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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 food material having anti-obesity effects and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effects of the material to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anti-obesity. For this study, 11 kinds of Auricularia (wood ear)
spp., including 8 strains of Auricularia auricula-polytricha, and 3 strains of A. auricula-judae, were presented by the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3T3-L1 (preadipocyte cell) was used for identifying the inhibition
effect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ll the extracts had slightly different degrees of inhibition
effects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Among the A. auricula-polytricha strains, strain 21001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4.58%), and the inhibition effect of strain 21002 (4.43%) was the greatest among A. auricula-judae strains. Overall, the
inhibition effect of A. auricula-polytricha strains was greater than that of A. auricula-judae strains. The results of mRNA and
protein analys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inhibition effect of A. auricula-polytricha 21001 was superior to that of any other
strains. An in vivo study using 56 ICR mice (6w, male), was performed for 4 weeks. A. auricula-polytricha 21001, which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in the in vitro study was used to compose six different types of feeds. Daily body weight
gain of the high-fat diet containing 0.2% 21001 extract feeding group was 0.22±0.08 g (*p < 0.05), and it was 31.25% lower
than that of the high-fat diet feeding group (0.32±0.06). Internal organ weight measurement and blood analysis were
performed immediately after animal sacrifice. The results proved that treatment with more than 0.1% of A. auricula-polytricha
strain 21001 could significantly reduce (more than *p < 0.05) the weight of liver and epididymal fat, and levels of glucose,
total cholesterol, AST, and ALT in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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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30이상을 비

만 그리고 25-29를 과체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2016년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약 19

억 명이 과체중이고 6억 5천만 명이 비만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WHO, 2018).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평균 비만율이 19.5%로 성인 5명 가운데 1

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5.3%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

로 낮게 나타났지만 비만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국가로 보고하고 있다(OECD 비만 업데이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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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유전적 및 영양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 복합적 증후군으로 그 자체로도 일상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암, 천식, 관

절염 등의 발생 위험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Chua, 1997; Dattilo et

al., 1992). 

최근 식품을 통해 자연적으로 기능성 물질을 섭취하려

는 요구의 증가와 함께 버섯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비만 및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성인병 예방 및 치료

를 위해 천연의 생리활성 조절물질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버섯류로부터 생리활성 물질

의 탐색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Cheung et al., 2003;

Mau et al., 2002; Yang et al., 2002; Lie et al., 1997;

Lee et al., 2003). 일부 항비만 활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

려진 목이버섯류는 분류학적으로 목이목(Auriculariales),

목이과(Auriculariaceae), 목이속(Auricularia)에 속하는 목

이(Auricularia auricula) 및 털목이(Auricularia polytricha)

와 흰목이목(Tremellales), 흰목이과(Tremellaceae), 흰목

이속(Tremella)에 속하는 흰목이(Tremellafuciformis)로

분류되어 진다. 목이버섯은 각종 활엽수의 고사목이나 반

고사목에서 생장하며 사람 귀 모양에 젤리 질감을 지녔다

하여 일명 Jelly ear fungus로도 부르고 있다(Kim, 2007).

항비만 활성을 포함한 목이버섯류의 기능성 연구로는 흑

목이버섯이 복부비만 여성의 체지방 및 골밀도 및 혈청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Jung, 2010)과 털목이버섯 추

출물의 항비만 활성(Zaho et al., 2013), 목이버섯 품종별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Jo et al., 2012), 그리고 흑목이 메

탄올 추출물이 마우스의 지질과산화 및 간 손상 억제에

미치는 영향(Jang et al., 1998) 등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버섯산업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

규모로 생산되는 목이버섯 품종별 항비만 활성을 비교하

였다. 

재료 및 방법

버섯 시료의 제조 
털목이(Auricularia auricula polytricha) 8개 균주 (91

및 110, 189, 249, 21001, 21008, 21013, 농가수집균주)

와 흑목이(Auricularia auricula-judae) 3개 균주 (181 및

194, 21002)를 재배하여 얻어진 버섯 자실체를 전남농업

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제공받은 자실체는

세척 후 50
o
C에서 24시간 열풍건조하고 조분쇄한 다음,

건조 시료 50g과 이의 20배에 해당하는 1L의 50% EtOH

을 첨가하여 40
o
C에서 12시간 교반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filter(No. 3)로 여과하고 진공 농축, 동결 건조

하여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지방세포 분화 억제 시험
1. 세포생존율 

세포생존율의 측정을 위한 methylthiazolyl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는 Sladowski 등(Sladowski et al.,

1993)의 방법에 따라 3T3-L1 세포(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를 96 well plate에 1×10
5
 cells/well

로 분주하고 16~18시간 배양한 후 농도별로 희석한 목이

버섯 추출물(2 μL) 을 24시간 처리하였다. MTT용액을 첨

가한 후 5% CO2, 37
o
C에서 3시간 배양하고 배양액을 제

거한 뒤 각 well에 DMSO 200μL를 첨가하여 20분간 교

반한 다음 ELISA reader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2. 3T3-L1 adipocyte 배양

지방세포 분화유도는 Jang 등(Jang et al., 2011)의 방법

을 참고하여 세포가 100% confluent되고 24시간 경과 후

진행하였으며, 분화를 위해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에 10% FBS(Fatal bovine serum)와 DMI

(1 μM Dexamethason 과 0.5 mM isobutyl-1- Methylxanthine,

5 μg/mL Insulin 함유)가 포함된 adipogenic cocktail을

사용하였다. Adipogenic cocktail을 포함한 adipogenic

media로 분화를 유도하고 2일 후에 DMEM과 10% FBS,

insulin을 포함한 배양액으로 교체하고, 이후에는 3일 간

격으로 동일한 배양액으로 교체하였으며, 분화차이가 최

대가 되는 4~7일 동안 분화시켰다.

3. Oil Red O 염색 

분화가 완료된 세포들은 Phosphate buffer saline(PBS)

로 1회 세척한 후, 4% formaldehyde solution으로 1시간

동안 고정시키고 남아있는 고정액을 제거한 후 0.2% Oil

Red O (Sigma) solution에서 1시간 동안 세포를 염색하였

다. 염색이 된 세포는 현미경(K23008948, Olympus)으로

관찰하였으며, 관찰 후 well당 500 μL의 isopropyl alcohol

로 지방세포 내 염색된 염색약을 추출하여 spectrophotometer

(SpectraMax, molecular devices)로 520 nm에서 OD값을

측정하였다.

4.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은 Song(2016)의 방법을 참고하여 발현량

은 36B4로 조정하였으며 모든 real-time PCR은 최소 2회

수행하였다. ΔCT값은 각 샘플의 CT값과 control(36B4)

간의 차이에 대하여 계산하고 상대적인 발현수준은 2-

ΔCT으로 계산하였으며 유전자 발현 분석을 위해 사용한

oligonucleotide primer의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즉,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

F, 5’-CCATTCTGGCCCACCAAC-3’와 PPARγ, R, 5’-

AATGCGAGTGGTCTTCCATCA-3’; Fatty acid-binding

protein 4 (FABP4(aP2)), F, 5’-CGTCTCCAGTGAGAACT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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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와 FABP4(aP2), R, 5’-TCATGACACATTCCACCACC-

3’; Cluster of differentiation 36 (CD36), F, 5’-GGCCAA-

GCTATTGCGACAT-3’와 CD36, R, 5’-CAGATCCGAA-

CACAGCGRTAGA-3’;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α), F, 5’-AGAACAGCAACGAGTACCGG-3’

와 C/EBPα, R, 5’-TTGACCAAGGAGCTCTCAGG-3’를

사용하였다. 

5. Western Blot

Western Blot을 통한 3T3-L1 adipocyte 내의 발현 단백

질 분석은 Song(2016)의 방법을 참고하여 PVDF membrane

(Amersham Bioscience, Picataway, NJ)에 transfer한 다음,

Tween 20과 1% skim milk가 첨가된 TBS로 30분 동안

상온에서 blocking하고, 4종의 primary antibody(PPARγ,

FABP4(aP2), CD36, C/EBPα)를 각각 4
o
C에서 overnight

동안 면역반응 시켰다. 마지막으로 secondary antibody

(Zymed Laboratories, CA)를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ECL detection system(GE Healthcare)으로 band를 확인하

였다. 동물실험 완료 후 적출한 간 조직은 lysis buffer

800 µl를 넣고 homogenizer로 분쇄한 후 4
o
C, 13,000rpm

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다음 단백질을

추출하였고, 이후의 과정은 세포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

였다. 

동물실험 
1. 실험동물 

동물 구입에 앞서, 성균관대학교로부터 동물실험 승인

(SKKUIACUC2017-06-11-2)을 받았고, 6주령의 ICR mouse

56수를 (주)대한바이오링크로부터 구입하여 일반식이로 1

주일간 적응시킨 다음 사용하였다. 

2. 식이조성 

일반식이(normal control, NC)는 AIN-93G(Philip et

al., 1993)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하였으며 고지방식이

(high-fat control, HFC)는 AIN-93G를 기본으로 전체 식

이 중 총 지방함량은 40% (w/w)가 되도록 배합하였다.

그리고 3T3-L1 세포실험 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목이버섯을 사용하여 그 분말이 함유된 고지방식이(high-

fat with Auricularia spp. powder, HFP)는 HFC와 동일한

식이조성을 갖되 목이버섯 분말과 셀룰로오스 조성의 합

이 전체의 5%가 되도록 조절하여 배합하였으며 목이버섯

분말 비율이 각각 0.1%(HFP 0.1), 0.5%(HFP 0.5), 1%

(HFP 1.0)가 되도록 배합하였다. 목이버섯 추출물을 함유

한 고지방식이(high-fat with Auricularia spp. 50% EtOH

extract, HFE)는 HFP의 목이버섯 분말 대신에 목이버섯

추출물을 0.05%(HFE 0.05), 0.1%(HFE 0.1), 0.2%(HFE

0.2)가 되도록 배합하였으며 모든 식이는 pellet 형태로 제

조한 후, 60
o
C에서 열풍 건조시켜 4

o
C에서 보관하면서 급

여하였다. 

3. 동물사육 

일반식이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체중에 따라 난괴법

에 의해 8개 군으로 구분하여 한 마리씩 cage내에서 4주

동안 사육하였다. 실험군은 일반 식이를 섭취시키는 정상

대조군(NC), 고지방식이를 섭취시키는 실험대조군(HFC),

목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HFP 0.1, 0.5. 1.0군, 목이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HFE 0.05, 0.1, 0.2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당 7마리씩 사육하였다. 식이 및 물은 ad libitum으로

공급하였으며 온도 22~25
o
C 및 습도 55±5%, 12시간 간

격으로 점등 및 소등하였고 실험동물의 체중은 주 3회,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다. 

4. 동물 희생 및 시료수집

희생 전 16시간 절식시킨 생쥐를 ether로 마취시키고

개복한 후 하대정맥에서 채혈하여 3,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다음 분석에 사용하였다.

간 및 신장, 비장, 고환, 부고환 등의 장기는 적출 후

0.9% 생리식염수에 세척하고 여과지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한 다음 -70
o
C deep freezer에 보

관하였다.

5. 생화학 분석 

혈청 내 glucose 및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GPT) 등은 실험동물 전문 분석기관인 ㈜노

터스에 분석하였다. 

6. 통계분석 

In vitro 실험결과는 3회 반복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

준오차를 계산하였고, in vivo 실험결과는 군당 7개체씩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SPSS (ver. 1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의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각 실험구의 평균

치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생존율 
3T3-L1 adipocyte에 대해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가 우

수한 것으로 밝혀진 털목이 strain 249 및 21001, 그리고

흑목이 strain 194 및 21002의 50% EtOH 추출물의 세

포 독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대조군으로는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Srujana

et al., 2008) Resveratrol(Sigma-aldrich, Korea)을 4.56 μg/ml

(20 μM)와 9.13 μg/ml(40 μM)의 농도로 각각 희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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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목이버섯 50% EtOH 추출물을 50~500 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최고 처리농도인 500 μg/ml에서도 세

포생존율을 80% 이상을 나타내어 모든 버섯시료에서 세

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이버섯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3T3-L1 cell을 지방세포로 분화시키면서 목이버섯 추출

물의 분화억제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즉,

분화가 완료된 3T3-L1 cell의 지방세포를 ORO 염색 한

뒤 isopropanol를 사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한

결과 분화유도 시약만 처리한 control군에 비해 털목이 균

주 중에서는 21001 strain(P<0.005)과 249 strain(p<0.05)

이, 흑목이 중에서는 21002 strain(p <0.05)과 194 strain

(p<0.05)이 유의하게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목이버섯의 종별 그리고 동일 품종

내에서도 strain에 따라 지방세포 분화 억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흑목이에 비해 털목이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이버섯의 생리활성을 비교 연

구한 논문 (Jo et al., 2012) 에 따르면 목이버섯 품종에

체지방 감소효과가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β-glucan 함

량이 다른 버섯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흑목

이보다 털목이에서 약 2.18배 가량 더 많이 존재하였다.

Fig. 1. 3T3-L1 cell viability after treatment of 50% ethanol extracts from Auricularia spp. 

Fig. 2. Inhibition effects of the extracts of Auricularia spp.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in 3T3-L1 (*P<0.05,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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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목이버섯에 함유된 β-glucan이 3T3-L1 cell의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현량 
 Real-time PCR을 통해 4종의 지방세포 분화를 나타내

는 유전 마커들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Resveratrol 9.13 μg/ml(40 μM)을 포함하여 흑목이 버섯

인 194 strain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목이버섯 strain 추

출물 250 μg/ml 처리에서 지방분화 마커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털목이 버섯 249와

21001 strain의 경우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PPAR-γ

및 FABP4(aP2), CD36, C/EBPα유전자의 발현을 유의차

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흑목이의 경

우 21002 strain 추출물에서만 FABP4 (aP2)와 C/EBPα의

발현을 유의차 있게 억제하였다(p<0.05). 

Western blot을 이용한 지방세포 분화 단백질 마커 발
현 조사

 지방전구세포인 3T3-L1은 지방세포를 형성하는 다양

한 전사인자와 호르몬에 의해 세포 내 중성지방을 축적한

다. PPARγ는 nuclear hormone receptor 중 하나로 지방

세포에서 고농도로 발현되어 지방조직의 형성과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C/EBPα는 PPARγ와 같이 분화 초기

에 발현이 유도되며 지방세포가 분화되는 동안 발현이 크

게 증가한다. 또한 이들 유전자는 fatty acid synthase

(Fas) 및 aP2, resistin, CD36과 같은 지방세포 특이적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7). 지방전구세포인 3T3-L1에 대해 지방세포 분화 억

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털목이 21001 strain과

흑목이 21002 strain을 사용하여 western blot을 통해 단

백질 마커들의 발현을 나타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즉,

2개 strain 모두 control에 비해 4종의 마커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털목이 21001

strain의 경우, 9.13 μg/ml(40 μM) Resveratrol의 억제효과

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4.56 μg/ml(20 μM) Resveratrol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동등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 Relative mRNA expression of the four adipocyte differentiation marker genes encoding PPAR-γ, FABP4(aP2), CD36 and
C/EBPα (*P<0.05, **P<0.005).

Fig. 4. Western blot analysis of protein expression of PPAR-
γ, FABP4(aP2), CD36, and C/EBP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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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1. 체중 증가 및 식이효율

항비만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털목이버섯

21001 strain을 사용하여 4주 사육 후 ICR mice의 체중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초기 체중은 31.34

±1.44~32.11±1.04 g에서 4주 사육 후에는 36.27±2.06~

40.60±4.23 g으로 8개 군 모두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1일 증체량을 살펴보면 일반식이를 급여한 NC군

은 0.18±0.002 g, 고지방식이를 공급한 HFC군은 0.32±0.06 g,

목이버섯 분말 1.0%를 첨가하여 급여한 HFP 1.0군은

0.28±0.05 g, 목이버섯 추출물 0.2%를 첨가하여 급여한

HFE 0.2군은 0.22±0.08 g씩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HFE

0.1군과 HFE 0.2군이 고지방식이 섭취군 HFC에 비해 체

중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p<0.05).

사료섭취량 대비 체중증가량을 나타내는 식이효율의 경우

고지방식이만 급여한 HFC군이 0.32±0.01 g으로 가장 높

았고 일반식이를 급여한 NC군이 0.16±0.01 g으로 가장

낮았다. 고지방식이에 털목이버섯 21001 분말 및 50%

EtOH 추출물을 혼합하여 급여한 HFP 및 HFE군의 경우

NC군에 비해서는 식이효율이 높았으나 HFC군에 비해서

는 낮게 나타났으며 HFE 0.2(p<0.05), HFE 0.1(p<0.05),

HFE 0.05, HFP 1.0, HFP 0.5, HFP 0.1군 순으로 식이효

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목이버섯 분말 또는 추

출물 섭취군들은 고지방식이 대조군인 HFC군과 거의 비

슷한 양의 사료 섭취량을 나타냈지만, 체중증가량이 적어

비교적 낮은 식이효율을 보였고 특히 HFE 0.2군의 식이

효율은 0.21±0.02(p<0.05)로 HFC군과 비교해 가장 유의

한 효과를 나타냈다. 

2. 장기별 무게 측정

동물희생 후 간 및 비장, 신장, 고환, 부고환 지방조직을

적출한 뒤 세척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Jo 등(Jo et al., 2012)이 보고한 목이버섯 품종별 분

말을 급여한 동물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신장, 비장, 고환

의 무게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고환지방의 경우 HFP 및 HFE 모든 처리군에서

유의차 있게 무게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50%

EtOH 추출물을 급여한 HFE 0.1 및 HFE 0.2군에서는 간

(p<0.05)과 부고환 지방조직(p<0.005)의 무게에서 HFC군

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HFE 0.2군의 경

우 평균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는 1.18±0.09 g으로 HFC군

에 비해 23.87%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 혈청 생화학 분석

혈청의 생화학적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혈당

의 경우 NC군(134.86±6.49) 다음으로 낮은 혈당량을 보

Table 1. Body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ratio among dietary groups

Performance
Dietary groups

NC HFC HFP 0.1 HFP 0.5 HFP 1.0 HFE 0.05 HFE 0.1 HFE 0.2
Initial body weight(g) 31.34±1.44 32.03±1.02 32.11±1.04 31.72±0.98 31.62±1.10 31.80±0.97 31.93±0.67 31.48±1.31
Final body weight(g) 36.27±2.06 40.60±4.23 40.20±2.95 39.77±1.85 39.17±2.87 38.42±2.44 37.92±3.97 37.34±3.35

Body weight gain(g/day) 0.18± 0.002 0.32± 0.06 0.30± 0.05 0.30± 0.04 0.28± 0.05 0.25± 0.05 0.22± 0.05* 0.22± 0.08*
Food efficiency ratio(g/day) 0.16± 0.01 0.32± 0.01 0.28± 0.02 0.28± 0.02 0.29± 0.02 0.26± 0.02 0.24± 0.02* 0.21± 0.02*
NC : Normal diet control, HFC : High fat diet control, HFP0.1 : High fat diet containing 0.1% of dried Auricularia strain 21001 mushroom,

HFP0.5 : High fat diet containing 0.5% of dried Auricularia strain 21001 mushroom, HFP1.0 : High fat diet containing 1% of dried Auricularia

strain 21001 mushroom, HFE0.05 : High fat diet containing 0.05% of Auricularia strain 21001 mushroom extract, HFP0.1 : High fat diet con-

taining 0.1% of Auricularia strain 21001 mushroom extract, HFP0.2 : High fat diet containing 0.2% of Auricularia strain 21001 mushroom

extract (*P<0.05).

Table 2. Internal organ weight of dietary groups

Organ 
weight(g)

Dietary groups
NC HFC HFP0.1 HFP0.5 HFP1.0 HFE0.05 HFE0.1 HFE0.2

Liver 1.46± 0.10 1.65± 0.06 1.65± 0.07 1.65± 0.14 1.63± 0.07 1.62± 0.06 1.56± 0.09* 1.52± 0.06*
Kidneys 0.49± 0.05 0.61± 0.08 0.60± 0.03 0.60± 0.03 0.60± 0.03 0.60± 0.08 0.57± 0.06 0.57± 0.04
Spleen 0.11± 0.01 0.13± 0.01 0.13± 0.01 0.12± 0.01 0.11± 0.01 0.12± 0.01 0.12± 0.02 0.10± 0.01
Testis 0.26± 0.03 0.28± 0.02 0.25± 0.01 0.28± 0.02 0.24± 0.02 0.26± 0.02 0.23± 0.02 0.23± 0.01

Epididymal fat 1.13± 0.12 1.55± 0.10 1.42± 0.07* 1.42± 0.05* 1.41± 0.07* 1.23± 0.06* 1.19± 0.05** 1.18± 0.09**
NC : Normal diet control, HFC : High fat diet control, HFP0.1 : High fat diet containing 0.1% of dried Auricularia strain 21001, HFP0.5 :

High fat diet containing 0.5% of dried Auricularia strain 21001, HFP1.0 : High fat diet containing 1% of dried Auricularia strain 21001,

HFE0.05 : High fat diet containing 0.05% of Auricularia strain 21001 extract, HFP0.1 : High fat diet containing 0.1% of Auricularia strain

21001 extract, HFP0.2 : High fat diet containing 0.2% of Auricularia strain 21001 extract (*P<0.05,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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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FE 0.2군(167.30±7.29)은 HFC군(191.14±6.02)에 비

해 약 8.75% 낮게 나타났으며, 총 콜레스테롤(p<0.05)과

중성지방(p<0.05)에서도 HFE 0.2군의 경우 HFC군에 비

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 질환을 진단하는 중요한

효소로 활용되는 AST와 ALT는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

률과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Lee et al.,

2016). 털목이버섯 21001 strain 50% EtOH 추출물 섭취군

(HFE 0.1, HFE 0.2)에서 AST와 ALT의 수치 역시 HFC군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간 손상 억제효과도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4. Western blot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마커들의 발현

실험

털목이버섯 21001 strain 분말 또는 50% EtOH 추출물

이 함유된 고지방식이를 먹은 마우스들의 간 조직에서 4

종의 adipocyte protein(PPARγ, FABP4(aP2), CD36, C/

EBPα) 발현량을 분석한 결과 Fig. 5와 같이 이 HFC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목이버섯을 섭취한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추출한 단

백질을 사용한 western blot 실험 결과와 3T3-L1 cell의

지방분화를 통해 얻은 adipocyte cell을 사용한 in vitro에

서의 western blot 실험 결과(Fig. 4)가 거의 동일한 결과

로 나타나 항비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 요

11 종의 목이버섯 자실체로부터 얻은 50% EtOH추출물

을 사용하여 지방전구세포인 3T3-L1의 지방세포 분화억

제 효과를 확인한 모든 strain에서 억제효과가 존재하였다.

털목이에서는 21001 균주가 가장 우수하였고 흑목이에서

는 21002 균주가 억제효과가 우수하였다. 전반적으로 털

목이가 흑목이에 비해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가 우수하

였다. 또한 Adipocyte RNA 발현량과 protein 발현량 측

정 실험에서도 털목이 21001 균주가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였다. 털목이 21001 버섯을 사

용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털목이 자실체 분말이나

50% EtOH 추출물을 급여한 실험에서 체중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EtOH 추출물 0.2%를 급여한 군에서 유

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P<0.05). 동물 희생 후 적

출한 간 중량 및 부고환지방량과 혈청 내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혈당, ALT, AST 등도 털목이버섯 21001

EtOH 추출물 0.1% 이상 급여 시 고지방식이만을 급여

한 군에 비해 유의차(*P<0.05 이상) 있게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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