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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besity effect of Coprinus comatus (CC) in high-fat 
diet-fed Zucker rat (fa/fa). Obesity was induced by feeding on high-fat diet (HFD) containing 60% kcal 
fat for 10 weeks, in which CC extracts were administrated through the gastrointestinal tract at a concen-
tration of 200 mg/kg BW/day for 10 weeks.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CC extracts 
were found to be 18.5±1.1 mg of catechin equivalent/g, and 5.24±0.54 mg of quercetin equivalent/g 
extract, respectively. The DPPH, ABTS,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CC extracts were 
15.34 %, 17.25%, and 16.18%, respectively. In animal study, CC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body weight,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aily food intake between the 
HFD-fed Zucker rats and HFD plus CC-fed rats. CC treatment decreased epididymal and perirenal fat 
weights in HFD-fed Zucker rats.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levels of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in the serum and liver were observed in the CC-treated group compared with HFD-fed Zucker rats. 
Serum HDL-cholesterol levels in the CC-treated group were increased compared with the HFD-fed 
groups. Serum AST and ALT activities in the CC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HFD-fed group. Taken together, these data demonstrated that CC has potential in preventing high-fat 
diet induced obesity and is a good candidate for an anti-obesit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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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은 체내 기능 장애, 산화적 손상, 혈전 

및 염증 등의 이상 상태와 관련하여 비만, 이상 지질

혈증, 인슐린 저항성, 당대사 이상 및 고혈압 등의 임

상증상을 동반하는 일련의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Sarti와 Gallagher, 200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Lim 등, 
2011),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의 영양 섭취 상태가 열량 및 지방의 과잉으로 성인

에게서 비만율 증가와 함께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 인에서 대사증후군의 발병이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등, 2012). 특히 비만은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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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신체 대사활동의 소비량보다 높아 잉여물이 지

방조직에 축적되므로써 발생되는데(Grundy, 1998), 식
이조절 및 활동 등에 의한 체중 조절로 비만 개선이 

가능하나, 외부로부터의 식품 유입이 아닌 체내 대사

조절계 이상으로 초래되는 비만의 경우 약물에 의존

하여 치료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비만 치료약제

가 개발되고는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Park, 2001) 천연물을 이용하

여 부작용을 최소화 한 기능성 소재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Park과 Jang, 2009). 
  버섯류는 영양소 함량은 풍부하나 열량이 낮아 동

양에서 만성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최근 항산화 작용, 
면역활성 증강, 항암 활성,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성

인병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기능성 건강식품 소재로써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Moradali 등, 2007). 국내에서 약용버섯으로는 상황버

섯, 차가버섯, 운지버섯, 영지버섯, 동충하초, 천마, 
복령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Qi 등, 2013), 버섯

류의 항산화 활성은 주로 페놀성 화합물에 의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Xu 등, 2007; Qi 등, 2013). 또한 

식용이나 약용버섯에 의한 체내 지질 개선에 관한 연

구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Koh와 Lee, 2005; Kim 등, 
2008).
  먹물버섯(Coprinus comatus)은 봄에서 가을에 걸쳐 

정원, 풀밭이나 길가에서 자생하며, 어릴 때는 식용 

가능하나, 반드시 가열조리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는 

중추신경자극 및 건위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Ahn, 
1992). 먹물버섯에 관한 국내의 기능성 연구로는 자

실체 추출물의 돌연변이 억제(Kim 등, 1999), 벤조피

렌에 노출된 마우스의 간 손상 보호 효과(Lee 등, 
1999) 등에 불과하며, 그 외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실험은 유전적으로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Zucker rat (fa/fa)를 사용하였다. 비만 유전자에 의하

여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leptin은 시상하부

의 포만중추에 작용하여 식욕과 에너지 소모 조절에 

관여하는데, obese Zucker rat의 경우 leptin receptors의 

결손에 의한 leptin signaling 결핍과 관계되어 비만과 

과식증이 나타나게 된다(Chua 등, 1996). 또한 Zucker 
rat의 leptin signaling 결핍은 식이성 비만을 유발시키

는 혈액, 위, 시상하부의 peptide 호르몬인 ghrelin과 

역비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ck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유용버

섯인 먹물버섯을 이용한 체내 지질 저하와 관련한 항

비만 기능성 소재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유전적으

로 비만이 유도된 Zucker rat (fa/fa)을 대상으로 체내 

지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추출물의 제조 

  먹물버섯(Coprinus comatus)은 (주)바이오허브(Jinju,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동결건조된 것을 분쇄하여 

시료 중량에 대해 10배의 70% 에탄올을 가하여 70oC
에서 6시간씩 2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하

였으며(Whatman No. 6,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 여과액은 40oC에서 회전식 진공증발 

농축기로 농축한 후 −20oC에 보관해 두고 실험에 사

용하였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시료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추출물과 동량의 

Foline-ciocalteau 시약을 혼합하여 3분간 반응시킨 다

음 10% Na2CO3 용액을 가하여 진탕시킨 후 실온의 

암실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를 700 nm에서 시료 

무첨가구를 대조로 하여 흡광도 측정을 하였다(Gut-
finger, 1981).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물, 10% alu-
minum nitrate, 1 M potassium acetate 및 에탄올을 혼

합한 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45분간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Moreno 등, 2000).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atechin 및 quercetin 
(Sigma Co., St. Louis, MO, USA)에 의한 표준검량선

에 따라 산출하였다. 

In vitro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0.005%의 DPPH (1,1-di-
phenyl-2-picrylhydrazyl) 용액 100 μL에 동량의 시료액

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

서 시료 무첨가구를 대조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Blois, 1958).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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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6-sulphonate)] 라디칼 소거활성은 potassium per-
sulfate를 7 mM의 ABTS 수용액에 2.4 mM의 농도로 

용해시킨 다음 암실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시킨 

것을 ABTS 기질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질 용액 

100 μL에 추출물 5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Re 등, 1999). Hydrox-
yl 라디칼 소거활성(Gutteridge, 1984)은 시험관에 1 
mM FeSO4/EDTA 용액, 10 mM 2-deoxyribose 및 추출

물을 각 0.2 mL씩 넣은 후 0.1 M phosphate 완충용액

(pH 7.4) 1.2 mL와 10 mM H2O2 0.2 mL를 차례로 가

하여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2.8% TCA
용액 1 mL를 가하고 95o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다음 급냉각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먹물버섯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에 대한 소거활성으로 

나타내었다. 

실험동물의 사양 및 실험군의 구성

  실험동물은 생후 5주령의 150∼160 g정도의 Zucker 
rat (fa/fa)을 중앙실험동물(주) (Seoul, Korea)로부터 분

양받아, 온도 22±2oC, 습도 50±5%, 명암주기 12시간

(07:00∼19:00)으로 자동 설정된 동물실험실에서 사육

하였다. 실험군은 체중에 따른 난괴법으로 8 마리씩 

2그룹으로 나누어 사육 상자에 한 마리씩 넣어 10주
간 실험 사육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Obese Zucker 
rat, OZR), 먹물버섯 추출물 급이군(OZR-CC)으로 구

분하였다. 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육 기간 고지방

사료(Rodent Diet with 60% kcal Fat, Samyang Co., 
Korea)를 급이 하였으며, 먹물버섯 추출물은 정제수

에 용해하여 200 mg/kg body weight 농도로 1일 1회 

일정시간에 경구 투여하였으며, 실험동물의 체중은 

격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10주간의 실험사육기간 최종일에 실험동물을 16시
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시켜 복부를 절

개하여 심장 채혈하여 혈액을 얻어 30분간 빙수 중에 

정치시켜 98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Mega 17R, 
HANIL, Incheon, Korea)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간 

조직은 채혈 직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혈액을 씻

은 다음 흡수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중량을 측정하였

으며, 부고환 및 신장 주변지방은 적출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최종 체중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혈중 지질성분 분석 

  혈중 중성지방(triglyceride)은 중성지방 측정용 kit
시약(AM 157S-k, Asan, Korea),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총 콜레스테롤 측정용 kit시약(AM 
202-k, Asan, Korea),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
oprotein-cholesterol) 함량은 HDL-C 측정용 kit시약

(AM 203-k, Asan, Korea)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간 기능 효소 활성 측정

  간 기능 평가를 위한 혈중 지표로써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및 ALT (alanine aminotransferase)활
성 측정은 kit시약(AM 101-k, Asan pharm. Co.)으로 

측정하였다. 

간 조직의 지질 성분 분석

  간 조직 1 g을 정평하여 chloroform과 methanol 혼
합액(CM, 2:1, v/v)을 가하여 Poter-Elvehjem tissue 
grinder (WOS01010, DAIHAN, Wonju, Korea)로 마쇄

하여 4oC에서 24시간 동안 간 조직으로부터 지질 성

분을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하여 건고시킨 후 에탄올

에 재용해한 후, 상기의 혈액 분석과 동일한 kit시약

으로 간 조직의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SPSS 12.0 package program을 사용하

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군간의 유

의차 검정은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먹물버섯의 in vitro 생리활성 평가 

  먹물버섯 80%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 

및 유효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15.34%,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은 17.25%였으며, hydroxyl 라디칼소거활성은 16.18%
였다. 추출물의 유효성분으로 총 페놀 함량은 18.5 
mg/g이었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5.24 mg/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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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xidant activities and total phenol and flavonoids 
contents in the 80% ethanolic extract of Coprinus comatus

Coprinus comatu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5.34±0.8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7.25±0.20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6.18±0.78
Total phenol content (mg catechin/g, extract) 18.50±1.10
Flavonoids content (mg QE/g, extract) 5.24±0.54

Total 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are expressed as milligrams 
of catechin and quercetin (QE) equivalent/g of extract, respectively. 
The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n=4). 

Fig. 1. Effect of Coprinus comatus (CC) on Body weight change of 
high-fat diet-fed Zucker rats (fa/fa). OZR: high-fat diet-fed Zucker 
rats. OZR+CC: high-fat diet plus CC extracts (200 mg/kg bw)-fed 
Zucker rats. All data are mean±SD (n=10). *This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different group by Student t-test 
at P ＜0.05. All data are mean±SD (n=10).

Fig. 2. Effect of CC on liver, epididymal fat, and perirenal fat weights of high-fat diet-fed Zucker rats. *This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between the different group by Student t-test at P ＜0.05. All data are mean±SD (n=10).

이는 총 페놀 함량에 대해 약 28.3%에 해당되었다. 

체중 변화, 간장 및 체지방 중량

  5주령의 Zucker rat (fa/fa)에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

물을 10주간 급이하여 사육하는 동안 체중 변화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초기 체중은 155∼160 g
이었는데, 실험사육 기간동안 점차 증가되었으며, 실
험사육 5주 이후에는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10주 이후에는 대조군(OZR)에서 438 g, 먹물

버섯 급이군(OZR+CC)은 371 g으로 실험 전 기간 동

안 초기체중에 비해 각각 2.8배 및 2.3배의 체중 증가

현상을 보였다. 
  간장 및 체지방 중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간장의 중량은 대조군(11.97 g)에 비

해 먹물버섯 급이군(OZR+CC)에서 9.75 g으로 유의적

인 감소를 보였다. 체지방 중량을 총 체중당 비율로 

측정한 결과, 부고환 주변지방은 대조군에서 17.56%, 
먹물버섯 급이군에서 14.34%였으며, 신장 주변지방

의 중량은 각각 22.34% 및 18.95%로 먹물버섯 추출

물의 급이로 인해 체지방의 차지 비율이 감소되어 전

반적인 체지방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먹물버섯 추출물이 체내 지질 축적 방어에 효과

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혈중 지질성분 

  Zucker rat (fa/fa)을 10주간 실험사육하는 동안 먹물

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급이에 따른 혈중 지질성분 함

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에 비해 먹

물버섯 추출물 급이군에서 혈중 중성지방은 15.8%,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21.7%의 감소로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HDL-C 콜레스테롤 함량은 

먹물버섯 추출물 급이군에서 20.5 mg/dL로 대조군에 

비해 1.7배 상승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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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oprinus comatus extract for the lipid profiles in serum of high-fat diet-fed Zucker rats. *This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between the different group by Student t-test at P＜0.05. All data are mean±SD (n=10).

Fig. 4. Effect of Coprinus comatus extract for the AST and ALT activity in serum of high-fat diet-fed Zucker rats. *This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different group by Student t-test at P＜0.05. All data are mean±SD (n=10).

Fig. 5. Effect of Coprinus comatus extract for the lipid profiles in liver tissue of high-fat diet-fed Zucker rats. *This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different group by Student t-test at P＜0.05. All data are mean±SD (n=10).

간 기능 효소활성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급이로 10주간 실험사

육 후 Zucker rat (fa/fa)의 혈중 간 기능 효소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AST 활성은 대조군에

서 215.75 U/L이었으며, 먹물버섯 추출물 급이군에서

는 156.6 U/L으로 27.4% 감소되었다. ALT활성은 대

조군에서 112.40 U/L이었으나, 먹물버섯 추출물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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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5.6 U/l으로 23.8% 감소되었다. 

간 조직의 지질 성분 

  Zucker rat (fa/fa)을 10주간 실험 사육하는 동안 먹

물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혼합급이에 따른 간 조직 중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Fig. 5와 같다. 중
성지방 함량은 대조군에서 28.5 mg/g이었으나, 먹물

버섯 추출물 급이시 22.3 mg/g으로 21.8% 감소되었

다.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36.9% 낮아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는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라디칼 

소거에 의한 항산화 활성 및 유효성분으로 총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유전적

으로 비만이 유도된 Zucker rat (fa/fa)에 대한 체내 지

질 성분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지질 개선으로 인한 

항비만 기능성 식품소재로써의 이용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DPPH는 지질산화에 관여하는 유리라디칼의 비공

유 결합을 소거하므로써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며(An-
cerewicz 등, 1998),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양이온 

라디칼의 소거에 의한 항산화 활성으로 DPPH 라디

칼 소거활성과 상관성이 높고 유효 물질이 페놀 화합

물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Choi 등, 2003), hy-
droxyl radical은 활성산소 중에서 화학적으로 반응성

이 가장 크며 생체 내 산화 작용의 원인으로 DNA 손
상이나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Qi 등, 
2013).
  시판중인 국내산 버섯 14종의 메탄올 추출물의 실

험에서 DPPH와 ABTS 자유라디칼 소거능에 따른 항

산화 활성은 51.2∼90.1%였으며, 상황버섯에서 90% 
이상의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는데, 이들 시료 중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10.0∼317.2 mg/g으로 상황

버섯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시료 중 총 페놀 함량

과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의 상관관계

(R2)가 각각 0.76, 0.84인 것으로 고려해 볼 때 버섯류

의 라디칼 소거활성과 시료 중의 총 페놀 함량은 유

의적인 관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Hong 등, 2012). 
한편 국내의 식용 및 약용 버섯의 생리활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약용버섯은 식용버섯에 비해 항산화 및 소

화기계성 암 발생 억제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이유가 약용 버섯류 중에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다(Qi 등, 
2013). 
  본 연구 결과에서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물에서 이

들 라디칼에 대한 소거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도 시료 중 유효성분의 존재로 추정할 수 있으며, 더
욱이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비

해 약 3.3배의 수준으로 총 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시료의 항산화 활성은 페놀성 화합물에 의존적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천연 식물류에서 페놀성 화합물은 in vi-
tro상에서 유리라디칼을 직접적으로 소거함으로써 지

질과산화물의 생성을 저해하며, 플라보노이드류는 

hydroxyl기에 의해 in vitro에서 지방 분해효소의 작용

을 촉진시킴으로써 항비만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Lee 등, 2013). 이러한 현상은 생체 내에

서도 유사한 기작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Ozsoy 등, 2009).
  비만 Zucker rat (fa/fa)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항

비만 인자로 섭식억제와 에너지 소비 촉진을 유도하

는 peptide성 호르몬인 leptin이 결핍되어 비만이 유도

된다(Beck 등, 2002). 특히, 8∼20주령 사이에 고혈압

을 비롯하여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

증(Zucker와 Zucker, 1962), 인슐린 저항성 및 고인슐

린혈증(Zucker와 Antoniades, 1972) 등이 자연 발생되

는 유전적 특이성을 가지므로 인체 대사증후군에 대

한 실험 모델로써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Artiñano와 

Castro, 2009). 
  본 연구에서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유전적으

로 비만인 Zucker rat (fa/fa)에 급이하여 10주간 사육

하는 동안 대조군에 비해 체중 증가량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간장의 중량, 체내 부고환 주변지방 

및 신장 주변지방의 중량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로 감소되었다. 특히 먹물버섯 에탄올 추출물은 

체내 중성지방의 감소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 수준의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 
  고지방식이에 새송이버섯 분말을 3% 및 5% 혼합 

급이하여 5주간 실험 사육하였을 때 체중증가량은 

대조군에 비해 31% 및 34% 감소되었으나, 간장 및 

부고환 주변지방의 중량은 대조군과 유의차를 보이

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Koh와 Lee, 2005). 고지

방식이에 5% 수준으로 혼합 급이된 신령버섯 분말도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HDL-콜레스테롤의 증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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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간 조직의 중성지방 수준 감소 등에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Oh 등, 2004). 흰목이버섯 분

말도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혼합되어 Sprague-Dawley
계 흰쥐에 급이 되었을 때 혈중 중성지방 및 총 콜레

스테롤 수준을 감소시켰는데, 시료 중의 β-glucan이나 

미확인된 유효성분에 의하여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Cheung, 1996). 또한 SD
계 흰쥐를 대상으로 미이용자원인 유용버섯인 Lenti-
nus tuber-regium 버섯분말을 식이 중 탄수화물 급원

인 starch에 대하여 50∼100%로 대체했을 때(총 식이

량에 대해 28.7∼57.3%),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 감

소와 HDL-콜레스테롤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100% 대체군에서 동맥경화지수가 약 13% 감소되었

다는 보고가 있다(Choi 등, 2001). 한방에서 고지혈증, 
당뇨 및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약제로 사

용되는 ‘육미지황탕’제재는 Zucker (fa/fa) rat에서 혈

중 중성 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조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는데, Zucker (fa/-) rat에서 시

료의 급이에 따라 혈중 중성지방 수준은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나, 체중 증가 및 총 콜레스테롤 수준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어 있다(Seo 
등, 2000). 이와 같이 식용버섯이 고지방식이성 실험

동물에서 혈액 및 간 조직의 지질 수준을 감소시킨다

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져 있는데(Koh와 Lee, 2005; 
Kim 등, 2008), 운지버섯 균사체 배양의 경우 시료 중 

다당류와 섬유소가 장에서 지질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정된 바 있다(Moon과 Koh, 2004). 
  체내 지질 축적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비만

과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등의 질환과 관련성이 높

다. 일반적으로 천연물에 존재하는 다수의 생리활성 

물질은 페놀성 화합물로서 항산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제의 섭취와 체중

감량 효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

다(Valdecantos 등, 2009). Kim 등(2009)도 플라보노이

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추출물의 경우 체중증가와 

관련된 비만인자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마우스에 대해 10 mg/kg bw의 먹물버섯 에탄올 추

출물을 5일간 급이 유무에 따른 생체막 조직의 과산

화지질의 함량이나, 혈중 AST 및 ALT 활성이 정상

군과 시료 급이군간에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물버섯의 급이가 간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Lee 등, 1999). 또한 벤조피렌에 의

한 간 독성 유발 시 생성된 유리라디칼에 의한 지질

과산화 반응이 먹물버섯 추출물에 의해 감소됨으로

써 간 세포 내 항산화 효소활성을 상승시켰는데(Lee 
등, 1999), 이러한 현상은 본 실험에서 먹물버섯의 in 
vitro 항산화 활성과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료 중의 총 페놀 화합물에 의존적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먹물버섯은 시료 중의 총 페

놀 화합물에 의존하여 시료 자체의 항산화 활성과 함

께 비만 유도 rat에 급이되므로써 체내 혈액 및 간 조

직의 지질 축적 억제 활성이 확인한 바, 미이용 자원

인 유용 식물로써 체내 지질개선에 따른 항비만 활성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이와 관련된 기능

성 식품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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