와 증류수 또

는 methanol의 측정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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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Folin-Ciocalteu’s

방법을 이용하였다 (Wang et al., 1994). standard인 gallic

acid를 0.05, 0.10, 0.15, 0.25, 0.30㎎/㎖의 농도로 실험하여

y = 0.0642x + 0.0618, R2= 0.9903의 표준곡선을 획득하였고 노

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을 10㎎/㎖로 용해한 용액 40㎕와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을 1㎎/㎖로 용해한 용액

20㎕, Na₂CO₃(20%) 60㎕을 혼합한다.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을 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해 70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후 얻어진 페놀 농도에 표준곡선과 수율

(61.04%)을 이용해 총 페놀 함량 값을 측정하였다. 

6)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 측정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의

측정은 Nieva 등 (Nieva et al., 2000)의 방법으로 측정되었

다. 우선 catechin reagent을 1㎎/㎖로 용해한 용액을 0.0025,

0.005, 0.01, 0.015, 0.020, 0.025㎎/㎖의 농도로 각각 만든

후 25㎕씩을 분주 한 후 125㎕의 증류수로 희석한다. 다음

은 5% sodium nitric (NaNO₂) 8㎕를 첨가한 후, 5분간 상

온에서 반응시켜준다. 그 후 10% aluminum chloride 15㎕를

넣고, 6분간 반응 후 1 M sodium hydroxide (NaOH) 50㎕

와 27㎕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ELISA reader를 이

용해 51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y = 0.0168x + 0.0232,

R2= 0.9972의 표준곡선을 획득하였고,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

물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여 얻어진 결과인 플라보

노이드 농도에 표준곡선과 수율 (61.04%)을 통해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 값을 측정하였다.

7) 리놀레산 산화 저해 활성 측정 

리놀레산 산화 저해 활성 측정은 Debnath 등의 방법

(Debnath et al., 2012)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최저 농도

0.1㎎/㎖, 최고 농도 3㎎/㎖로 용해한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

물과 standard인 ascorbic acid을 제조하고, 추가적으로 증류수

로만 이루어진 대조군을 각각 2.5㎖을 새 tube에 분주한다.

그 후, 0.1 M PBS (pH 7.0) 1㎖, 증류수 0.5㎖, 50 mM

linoleic acid 1㎖를 가해주고, 40℃에서 7일간 정치해준 후,

각각의 용액들을 7일간 같은 시각에 50㎕를 따서 새 tube에

분주한 후 추가적으로 75% EtOH 2.35㎖, 30% ammonium

thiocyanate 50㎕, 20 mM FeCl₂50㎕을 순서대로 분주한

뒤 3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다. 그 후, 혼합액을150㎕씩 분

주 후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500㎚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linoleic acid oxidation inhibition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Inhibition of linoleic acid oxidation (%) = (1-(A/B))*100

이때 A는 sample 또는 standard의 흡광도 값을, B는 대조

군의 흡광도 값을 의미한다. 

8) Superoxide dismutase 유사 활성 (SOD-like activity) 측정

SOD 유사 활성 측정은 Marklund의 방법 (Marklund and

Marklund, 1975)에 따라 측정하였다.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

과 standard인 ascorbic acid을 0.1, 0.5, 1, 2, 3㎎/㎖로 용

해한 용액과 증류수 각 0.2㎖에 7.2 mM pyrogallol 0.2㎖을

가한 후, 3㎖의 tris-HCl buffer (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 10 mM EDTA, pH 8.5)를 혼합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다. 그 후 1 N HCl 1㎖를 가한 혼합물과 농

도처리만 된 sample과 standard를 0.15㎖을 가한 후 ELISA

reader로 42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SOD-like activity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Scavenging activity (%) = 100-[{A-B)/C} × 100]

위의 식에서 A는 실험과정이 모두 이루어진 sample 또는

standard를, B는 농도 처리만 된 sample 또는 standard를, C

는 실험과정이 모두 이루어진 대조군을 의미한다. 

3. 세포 활성 실험

1) 세포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RAW 264.7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DEME 배지를 사용하였고, 이때 각각의 배지에 1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BRL)와 1% penicillin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여 37℃, 5% CO₂incubator에서 배양하였고

Ca2+/Mg2+ free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4)로

각 세포의 단층을 깨끗이 씻어낸 후 계대배양을 실시하였고,

배지는 매일 교환하였다.

2) 세포생존율 측정 (MTT assay)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3-3-(4,5-dimethyl-2-thiazolyl)-2,5-

dip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를 이용한 방법에 의

해 측정하였다. 배양된 RAW 264.7 세포를 5 × 104 cells/well

의 농도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여 부착 및 안정화시킨 후,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세포에 알맞은 배지로 5㎎/㎖의 농도로 용해시켜 제조한

MTT용액을 각 well에 10㎕씩 가하고, 37℃, 5% CO₂ 조건

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켜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배지

를 제거한 후, 각 well에 100㎕의 DMSO를 첨가하여 생성

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켜 57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산출하였다.

Viability (%) = (Test well/대조군 well)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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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값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한 결과를 평

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는 SPSS package program

을 이용하였다. 각 군 간의 측정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한 후 p < 0.05의 유의수준에서

Du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비교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의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의 페놀

함량은 30.06㎎/100 g,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3.86㎎/100 g로

확인되었다.

2.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환원력, 아질산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하여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

한 결과 Fig. 1의 A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DPPH

가 짙은 자색의 안정한 자유 라디칼로 항산화 물질에 의해 환

원되면서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여러 시료로부터 항산화 활성을

탐색할 때 유용하다 (Lee et al., 2011). 열수 추출한 노루궁

뎅이 버섯은 0.1, 0.5, 1, 2, 3㎎/㎖에서 각각 62.81%,

77.38%, 81.36%, 77.19%, 71.62%의 소거 활성을 보였다. 이

와 비교적으로 합성 항산화제인 BHT는 0.1, 0.5, 1, 2,

3㎎/㎖에서 각각 74.74%, 95,69%, 96.08%, 96.71%, 95.94%

를 보임으로서 노루궁뎅이 버섯은 BHT 보다는 낮은 소거 활

성을 보이나 전체적 농도로 보았을 때 60% 이상의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을 보이기 때문에 DPPH 라디칼에 대한 높은

전자공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루궁뎅이 버섯의 농도를 달리하여 금속이온을 환원시키

는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1의 B와 같으며,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 중 활성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

력을 환원력이라고 한다. 이는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는 방법

으로 많이 쓰인다. 환원력이 클수록 색은 녹색으로 변하며 큰

흡광도 값을 나타낼수록 항산화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Song

et al., 2012). 노루궁뎅이 버섯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

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standard로 사용된 물질인

ascorbic acid나 BHT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여 노루궁뎅이 버

섯이 환원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질산염을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을 메

트헤모글로빈으로 전환시키는데, 이 메트헤모글로빈은 각종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 et al.,

2000). 노루궁뎅이 버섯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Fig. 1의 C와

같으며, 결과를 보면 0.1, 0.5, 1, 2, 3㎎/㎖에서 각각

19.33%, 23.65%, 39.67%, 67.47%, 101.34%의 저해율을 보

였으며, standard로 쓰인 ascorbic acid는 0.1, 0.5, 1, 2,

3㎎/㎖에서 각각 15.11%, 25.13%, 37.57%, 55.15%,

99.47%의 저해율을 나타냈는데, 노루궁뎅이 버섯이 Ascorbic

acid 이상의 소거능을 보였다. 이때 노루궁뎅이 버섯은

standard 물질과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저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산화 유도제인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에 의해 형성된 ABTS 양이온이 시료 중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될 때 일어나는 탈색반응을 이용하

여 물질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Myung and

Hwang, 2008). 노루궁뎅이 버섯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Fig. 1의 D와 같으며, 노루궁뎅이 버섯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ABTS 라디칼 소거능 또한 증가하였다. 0.1,

0.5, 1, 2, 3㎎/㎖에서 각각 29.13%, 47.63%, 69.82%,

99.48%, 101.49%의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이때 standard 물

질로 쓰인 ascorbic acid는 0.1, 0.5, 1, 2, 3㎎/㎖에서 각각

Table 1. Total phenolic compound and flavonoid contents of
Hericium erinaceus extract.

Extract
Total phenolic

(㎎ GAE/100 g of dry mass)**
Total flavonoid

(㎎ CE/100 g of dry mass)*

Water 
extract

30.06 ± 0.17 33.86 ± 0.01***

***GAE: gallic acid equivalent.
***CE: catechin equivalent.
***Values are mean ± SD(n = 3).

Fig. 1. Antioxidant activities of extract from different concen-
tration of Hericium erinaceus. (A);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B);Reducing power, (C); Nitrite Scavenging Activity,
(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values are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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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99.97%, 99.29%, 99.16%, 100.95%의 소거활성을

보임으로써 높은 소거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리놀레산 산화 저해 활성

불포화유리지방산의 일종인 Linoleic acid에 대한 노루궁뎅

이 버섯의 산화 억제 활성 (oxidation inhibition)을 측정하였

으며, 항산화제로 널리 쓰이는 ascorbic acid의 산화 억제 활

성을 함께 비교하였다. linoleic acid 산화 억제능의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노루궁뎅이 버섯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linoleic acid 산화 억제능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4일째에 노

루궁뎅이 버섯은 85% 억제능을, standard인 ascorbic acid는

96%의 억제능으로 제일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5일째부터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4. Superoxide dismutase 유사 활성 (SOD-like activity)

생체 내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는

세포내 활성산소를 과산화산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 하

는 효소이며, SOD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catalase 또는

peroxidase에 의해 물 분자와 산소 분자로 전환되는 중요한 효

소 중 하나이다 (Ha et al., 2010). 노루궁뎅이 버섯의 SOD

유사활성능의 결과는 Fig. 3에 나타냈다. 즉, superoxide의 반

응성을 억제하며, 노화와도 관계가 있는 SOD유사활성능을

pyrogallol에 대한 자동산화 반응을 이용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을 0.1, 0.5, 1, 2, 3㎎/㎖의 농도에서 측정한 결과, 각각

44.38%, 54.71%, 77.01%, 114.42%, 175.46%으로 나타났으

며 standard인 ascorbic acid는 0.1, 0.5, 1, 2, 3㎎/㎖에서

각각 43.11%, 52.42%, 70.60%, 97.91%, 100.28%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아 노루궁뎅이 버섯이 높은 SOD 유사활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세포생존율 측정 (MTT assay)

MTT를 이용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이 LPS

(10㎍/㎖)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 얼마나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노루궁뎅이 버섯 추

출물을 농도별로 처리시 세포 생존율은 증가하였다. LPS군에

서는 세포수가 감소하였으며, 추출물의 경우에는 높은 세포 생

존율을 나타냄으로서 노루궁뎅이 버섯 열수 추출물에서 항염

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루궁뎅이 버섯 열수 추출물은 환원력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낮았지만 DPPH 라디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superoxide dismutase 유사 활성에서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리놀

레산 산화 저해 활성에 있어서 standard 물질인 ascorbic acid

Fig. 2. Inhibition of linoleic acid oxidation by the water extract
of Hericium erinaceus. The values are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control
group.

Fig. 3.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ies of water extract
from Hericium erinaceus.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The values are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control group.

Fig. 4. RAW 264.7 cells were incubated under various con-
centration of Hericium erinaceus extract. Viability of
cells harvest at 24 hr after LPS addition was determined
using the MTT assay. The values are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vs.
LPS-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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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매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물

질로 사료된다. 한편, MTT assay 결과에서 LPS로 유도된

RAW 264.7세포는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냄으로써 노루궁

뎅이 버섯 열수 추출물은 낮은 독성을 갖는 항염증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실험을 감안하여 노

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의 경우 마이크로웨이브 추출공정 최적

화 (Lee et el., 2007)와 같은 다각도의 실험이 추가적으로 요

구되며 열수 추출물뿐만 아니라, 추출물의 분획물 등에서의 추

가적인 활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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