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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water extracts of Sparassis crispa (SC) have anti-obesity
effects. Treatment of mature adipocytes with SC caused a decrease in lipid accumulation (assessed by Oil Red
O staining) and an increase in glycerol release. Mice were induced to obesity by a high fat diet (45% fat in
total kcal) and experimental groups were treated with two different dosages of SC extracts, a low SC (LSC,
100 mg/kg/day) or high SC (HSC, 300 mg/kg/day). SC extracts were administered by gavages for 10 weeks
in the experimental groups, while the control group was fed with distilled water. The body weight gain of mice
fed SC was significantly reduced (11.88% lower in LSC, 14.54% lower in HSC)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there were significantly reduced serum levels of triglycerides (13.57% lower in LSC, 19.46% lower
in HSC), total cholesterol (32.22% lower in LSC, 24.67% lower in HSC) and glucose (28.85% lower in LSC,
25.82% lower in HSC) in mice fed SC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epatic triglycerides in mice fed SC were
lower (9.68% lower in LSC, 14.24% lower in HSC) than the control group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were also
lower in mice fed SC (38.72% lower in LSC, 35.20% in HSC).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water extract
of SC may enhance lipolysis and up-regulate the expression of lipolytic enzymes in vitro and reduce body weight
in vivo. These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for both low and high doses of SC treatment, and suggest SC
can be used as potential therapeutic substanc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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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신체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지

방이 과잉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 당

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석증 등의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로 인한 용모 손상을 비롯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

를 야기하는 등 정신적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 또한 최근 비만인구의 급

증과 함께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식품 재료에도 비만예

방 및 개선효과가 있는 천연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2-4),

한방이나 민간요법을 근거로 하여 천연물 성분의 탐색 및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6). 특히 천연물 중에

서는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버섯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버섯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의 풍부한 영양소와 특유의 향을 함유하고 있으며,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 자실체로부터 분리한 β-1,3-

glucan의 항암효과 및 cyclophosphamide로 유발된 백혈구

감소증 생쥐에서의 조혈기능 증강효과가 보고되고(7), 그 외

항산화(8,9), 혈당강하(10), 콜레스테롤 저하(11) 등의 생리

활성을 나타내어 예로부터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많

이 이용되어 왔다. 꽃송이버섯은 꽃송이버섯과의 버섯으로

먹으면 씹는 맛이 좋고 꽃양배추 모양의 풍미가 뛰어난 식용

버섯으로 8∼9월에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의 뿌

리부근 땅 위나 그루터기에 발생한다(12). 꽃송이버섯에는

건조 100 g당 수분(8.8 g), 단백질(6.9 g), 지질(0.8 g), 섬유질

(6.3 g), 회분(3.1 g), 당질(74.1 g)을 비롯하여 식물성 헤미셀

룰로오스 다당류인 β-1,3-glucan(43.6 g)이 함유되어 있는

데 많은 약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생리활성을 갖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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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서 항암효과가 잘 알려진 아가리쿠스버섯(100 g당 11.3

g)보다 β-1,3-glucan의 함량이 약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꽃송이버섯은 새로운 약용버섯

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3T3-L1 세포는 insulin, dexameth-

asone, isobutyl methylxanthine으로 조성된 분화유도 물질

을 첨가하였을 때 지방세포로 분화되는데(14), 알려진 기전

으로는 지방세포의 분화는 지방 조직세포에 특징적으로 발

현되는 유전자들의 조절부위에 작용하는 transcription fac-

tor들이(PPAR-γ, C/EBP family)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

정에 발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모델인 3T3-

L1 preadipocyte에서 mature adipocyte로 분화 후, 지방분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크기 감소 측정과 세포 배지 내

glycerol 분비량 및 lipolytic enzyme을 측정하였고 in vivo

모델인 비만 유도 쥐(diet-induced obesity mice)를 이용하

여 꽃송이버섯 추출물 처리 시 체중감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꽃송이버섯은 경기도 의왕시 왕송 농

장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였다. 꽃송이버섯 추출물은 꽃송

이버섯을(100 g) 증류수에(800 mL) 넣고 1시간 동안 100oC

에서 추출한 후, 3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을 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2 filter paper(Whatman, Lawrence, KS, USA)

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과 동결건조를 통해 총 16.9∼17.3%

의 수득률을 얻었고 -20
o
C에 저장하였다. 3T3-L1 cell은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분주 받아 실험하였다. High-glucose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bovine calf serum

(BCS), fetal bovine serum(FBS),penicillin-streptomycin,

0.25% trypsin-EDTA,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은

Invitrogen Co.(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3-

(4,5-dimethyl-thiazo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insulin, dexamethasone(DEX), 3-isobutyl-1-

methylxanthine(IBMX), dimethyl sulfoxide(DMSO), Oil

red O, free glycerol reagent, standard glycerol solution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CPT-1(cat.#71466), UCP-2(cat.#67241) specific antibody,

anti-mouse IgG(cat.#ab131368)는 Abcam Inc.(Cambridge,

UK)에서, β-action(cat.#4967), anti-rabbit IgG HRP-linked

(H&L) antibody(cat.#7074)는 Cell signalling Tec.(Beverly,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유도

3T3-L1 preadipocyte를 10% BCS와 1%(v/v) penicillin-

streptomycin을 함유한 high-glucose DMEM을 사용하여

37oC, 5% CO2에서 배양하였다. 2일마다 배양액을 교환하였

고 세포가 80% 이상 부착(confluent stage)하면 PBS 용액을

사용하여 세포표면을 세척한 후, 0.25% trypsin-EDTA를

첨가한 다음 배양기에서 3분간 방치하여 세포를 분리하였

다. 그 후 원심분리기(Lager capacity Union 32R, (주)한일과

학산업, 강릉, Korea)를 사용하여 1,000 rpm에서 3분간 원심

분리 하여 세포를 모았다. 3T3-L1 preadipocyte를 25T flask

에 균등하게 분주하여 100% confluency 2일 후, 10% FBS와

1%(v/v)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에 분화

유도 호르몬인 IBMX(0.5 mM), DEX(1 μM) 그리고 insulin

(10 μg/mL)을 혼합하여 분화 유도를 시작하였다. 분화유도

3일 후, medium을 insulin(10 μg/mL)이 포함된 DMEM으로

교환하였고, 이후 3일 동안 매일 10% DMEM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세포독성 실험

본 실험에 사용한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지방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

하였다. MTT solution(5 mg/mL)은 PBS에 녹인 뒤 여과하

여 사용하였다. 3T3-L1 preadipocyte를 96 well plate에 5× 
10
3
cells/well로 분주하였으며, 10% BCS가 함유된 DMEM

을 넣어 well당 최종 용적을 100 μL로 하였다.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별로(0, 200, 400, 600, 800

및 1,000 μg/mL) 처리하여 24, 48,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배양액 100 μL와 MTT reagent

(20 μL)를 첨가하여 빛에 의한 MTT 환원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호일로 빛을 차단하고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액

과 MTT reagent를 제거하고 PBS 용액으로 2회 세척한 뒤,

각 well당 DMSO 200 μL를 첨가하였다. 이를 Wisemix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 Korea)를 이용하여 용

해시킨 후 multi-well plate reader(VERSAmax, Molecular

Device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560 nm의 파장에서 op-

tical density를 측정하였다.

Oil red O staining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preadipocyte에서 adipocyte로

분화된 후, 지방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Oil red

O staining을 수행하였다. 즉, 세포배양 및 분화유도 proto-

col에 따라 분화시킨 mature adipocytes에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별로(0, 200, 400, 600, 800 μg/mL) 처리하였다. 24, 48,

72시간 후 배양액을 흡입해 제거하고 PBS 용액으로 2회 세

척한 뒤 PBS 용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10% formalin을

넣고 배양기에 넣어 5분간 반응시킨 뒤 formalin을 제거하고

다시 formalin을 넣어 1시간 이상 배양기에서 세포를 고정시

켰다. 그 후 formalin을 제거하고 60% isopropanol을 넣고

바로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Flask를 건조시킨 후

Oil red O working solution 5 mL를 첨가하고 1시간 이상

반응시켜 지방구를 염색하였다. 염색 후 PBS로 3회 세척하

고 isopropanol(2 mL)을 넣어 남아있던 Oil red O dye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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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Regular diet1) High fat diet2)

Product
Protein
Carbohydrate
Fat

gm%
19.2
67.3
4.3

kcal%
20
70
10

gm%
24
41
24

kcal%
20
35
45

Total 100 100

kcal/gm 3.85 4.73

Ingredient

Casein, 80 mesh
L-Cystine
Corn starch
Maltodextrin 10
Sucrose
Cellulose, BW200
Soybean oil
Lard
Mineral mix S10026

3)

Dicalcium phosphate
Calcium carbonate
Potassium citrate, 1 H2O
Vitamin mix V10001

4)

Choline bitartrate

gm
200
3
315
35
350
50
25
20
10
13
5.5
16.5
10
2

kcal
800
12
1260
140
1400
0
225
180
0
0
0
0
40
0

gm
200
3
72.8
100
172.8
50
25
177.5
10
13
5.5
16.5
10
2

kcal
800
12
291
400
691
0
225
1598
0
0
0
0
40
0

Total 1055.05 4057 858.15 4057

Typical analysis of cholesterol in lard＝0.95 mg/gram.
1)
Regular diet (cholesterol 18 mg/kg diet).
2)
High fat diet (cholesterol 196.5 mg/kg diet).
3)
Mineral mix S10026: magnesium oxide, Mg 0.5 mg; magne-
sium sulfate, S 0.33 mg; sodium chloride, Na 1.0 mg, Cl 1.6
mg; chromium KSO4, Cr 2.0 mg; cupric carbonate, Cu 6.0 mg;
potassiumlodate, I 0.2 mg; ferriccitrate, Fe 45.0 mg; man-
ganous carbonate, Mn 59.0 mg; sodium selenate, Se 0.18 mg;
zinc carbonate, Zn 29.0 mg; sodium fluoride, F 0.9 mg; ammo-
nium molybdate, Mo 1.6 mg.
4)
Vitamin mix V10001: nicotinic acid, 30 mg; calcium pan-
tothenate, 16 mg; pyridoxine-HCl, 7 mg; thiamin-HCl, 6 mg;
riboflavin, 6 mg; folicacid, 6 mg; biotin, 0.2 mg; vitamin E ace-
tate, 50 IU; vitamin B12, 10 μg; vitamin A palmitate, 4,000
IU; vitamin D3, 1,000 IU; menadione nabisulfate, 0.5 mg.

출한 뒤 multi-well 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10 nm 파장에

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였다.

Glycerol release assay

3T3-L1 지방세포 분화 후 glycerol phosphate oxidase-

TRINDER 효소반응법을 적용한 free glycerol reagent를 이

용하여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별로(0, 200, 400, 600 및 800

μg/mL) 첨가하고, 24, 48 그리고 72시간 후 배양액(1 mL)과

free glycerol reagent(800 μL)를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

담고 37
o
C hot plate에서 10분간 두었다. 그 후 multi-well

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ssay

3T3-L1 지방세포 분화 후 지방분해 관련 유전자 CPT-1

및 UCP-2 발현을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Wes-

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즉, mature adipocytes에 꽃송

이버섯 열수추출물을 각각의 농도별로(0, 200, 400, 600 및

800 μg/mL) 처리하였다. 72시간 후 대조군과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 주에 ice-cold PBS로 2회 세척 후

0.25% trypsin-EDTA로 세포를 분리하여 원심분리(13,200

rpm, 2 min, 4
o
C)한 뒤 상층액인 지방층을 제거하고 ice-cold

PBS로 2회 세척 후 protein lysis buffer(50 mM tris-HCl

(pH 7.5), Triton X-100, 150 mM NaCl 0.5%, 1% NP 4O,

0.5% SDC, 0.1% SDS)를 처리하여 4
o
C에서 용해시킨 후 원

심분리(14,000 rpm, 10 min, 4
o
C)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표준용액과 Bio-Rad protein kit(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Bradford법으로 정량하였

다. Sodium dodesyl sulfate-polyacrylamid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10～12%)를 이용하여 각

샘플당 12 μg씩 loading하여 단백질을 분리한 후 nitro-

cellulose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전이하였다. 그 후, PBST

buffer에 용해시킨 5% skim milk(PBS containing 0.5%

Tween 20)로 1시간 동안 blocking을 하였고 1차 항체 CPT-

1 및 UCP-2와 4°C에서 반응시킨 후(O/N), membrane을

HRP가 중합된 2차 항체에 60분간 반응시켰고, enhanced

chemiluminiscent(ECL, Amersham-Pharmacia Biotech,

London, UK)를 이용해 발색한 후 X-ray 필름에 감광시켜

chemiluminescent detection system(Phototope
®
-HRP

Western Blot Detection kit, New England Biolab, Beverly,

MA, USA)을 이용하여 현상하였다.

실험동물과 식이공급

실험동물은 생후 5주령의 수컷 C57BL/6J mice(n=40)를

Japan SLC, Inc.(Shizuoka, Japan)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1주일간 적응기간을 거쳐 8마리는 일반식이

(Regular diet: D12450B, 10% kcal % fat, Research Diets,

Edison, NJ, USA)를 20주 동안 공급하였고, 고지방 식이에

의해 비만이 유도된 실험군은 난괴법에 의해 8마리씩 4군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양성 대조군으로 식이로 섭취 가능한

것 중 항비만효과가 알려진 caffeine군을 추가하였다(15). 식

이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식이(regular diet, RD)＋

멸균정제수(경구투여),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HFD)＋멸

균정제수(경구투여), 고지방식이＋caffeine(50 mg/kg/day,

CAF), 고지방식이＋저농도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100 mg/

kg/day, LSC), 고지방식이＋고농도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

(300 mg/kg/day, HSC)로 나누어 10주간 사육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음수는 멸균정제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

고 꽃송이버섯 추출물과 caffeine은 매일 같은 시간에 경구

투여하였다. 추출물과 caffeine을 섭취하지 않는 다른 군은

멸균정제수를 경구투여 하여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동물실의 온도는 24±2oC, 습도는 55±5%를 유지하였으며

매일 광 주기와 암 주기를 12시간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실

험기간 동안 매일 일정시간에 식이 잔량을 측정하여 일일

식이섭취량을 산정하였으며, 체중은 1주일에 두 번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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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in Sparassis crispa extract-treated
3T3-L1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Sparassis crispa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 (0, 200, 400, 600, 800 and 1,000 μg
/mL) for 24, 48, and 72 hr. Growth rate was assessed by MTT
assay.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growth rate of cells cultured
in presence of S. crispa extract,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cells, taken as 100%. All values are mean±SD. Letters with dif-
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t each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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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pid accumulation in Sparassis crispa extract-treated
mature adipocytes.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were treat-
ed with Sparassis crispa extract for 24, 48 and 72 hr. Lipid accu-
mulation was evaluated by Oil red O staining. All values are
means±SD. Lette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t each time point.

한 시간에 측정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

은 실험식이 공급일로부터 희생일까지 총 실험기간 동안의

체중증가량을 실험기간 동안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산

출하였다.

Blood analysis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

로 마취하고 안와동맥을 통해 채혈하였다. 혈청은 3,000 rpm

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혈청 및 혈장을 분리하여 분

석 전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여

triacylglycerol,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및 glu-

cose를 enzyme assay kits(Asan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Organ and tissue profiles

채혈 후 즉시 개복하여 장기(liver, kidney, testis, spleen)

및 지방조직(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retroperito-

neal white adipose tissue)을 적출한 다음 생리식염수로 세

척하여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한 후, 중량을 측정하고 분석

전까지 -80oC에 냉동보관 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5.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 항목의 결과는 평

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실험군간평균의차이는 one-way

ANOVA로 유의성을 확인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

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 과

세포독성

3T3-L1 preadipocyte에 추출물을 0, 200, 400, 600, 800

및 1,000 μg/mL로 처리하여 24, 48, 72시간 동안 세포 생존율

을 측정한 결과, 시간별, 농도별 감소하였지만 세포 생존율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1). 실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 있는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

범위(0∼800 μg/mL)에서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지질분해 효

과를 검증하였다.

지방분해 및 glycerol release 측정

Mature adipocytes에서 Oil red O staining에 의한 지방

분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72시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시간과 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그리고 3T3-L1 mature adipocytes에 추출

물을 각각의 농도별로(0, 200, 400, 600 및 800 μg/mL) 처리

하여 24, 48 그리고 72시간 동안 세포 배지 내 glycerol 분비

량을 측정하였다(Fig. 3). 24시간에서 control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다 800 μg/mL에서 감소를 보였지만 con-

trol군보다 76.2% 증가하였고, 48시간에서는 control군에 비

해 600 μg/mL(32.3%), 800 μg/mL(72.2%)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72시간에서는 400 μg/mL(46.8%), 600

μg/mL(54.7%), 800 μg/mL(113.2%)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지방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을 유리 지방산과 glycerol로

가수분해 시켜 세포 밖으로 방출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polytic enzyme의 CPT-1 및 UCP-2 발현 측정

3T3-L1 mature adipocytes에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별로

(0, 200, 400, 600 및 800 μg/mL) 처리하여 72시간 후 lipolytic

enzyme의 CPT-1 및 UCP-2 발현을 Western blotting을 통

해 확인하였다(Fig. 4). CPT-1의 발현은 400 μg/mL(2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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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parassis crispa extract on glycerol release
in mature adipocytes.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were
treatment with Sparassis crispa extract for 24, 48 and 72 hr in-
crease of lipolytic effect as evaluated by the release of glycerol
to the culture medium. All values are mean±SD. Lette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t each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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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parassis crispa extract on expression of lipolytic enzyme in mature adipocytes.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Sparassis crispa extract. Cell lysates were prepared on 72 hr and evaluated to Western blotting analysis to detect
the expression of lipolytic enzymes. All values are mean±SD. Lette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groups by one-wa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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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μg/mL(260.48%) 및 800 μg/mL(296.48%)에서 con-

tro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UCP-2의 발현

도 400 μg/mL(257.13%), 600 μg/mL(250.71%) 및 800 μg/

mL(265.81%)에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러나 CPT-1, UCP-2 모두 400 μg/mL∼800 μg/mL

(296.48%)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체중, 장기 및 지방조직 무게 변화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HFD에 비해 CA군

에서 35%가 감소되었으며, SC군들 전부에서 유의하게 감소

되어서 체중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양성대조군으

로 사용된 CA군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HSC군은 통계적으

로 같은 수준까지 체중이 감량되었다. LSC군은 HFD군에

비해서는 20% 가량 감소된 정도로, 하지만 HSC군에 비해서

는 증가된 값을 나타내었다(Fig. 5). 즉 꽃송이버섯 열수추출

물을 공급한 군이 비만 쥐에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식이효율은 일반 식이군 0.47%

에서 HFD군 0.98%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CAF군에서는

0.6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data not shown). 반

면에 꽃송이 추출물을 공급받은 LSC, HSC군에서는 각각

0.9%와 0.83%로 CAF군보다는 다소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비만 쥐의 장기와 지방조직 무게 변화는 Table 2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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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Sparassis crispa extract on organ and tissue weight in mice

RD
1)

HFD
2)

HFD＋CAF
3)

HFD＋LSC
4)

HFD＋HSC
5)

Liver
EWAT

6)

RWAT
7)

Kidney
Testis
Spleen

1.55±0.24ab
1.98±0.29bc
0.88±1.65c
0.41±0.03ab
0.20±0.01bc
0.08±0.02bc

2.64±0.59a
2.92±0.51a
2.07±0.19a
0.42±0.02a
0.23±0.02a
0.12±0.02a

1.17±0.12c
2.09±0.27c
1.42±0.19b
0.37±0.04bc
0.21±0.03b
0.07±0.004c

1.48±0.38ab
2.34±0.38ab
1.51±0.39b
0.35±0.04c
0.19±0.03bc
0.08±0.01bc

1.62±0.40b
2.17±0.12bc
1.59±0.45b
0.37±0.04c
0.18±0.02c
0.09±0.01b

1)RD: regular diet. 2)HFD: highfat diet. 3)HFD＋CAF: HFD＋caffeine. 4)HFD＋LSC: HFD＋low Sparassis crispa extract (100 mg/
kg/day).

5)
HFD＋HSC: HFD＋high Sparassis crispa extract (300 mg/kg/day).

6)EWAT: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7)RWAT: retroperitoneal white adipose tissue.
Each data were present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Lette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groups by
one-way ANOVA.

Table 3. Change of lipid concentrations in serum and liver

RD1) HFD2) HFD＋CAF3) HFD＋LSC4) HFD＋HSC5)

Serum (mg/dL)
TG6)

TC
7)

HDL-C8)

Glucose
Liver (mg/g)
TG
TC

92.1±2.2d
144.2±21.1c
102.7±13.6bc
249.2±21.5b

229.4±16.1ab
40.9±4.9b

137.6±26.6a
259.8±71.6a
92.4±20.0c
313.7±67.0a

247.9±31.9a
48.3±5.6a

95.0±11.2cd
141.6±32.9c
117.5±9.6a
196.4±29.5c

114.2±7.5b
29.2±1.6b

118.9±13.7b
176.1±32.8bc
111.2±8.1ab
223.2±28.3bc

223.9±17.7b
29.6±1.5b

110.8±10.0b
195.7±37.3b
110.8±6.7ab
232.7±22.6bc

212.6±15.6b
31.3±3.5b

1)
RD: regular diet.

2)
HFD: highfat diet.

3)
HFD＋CAF: HFD＋caffeine.

4)
HFD＋LSC: HFD＋low Sparassis crispa extract (100 mg/

kg/day). 5)HFD＋HSC: HFD＋high Sparassis crispa extract (300 mg/kg/day).
6)
TG: triacylglyceride.

7)
TC: total cholesterol.

8)
HDL-C: HDL-cholesterol.

Each data were presented as the mean±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Lette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groups by
one-way ANOVA.

하였다. 즉, HFD군에 비해 liver, adipose tissue, kidney, tes-

tis, spleen 각각 LSC군은 각각 43.9%, 22.8%, 16.7%, 17.4%,

33.3%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HSC군 또한 각각 38.6

%, 24.7%, 11.9%, 21.7%, 25.0%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혈청 및 간의 지질함량 측정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을 처리한 실험동물의 혈청지질

(TG, TC, HDL-C, glucose) 및 간의 지질함량(TG, TC)은

Table 3과 같다. 혈청지질은 HFD군에 비해 LSC군, HSC군

의 TG(13.57%, 19.46%), TC(32.22%, 24.67%), glucose

(28.85%, 25.82%) 함량 모두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HDL-cholesterol 함량은 HFD군에 비해 LSC군, HSC군 모

두(20.36%, 19.91%)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의 중성지

방 및 콜레스테롤 변화는 HFD군에 비해 LSC군, HSC군의

TG(9.68%, 14.24%), TC(38.72%, 35.20%) 모두 HFD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 찰

버섯의 영양성분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질이 적으면서 단백질, 비타민 및 각종 무기 성분이 풍

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저칼로리 식품이므로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생활습관 병의 다발과

암이나 종양의 증대와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만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 유지와 버섯의

약효 성분의 관련성이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16). 꽃송

이버섯은 β-1,3-glucan의 함량이 다른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암효과(17,18), 항 종양효과(19)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이 외에도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치를 정상으로

돌려주며 조혈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모양의 독버

섯이 따로 없기 때문에 쉽게 꽃송이버섯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화된

3T3-L1 지방세포와 비만 유도 쥐에서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지질분해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꽃송이버섯은

한방약의 추출과 같은 방법으로 열수추출하여 복합 조성물

을 사용하였다. In vitro, preadipocyte에서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실험을 한 결과 시간, 농도에 관계없이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꽃송이버섯에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안심하고 식용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문헌과 일치하였다. 지방세포 속에 저장된 중성

지방은 lipid droplet의 형태로 존재하며, 지방분해 효소인

lipoprotein lipase의 작용에 의해 유리지방산과 glycerol로

분해되어 혈중으로 방출되고, 여러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거나 간이나 지방조직에서 다시 중성지방이 되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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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본 연구에서 분화된 adipocytes에서 꽃송이버섯 추

출물에 의한 지방분해 효과를 Oil red O 염색법으로 측정한

결과 72시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시간과 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세

포에서 분비되는 glycerol의 양을 측정한 결과 시간과 농도

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꽃

송이버섯 추출물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을

유리 지방산과 glycerol로 가수분해 시켜 세포 밖으로 방출

시켰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분해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 세포로부터 배양액으로 방출된 glycerol 농도를

분석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Green 등(20)은 종양괴사인

자(TNF-α)와 포도당을 처리하였을 때 3T3-L1 지방세포로

부터 배양액으로 방출된 glycerol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Ahn 등(21)은 김치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3T3-

L1 지방세포로부터 배양액으로 방출된 glycerol 함량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성지방을 가수분해 시켜 지방을 없애

거나 지방에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여 지방을 소모한

다. CPT-1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과정 중 에너지 생성

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지

방산의 산화과정에 중요한 rate limiting 효소로써 세포막

주위의 대사율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UCP-2는 거의

모든 조직과 세포에 존재하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

는 주로 근육이나 갈색지방조직과 같은 열을 발생하는 조직

에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로서 섭취된 에너지원을 저장하지

않고 열로 발산하는 역할을 한다. Lipolytic enzyme의 CPT-

1 및 UCP-2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Western blot assay를

실시한 결과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CPT-1의 활성을 증

가시켜 이로 인한 지방산의 산화 반응을 증가시키며, UCP-

2의 발현 증가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

정에 의해 발생된 proton을 ATP 대신 열로 발생시켜 에너지

소비율을 증가시켜 지방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 기전은 음식물로 인한 칼

로리 섭취량뿐 아니라 에너지의 사용량도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므로 지방산의 산화과정 및 열 발생에 의한 열량 소모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22). 결론적으로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은 분화된 3T3-L1 지방 세포에서 지

방분해를 증가시키며, lipolytic enzyme의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산의 산화 및 열 대사에 의해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In vivo에서 실험기간 10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공급한 군들이 정상식이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체중이 증가

되어 비만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지방식

이 섭취 시 에너지 균형의 조절이 무너져 체중이 증가하여

hyperleptinemic과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는 보고(23)와 같

이 고지방 식이를 통해 비만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고지방 식이를 공급한 군 간의 체중증가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비만이 유도된 쥐에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처리한 후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고지방식이

를 공급한 군에 비해 저농도, 고농도 꽃송이버섯을 처리한

군 각각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공급한 군이 저농도, 고농도 모두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쥐

의 체중을 대조군에 비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다. 실험동물의 장기와 지방조직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

군에 비해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체중과 장기 및 지방조직

의 감소가 저농도, 고농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WAT에

서 비교군인 카페인을 처리한 군과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지방의 체내 사용을 증가시

켜 항비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꽃송

이버섯 열수추출물이 쥐의 혈청 및 간의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혈청 및 간의 지질함량을 측정한

결과, 혈청지질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함량 모두 대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났으며, HDL-콜레스테롤 함량

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섭취한 열량은 대부분 체내에

서 소비되지만, 소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 피하조직과 복강 내 축적된다. 지방 축적으로 나타나는

비만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인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은

임상적으로도 문제시 되고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롤은 간장

에서 합성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

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HDL-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개선시켜 주고 과다하게 생성된 말초 조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20). 간의

지질함량을 측정한 결과 중성지방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고 총 콜레스테롤 역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혈청 및 간의 지질함량을 측정 결과 간의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함량이 나타났으

며 정상식이를 공급한 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 것을 보아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비만이 유도된 쥐의

혈청 및 간의 지질 농도 변화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

된다. 따라서 고지방식이가 쥐의 혈청과 간 조직 내의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함량을 증가시킨 반면

(24), 꽃송이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복합 조성물이 lipolytic

enzyme인 CPT-1과 UCP-2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

산의 산화와 대사율에 관여하여 β-산화 및 열방출을 증가시

켜 체중 감소를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처리하여 분화된

3T3-L1 지방 세포와 비만 유도 쥐에서 지질분해 효과를 살

펴보았다. In vitro, preadipocyte에서 MTT assay를 이용하

여 세포독성 실험을 한 결과 시간, 농도에 관계없이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분화된 지방세포에서의 지

방분해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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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 지방세포에서 지방분해 산물인 glycerol 양

을 측정한 결과 48, 72시간에서 시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

성 있게 증가하였다. Lipolytic enzyme의 CPT-1 및 UCP-2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Western blot assay를 실시한 결과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CPT-1 및 UCP-2의 발현을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vivo에서 고지방 식이에

의해 비만이 유도된 쥐에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을 처리한

후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의 체중은 고지방식이를 공급한

군에 비해 저농도, 고농도 꽃송이버섯을 처리한 군 각각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동물의 장기와 지방조직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체중과

장기 및 지방조직의 감소가 저농도, 고농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혈청 및 간의 지질함량을 측정한 결과, 혈청지

질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함량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의 지질함량을 측정한 결과 중성지

방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총 콜레스테롤 역시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혈청 및 간의

지질함량을 측정한 결과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이 비만이

유도된 쥐의 혈청 및 간의 지질 농도 변화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꽃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은 lipolytic

enzyme의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산의 산화 반응 및 열 발생

에 의한 에너지 소비율을 증가시켜 lipid accumulation을 감

소시키며, 이로 인한 체중 감소 및 혈청이나 간의 지질함량

을 개선시켜 지질분해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비만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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