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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on to examine the prevention diabetic mellitus and treatment effect on 

Gastrodia Elata Blume(GEB) dieted at prior and after induced diabetic application. Prior induced diabetic 3 weeks ago 

application GEB dieted. It is to analysis changes in body weight, blood glucose, SOD, CAT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For the fingding significantly concentration diabetic rats were divided into 3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and 

each groups were induced diabetic. Experimental group Ⅰ (STZ-induced diabetic rats; n=10), experimental group Ⅱ

(after induced DM and GEB dieted rats; n=10), experimental group Ⅲ (Prior GEB dieted thereafter DM induced; n=10). 

Prior and After GEB dieted application was that body weight, blood glucose were increase in experimental group Ⅱ, 

Ⅲ. Specially, group Ⅲ was significantly change than group Ⅱ at 1st weeks. and the level of CAT were significantly 

decrease in experimental group Ⅱ, Ⅲ than group Ⅰ. but SOD level was increase in experimental group Ⅱ, Ⅲ than 

group Ⅰ. In histological observation; group Ⅰ showed decrease in the intensity and incidence of vacuolations, cellular 

infiltration and hypertrophy of in liver and kidney. The Gomori's stain result, group Ⅰ showed disruption β-cell in 

pa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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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Diabetic Mellitus)는 물질 사의 부 으로 인하여 개개

의 질병의 바탕이 되는 병인이 다른 장기에서 루코스의 과생

산 는 일정량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작용으로 발생한다1). 인슐

린 분비의  는 상  부족이나, 인슐린 표 세포에서 

인슐린의 생물학  효과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 당  이

에 수반되는 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 

질환이다2). 당뇨병 시에는 맥 압 하로 인하여 신 에 

범 하게 유착이 일어나  내피의 기능부 이 일어나며
3)

, 당

질 사  지질 사 등의 생체내 사조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고 당증, 고지 증  심 계질환 등의 합병증이 생긴다4), 그 

외에도 당뇨는  지질의 장애를 만들고 특히 지질 과산화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5).

    최근 당뇨에 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와 

련하여 실험  당뇨병 유발은 STZ(streptozotocin)를 주사하여 

췌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인슐린 분비를 괴하여 제Ⅰ

형 당뇨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다. STZ를 사용하여 유발한 Ⅰ형 

당뇨는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반응산소종(reactivation oxygen 

specis)을 유발하는 것과 련되어 있는데6), 췌장의 β-세포는 반

응산소종 노출에 의한 손상에 매우 취약하여 췌장의 항산화 효

소 발 과 활성수 이 낮아져 반응산소종을 효율 으로 제거하

지 못하여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당뇨를 치료하고자 약물복용, 당 조  운동, 식이조  등

의 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인슐린과 유사

작용을 하며 인슐린의 생성을 진시키고 인슐린 항성을 호

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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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구에서 천연 식물을 이용하여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이 사

용되고 있는데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천연 식물에 한 연구로는 식물의 약용성분과 련하여 천마

(Gastrodia Elata Blume:GEB)가 당뇨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8-10)
. 천마는 난 과

(Orchidaceae)에 속하는 다년생 본식물로 엽록소가 없어서 탄

소동화작용을 이용한 양물질의 합성이 불가능하고, 뿌리도 

없으므로 기생하는 곰팡이(Armillaria Mellea)로부터 양을 공

받아 생장한다. 천마의 효능으로는 고 압, 신경성질환, 당뇨

병 등의 성인병 뿐 아니라 스트 스 해소, 피로회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약재이다11)
. 천마는 통 으로 약재

로 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천마를 이용한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천마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제(antioxidant)로의 성분을 연구한 

결과로서 천마가 당뇨병증에서의 지질농도변화, 항산화에 한 

효능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12,13). 천마 성분

의 일종인 p-hydroxybenzyl alcohol은 antioxigen의 발 을 통하

여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3), 백서에서 반응

산소종을 제거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
14). 그리고 

학습능력과 기억능력의 증가에도 효과가 있어서 총명탕의 주재

료로 사용되기도 한다15,16).

    당뇨병 환자들이 보이는 만성  손상에 의한 각종 합병

증과 그로 인한 사망 등은 당뇨병 리에 있어서 단순한 당조

 외에 근원 인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평상시 당뇨병에 

한 극 인 방이 요구되고 있다17). 그리고 당뇨 치료를 

한 장기간 약물 조 이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생약성분의 

섭취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항산화 작용을 하여 당뇨에 

정 인 작용을 하는 천마를 섭취하여 당뇨병과 그 합병증을 

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마의 당뇨유발  식이와 당뇨유발 후 식이를 통하여 STZ로 

유발한 당뇨모델백서에서의 항 당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하 으며, 당뇨를 유발한 백서의 체 변화, 당변화 등을 측

정하여 항당뇨에 한 효과에 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당뇨유

발 3주 부터 천마를 식이하여 당뇨를 유발 한 후, 3주간 계속하

여 천마를 식이하여 당뇨의 사  방활동이 당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설계

    실험동물은 1주일간의 실험환경 응기를 거쳤다. 각 실험군

은 당뇨 유발 후 3주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실험 조군인 

실험군 Ⅰ, 당뇨 유발 후 치료를 목 으로 천마를 식이 한 실험군 

Ⅱ, 3주간 선행된 천마식이를 실시 후 당뇨를 유발하고, 계속하여 

천마식이를 실시한 실험군 Ⅲ으로 분류하 다(Fig. 1, Table 1).

2. 당뇨병태 모델 제작

    당뇨를 유발시키고자 STZ(Sigma aldrich, S-0130, USA)을 

0.05M citrate buffer(pH 4.5)에 50mg/Kg의 농도로 1일 1회 일정

한 시간에 2일 연속 복강 내에 주사하 다. 48시간 후 공복 상태

에서 꼬리의 미정맥에서 채 하여 당을 측정하 으며, STZ를 

투여한 40마리  당이 300 ㎎/㎗가 넘는 백서를 선정하여 본 

실험에 30마리의 백서를 사용하 다. 

Fig. 1. Scheme of experiment.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Group Treatment

Ⅰ(n=10) Non treated diabetic induced group

Ⅱ(n=10) Diabetic induced and GEB dieted group

Ⅲ(n=10) Prior GEB dieted thereafter diabetic induced group

3. 천마 식이

    본 실험에 사용한 천마는 화순시 소재의 생약 동조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천마 800 g을 80% 에탄올 4,000 ㎖에 넣고 

환류 냉각기를 장치한 후 95～100℃ 수욕조에서 12시간 동안 온

탕하 다. 이 추출액을 약 50℃ 정도로 냉각시키고 여러 겹의 거

즈로 여과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 이와 같은 추출  여과 조작

을 3회 반복하여 상등액을 합하고 회 증발장치(Rotary 

evaporator, Buchi, R-200, USA)를 이용하여 감압 상태에서 에탄

올을 완 히 증발시켜 농축하 다. 이를 소량의 증류수에 용해하

여 최종 으로 얻은 천마 추출 용액을 -80℃에서 동결건조하여 

분말로 얻었다. 분말로 만들어진 천마는 당뇨의 치료에 효과 인  

300 ㎎/㎏의 농도로 식이하 다. 검액 투여 시에는 membrane 

filter(pore size 0.2 ㎛, Whatman)로 여과한 후 3차 증류수에 용

해시켜 주 5회 동일한 시각에 식이 하 다.

4. 당측정  체 측정

    당측정은 당측정계(Roche, Diagno-stick GmbH,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당측정 하루  식시킨 

다음 미정맥 채 법으로 액을 체취하여 1주일 마다 총 3주간 

동일한 시간에 당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미세 울(204/S, 

Mettler Toledo, USA)을 이용하여 체 의 변화도 1주일 마다 총 

3주간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 다.

5. 항산화 효소의 측정

 1)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도 측정

    SOD 활성도는 Marier와 Chan의 방법18)에 따라 측정하 다. 

시험 에 50 mM 인산완충액(0.1 mM EDTA, pH=7.8) 990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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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17 ㎕, 시료 17 ㎕, 5 uM, Xanthin Oxidase 17 ㎕를 넣은 후 

실온에서 ELISA(BIO-RAD mode l680,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 증가속도로 SOD 활성도를 측정하 다. 

 2) Catalase(CAT) 활성도 측정

    Catalase 활성도는 Johansson과 Borg의 방법19)
에 따라 측정

하 다. EDTA의 항응고제를 이용하여 액이 굳지 않게 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2,000 × g의 속도로 4℃에서 15분간 분리

하여 사용하 다. 50 mM 인산완충액(pH 7.0)으로 희석시킨 측

정시료 2.0 ㎖에 30 mM H2O2 용액 1.0 ㎖를 넣은 후 20℃에서 

ELISA(BIO-RAD mode l680, Japan)를 이용하여 장 540 nm에

서 흡 도 증가속도로 CAT 활성도를 측정하 다.

6. 병리조직학  평가

 1) 조직처리

    각 실험군은 총 6주의 실험이 종료된 후 마취챔버(Royal 

medical, 한국)에 넣고, 70% N2O와 28.5% O2 가스에 1.5% 엔

루란을 혼합시킨 마취가스로 흡입 신마취 후 수술 에 고정시

키고 심장천자를 통해 액을 채취 하 다. 액 채취 후 심장 

류를 통해 4% 포르말린으로  고정을 실시하여 병리조직학

 평가를 해 간, 신장, 췌장을 출하 다. 출한 조직들은 

10% 성 포르말린에 24시간 동안 고정하고 그 후 조직 처리과

정으로 탈수(dehydration)과정과 청명(cleaning)과정을 거쳐 

라핀 포매(paraffin embedding)를 실시하 다. 제작된 라핀 블

록은 미세 단기(Sakura 2040, Japan)를 이용하여 5 ㎛ 두께로 

단 후 슬라이드를 제작하 다. 제작된 조직  간과 신장은 H & 

E(hematoxylin & eosin) stain을 실시하 고 췌장은 Gomori's 

Chrome Alum Hematoxylin Phloxine stain 후 탈수과정을 거쳐 

입하 다. 

 2) Hematoxylin & Eosin 염색

    간과 신장에서의 형태  변화를 찰하기 하여 육안 으

로 보이는 조직 표면의 손상  크기 변화 등을 찰하고, 자일

(xylene)을 이용하여 라핀을 제거한 후 알코올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 하여 Hematoxylin & Eosin 염색으로 핵과 세포질

을 염색하 다. 간과 신장의 형태학  찰은 학 미경

(Olympus Bx50, Japan)을 이용하여 미경에 장착된 CCD 카메

라(Foculus, Germany)로 촬 한 후 조직의 변성정도, 손상부

의 면   세포들의 구조 인 변화를 찰하 다.

 3) Gomori's Chrome Alum Hematoxylin Phloxine Stain

    췌장의 랑거르한스섬(islet island)에서의 α세포와 β세포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Gomori's chrome alum hematoxylin 

phloxin 특수 염색을 실시하 다. 실험 종료 후 얻어진 췌장조직

을 자일 (xylene)으로 탈 라핀 후, Bouin's 용액에 24 시간 처

리하여 흐르는 물에 15분간 수세하 다. 그 후 potassium 

permanganate에 1분간 처리하고 다시 흐르는 물에 10분간 수세

하고 60℃의 chromium hematoxylin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켜 

acid alcohol에서 1분간 수세 하 다. 그 후 60℃의 phloxine B에

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증류수로 수세하 다. 마지막으로 

phosphtungstic acid에서 1분간 반응 시킨 후 95% 알코올을 이

용하여 탈색  건조 후 입하 다.

7. 통계방법

    본 연구의 통계는 도우용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 으

며, 각 실험 결과값은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

간 당뇨유발 직후와 당뇨유발 1, 2, 3주후의 당  체 의 변화

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 으며, 실험 종료 

후 액체취하여 항산화 효소의 비교를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 다. 측정시기별 실험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일요

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사후

검정으로 Turkey'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다. 분석 시 통

계학  유의수 은 α=0.05로 설정하여 검정하 다. 

결    과

1. 체 의 변화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발한 후 기의 체 을 측정하

고 그 후 1주일 간격으로 체 을 측정하여 체 의 변화를 분석 

하 다(Table 2). 시간에 따른 실험군간의 통계  유의성 검정을 

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모든 군에서 1주차에 

유의한 변화를 보 으며(p<0.05) 2, 3주차에는 더욱 많은 차이를 

보 다(p<0.001). 사후검정에서는 실험 Ⅰ군에 비해 실험 Ⅱ, Ⅲ

군에서 2, 3주차에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었다. 각 실험군에

서 당뇨유발 직후 기값을 기 으로 측정시기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1, 2, 3주후의 실험 Ⅰ, Ⅱ, Ⅲ군들에서 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군에서 1주차부터 유의한 체 의 변화

가 보 으며(p<0.01), 특히 실험군 Ⅲ에서 1주차부터 유의한 증

가를 확인하 다(p<0.05).

Table 2. Change of weight in experimental groups            (g)

Group Pre 1weeks
#

2weeks
###

3weeks
###

Ⅰ 310.37±6.98 291.50±2.23*** 282.62±2.92***  276.12±4.42***

Ⅱ 307.75±10.30 300.84±7.05** 293.33±5.88**† 291.75±7.88*†

Ⅲ 312.25±.3.57  308.37±5.95** 300.87±4.61***† 303.87±5.43**†

Values are showed Mean±SD. Tested by One-way ANOVA(# : p<0.05, ### : p<0.001) 
and multiple comparison test groupⅠ-groupⅡ, Ⅲ(†: p<0.001). Tested by paired t-test, 
1 to 3 weeks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ired with pre value(* : p<0.05, ** : p<0.01, *** : 
p<0.001 ).

2. 당의 변화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발한 후 기의 당을 측정하

고 그 후 1주일 간격으로 당을 측정하여 당의 변화를 분석 

하 다(Table 3). 시간에 따른 실험군간의 통계  유의성 검정을 

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1, 2, 3 주차에 각 군간 

유의한 차이가 보 다(p<0.001). 사후검정에서는 실험 Ⅰ군에 비

해 실험 Ⅲ군에서 1, 2, 3주차에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었다. 

각 실험군에서 당뇨유발 직후 기값을 기 으로 측정시기에 따

른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1, 2, 3주후의 실험 Ⅰ, Ⅱ, Ⅲ군들에

서 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당

의 변화가 보 으며(p<0.05), 특히 실험 Ⅲ군에서 2, 3주차에 유

의한 감소를 확인하 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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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glucose level in experimental groups  (㎎/㎗)

Group Pre 1weeks### 2weeks### 3weeks###

Ⅰ 317.5±811.64 331.32±9.07* 330.37±7.55* 328.75±10.57*

Ⅱ 312.24±6.39 309.00±10.36 294.75±11.75* 286.03±9.62**

Ⅲ 318.68±9.30 296.62±8.54*† 282.25±6.47***† 271.62±4.67***†

Values are showed Mean±SD. Tested by One-way ANOVA(### : p<0.001) and 
multiple comparison test groupⅠ-groupⅡ, Ⅲ(†: p<0.001) Tested by paired t-test, 1 
to 3 weeks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ired with pre value(* : p<0.05, ** : p<0.01, *** : 
p<0.001 ).

3.  항산화효소의 변화

    Superoxide dismutase(SOD)는 당뇨병 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종료 후 획득한 청을 분석하여 SOD를 측정

한 결과 실험 Ⅰ군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확인하 다. 실험 Ⅱ군 

한 실험 Ⅰ군보다는 높지만 낮은 수치를 보 다. 하지만 실험 

Ⅲ군에서는 가장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 다(p<0.001)(Table 4). 

Cataltse(CAT)는 당뇨병 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종료 후 CAT를 측정한 결과 실험 Ⅰ군에서 높은 수치를 확인하

다. 반면에 실험 Ⅱ, Ⅲ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p<0.01). 특히 실험 Ⅲ군에서 가장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Table 4. Effect of GEB dieted and treadmill exercise on the SOD, 

CAT in diabetic rats    (unit/min/㎎ protein), (μmol/min/㎎ protein)

Ⅰ Ⅱ Ⅲ

SOD 165.6±32.85 180.6±39.4 206.8±32.63***

CAT 2.44±0.44 1.86±0.36** 1.74±0.37***

Values are showed Mean±SD. Tested by student t-test,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ired 
with GroupⅠ(** : p<0.01, *** : p<0.001).

4. 조직학  소견

 1) 간 조직의 병리학  변화

    실험 Ⅰ군은 소공포성 지방간 소견이 특징 으로 찰되었

다. 간세포 내에는 크고 작은 지방  소견에 의한 공포들이 많이 

찰되며, 일부에서는 축 된 지방들에 의해 핵이 세포의 주변으

로 려나 있었다. 실험 Ⅱ군은 소공포성 병변이 주로 문맥역 주

변부에서만 소수 찰되고 심정맥과 선방구조는 정상구조로 

찰되었다. 실험 Ⅲ군에서는 심 정맥을 심으로 간세포삭

(hepatic cell cord)이 잘 배열되어 있고, 문맥역(potal area)을 

심으로 간 소엽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Fig. 2). 

A

  

B

  

C

  

Fig. 2. Histology change of liver in each groups. A: group Ⅰ, B: group 
Ⅱ, C: group Ⅲ, 21 days, H & E stain, × 100

 2) 신장 조직의 병리학  변화

    실험 Ⅰ군에서는 사구체 모세 의 심한 팽창이 찰되었

으며 사구체 기 막의 비후도 찰되었고 사구체 모세 벽과 

사구체낭과의 국소  유착도 찰되었다. 실험 Ⅱ군의 사구체에

서는 모세 의 팽창 소견은 많이 찰되지 않았으나 국소 으

로 기 막의 비후 소견은 찰되었다. 실험 Ⅲ군에서는 사구체는 

다른 군에 비하여 모세 과 사구체낭의 회복 소견을 볼 수 있

었으며, 세포들의 핵은 체로 둥 었으며 세포의 기 부에 치

하고 있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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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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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logy change of Kidney in each groups. A: group Ⅰ, B: 
group Ⅱ, C: group Ⅲ, 21 days, H & E stain × 100

 3) 췌장조직의 병리학  변화

    선행된 천마 식이를 포함하여 총 6주간의 당뇨 방운동을 

실시한 백서의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을 알아보기 해 Gomori's 

Chrome Alum Hematoxylin Phloxine 염색을 하여 찰한 결과 

실험 Ⅲ군에서 실험 Ⅱ군보다 두드러진 구형형태를 유지하고 있

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도 가장 뚜렷한 형태를 가지

고 있었음을 확인하 다. β-세포의 형태학  변화를 분석하여보

면, 실험 Ⅰ군에서 β-세포의 가장 많은 괴정도를 확인할 수 있

었고 실험 Ⅱ군에서는 보다 낮은 수 의 괴정도를 확인하 다. 

실험 Ⅲ군에서는 다른 실험군들에 비하여 β-세포가 훨씬 조 함

을 볼 수 있었다(Fig. 4).

A

    

B

  

C

  

Fig. 4. Histology change of pancrease in each groups. A: group Ⅰ, 
B: group Ⅱ, C: group Ⅲ, 21 days, Gomori's Chrome Alum Hematoxylin Phloxin 

Stai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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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당뇨병의 문제 으로는 당뇨병의 최종 치료목표를 당뇨병 

자체에 한 완치에 둘 수 없는 으로 당뇨가 유발되기 쉬운 환

경에 노출되어있는 인들은 평소 방활동을 통하여 당뇨를 

방 하여야 하며 당뇨병 시 꾸 한 당 리를 통하여 성  

만성 합병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방하는 것이 가장 시 한 문

제이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리를 실시

하여 당뇨병의 방과 치료의 목 으로 천마의 식이를 실시하여 

체 의 변화, 당의 변화, 항산화 효소의 활성화 정도와 더불어 

간, 신장, 췌장의 조직학  변화 등을 연구하 다.

    당뇨의 유발은 STZ를 이용하 다. STZ는 실험동물에서 췌

장의 β-세포에 독성을 미쳐 당뇨를 유발하는데 사용되며 STZ

종을 실시하여 유발한 작스런 당뇨는 반사 인 효과로 산소종

을 생성하며, 항산화 효소의 활동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20). 선행된 천마식이를 실시 후 당뇨를 유발한 실험에서 체 의 

변화는 당뇨 유발 1주부터 각 실험군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기 시작하 으며, 군내 비교에서는 실험 기의 값과 비교하

여 유의한 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 특히 실험 Ⅲ군에서는 실험 

종료 후 체 이 당뇨 유발 기 체 과 비교하여 감소하 지만 

체 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모든 실험군에서 기체 과 비교하

여 체 이 감소하 는데 이는 Furuse등의 연구21)에서 STZ로 당

뇨를 유발시킨 백서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이 하되어 에 지 

사에 이상이 생기며 이는 결국 체 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한 바와 일치하 다. 당 변화는 기 당뇨 유발 후 1주차부터 

각 실험군사이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 고, 

기 당 수치와 비교 시 실험 Ⅱ, Ⅲ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 

특히 실험 Ⅲ군에서는 2주차에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01). 

본 실험의 결과는 체 의 감소와 당의 증가와 연 되어 STZ가 

당뇨를 유발하여 이는 소화기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불가

피하게 섭취하는 음식에서의 양성분 흡수의 약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험 Ⅲ군에서 선행된 당뇨 방 활

동으로 인하여 당뇨 유발 1주차부터 당의 유의할만한 감소가 

나타났고 2주차부터 체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되며 체내에 항산화효능이 뛰어난 천마의 복용이 항상성을 유지

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반응하는 항산화 효소를 측정

하고자 SOD와 CAT를 분석하 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세포막지질, 핵산  각종 당 사에 여하는 효소 

등의 손상, 염증 기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22). 이 게 발생된 활

성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데는 자 달계에서 과산화기

(superoxide radical)를 발생하게 되고, 지질과산화상태의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당뇨에 노출되면 SOD는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CAT는 활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활성산소는 인체에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생성과 동시에 

superoxide의 해물질인 superoxide dismutase(SOD)에 의해서 

독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D와 CAT 결과 모두에

서 실험 Ⅰ군의 활성도가 크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 당뇨의 유발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SOD의 활성도의 변화에서는 실험 

Ⅱ군에서는 유의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실험 Ⅲ군에

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CAT의 활성도의 변화에서는 실험 Ⅱ, 

Ⅲ군에서 모두 유의할만한 감소를 확인하 다. 이는 당뇨의 산화

 손상에 한 연구로 강태수 등의 연구24)
에서 항산화 작용과 

련되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항산화계 일종으로 알려

져 있는 glutathion S-transferase의 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천마가 

항산화와 련되어 유의한 활성도의 증가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천마의 성분분석 시 vanillyl alcohol, 

vanillin  gastrodin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25)
와 천마추출

물과 p-hydroxybenzyl alcohol(HBA)  vanillin의 항산화작용에 

한 연구26,27) 등에서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항산화와 련

하여 면역기능의 증강, 장 운동의 진, 심근세포의 사 진, 

심근세포의 손상에 한 항력의 증강, 상동맥의 류량을 증

가시키는 작용   이완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다28). 이는 천

마가 항산화제로서 당뇨에 항산화작용을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 천마의 항산화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학  변화로는 당뇨 시 간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단백결

합과 구조변화를 래하는 단백의 당화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Morgan 등은29) 당단백결합과정에 의한 간조직의 구조  변화는 

간조직의 미세구조 변화들 때문이라고 보고 하 다. 실험 Ⅰ군

에서는 간조직의 구조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간 소견이 많이 찰 되었다. 실험 Ⅲ군에서는 지

방간 소견이 많이 감소하 으며, 간 소엽 구조가 잘 배열되어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간 조직학  소견으로 보아 

당뇨유발 시 천마식이가 간조직의 단백 당화를 지연시키며 미

세구조 변화를 완화시켰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신장 조직에서의 

구조  변화는 사구체의 모세 의 심한 팽창과 사구체 기 막

의 비후를 찰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구체 모세 벽과 사구

체낭과의 국소  유착 한 당뇨의 소견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Ⅰ군과 비교하여 다른 실험군들 모두에서 많이 회복되는 

소견을 보 으며 실험 Ⅲ군에서는 사구체낭의 괴정도가 많이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췌장의 β-세포의 괴 정도를 알아

보고자 Gomori's stain을 실시하 다. Gomori stain은 췌장의 α 

세포를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β-세포를 랑색으로 염색하게 하

는 special stain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Ⅰ군에서는 β-세포의 

괴정도가 가장 심한 것을 확인 하 으며, 실험 Ⅱ, Ⅲ군에서도 β-

세포의 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지만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서는 그 괴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실험 Ⅲ군에서는 β-세포의 

괴 정도가 가장 미약하 으며 둥근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

다. Grankvist 등은30) 췌장이 반응산소종에 의한 산화 스트 스

에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하 는데, 췌장의 조직학  변화를 분석

한 결과 실험 Ⅲ군이 가장 반응산조종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천마 식이가 β-세포에서 반응산소종 생성을 

억제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항산화제의 지속 인 투여를 선행하

여 실시하 을 때 항산화계를 강화시켜 β-세포의 괴사, 즉 당뇨

를 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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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당뇨의 선행된 천마 식이가 실험

조군인 실험 Ⅰ군에 비하여 당, 체 , 항산화효소의 활성도 

등에 유의하게 증가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천

마가 당뇨의 치료에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조직학  

소견에서 간, 신장의 구조  변화가 실험 Ⅰ군과 비교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췌장의 β-세포의 

괴정도 역시 실험 Ⅱ, Ⅲ군에서 모두 괴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실험 Ⅲ군에서 가장 괴가 이루어 지지 않음

을 확인 하 다. 본 연구의 보완 으로는 방을 한 선행처치

의 가장효율 인 시기를 설정하여야 하는 으로 추후 지속되어

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3주간 선행된 천마 식이를 실시한 후 STZ를 사용하여 유발

한 당뇨 백서에서 천마의 치료효과와 방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실시한 결과 체 의 변화, 당,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 변

화, 조직학  변화 등을 분석하 다. 체 , 당, 항산화 효소모

두 실험 조군인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

으며, 실험군 Ⅲ에서 1주차부터 체 과 당이 유의하게 변화하

다. 항산화 효소로 SOD는 실험 Ⅰ군과 비교하여 실험 Ⅲ군이 

증가하 으며, CAT는 실험Ⅰ군과 비교하여 실험 Ⅱ, Ⅲ군 모두

에서 감소하 다. 조직학  검사결과 간과 신장 조직 모두에서 

실험 Ⅰ군에 비하여 실험 Ⅱ, Ⅲ군 모두 조직학  소견이 향상되

었다. 췌장의 Gomori's stain 결과 실험 Ⅰ군에서 랑게르한스섬의 

β-세포가 많이 괴됨을 찰하 으나 실험 Ⅱ, Ⅲ군 모두에서 β-

세포의 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찰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특히, 실험 Ⅲ군에서는 가장 많은 β-세포를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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