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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지 버섯(Antrodia camphorata) 균사체 배양액으로 제조한 산발효액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한 당뇨흰쥐의 당과 지질함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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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cetic acid fermented juice prepared with submerged culture media of Antrodia camphorata mycelium 
(AJA: pH 3.2, acidity 2.0, Brix degree 3.2) on blood glucose levels and serum lipid profiles of rats in which 
diabetes was induced with streptozotocin (STZ) were investigated. Rats were divided into normal controls (NC), 
diabetic controls (DM), and groups receiving diluted (1:1, with water) AJA (A1) and undiluted AJA (A2). The 
volume of liquid given to both A1 and A2 animals was 0.5 mL/100 g body weight. In the A1 and A2 groups, 
compared with the DM group, polyphagia, liver enlargement, and weight loss caused by diabetes were considerably 
alleviated, but did not attain the levels of NC group rats. In the A1 and A2 groups, the levels of blood glucose 
were 17.1% and 28.2% lower than in the DM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fructosamine 
between the DM and A1 group, but the A2 group had a level 16.3% lower than the DM group. In the A1 and 
A2 groups, compared with the DM group, serum triglyceride levels decreased by 44.1-48.0%, serum total cholesterol 
by 24.0-31.1%, and serum LDL-cholesterol by 25.2-51.1%. The level of HDL-cholesterol in A2 animals rose by 
45.9% compared to NC rats. The results show that AJA may be a useful beverage for diabetes patients, offering 
both antihyperglycemic activity and improvement in levels of serum lip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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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우장지 버섯(Antrodia camphorata)은 만의 해발 1,000 m 

이상의 고산에 생존하는 100년 이상이 된 녹나무(牛樟樹)에 

기생하는 버섯으로 우장지(牛張芝) 는 장지(張芝)라 불리

는 희귀버섯이다. 국에서는 통 으로 고 압, 간암, 염

증, 피부가려움증, 복통  설사에 사용되어 왔으나(1), 최근

†Corresponding author. E-mail：kimsd@cu.ac.kr,
 Phone：82-53-850-3216, Fax：82-53-850-3216

에는 실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버섯 

자실체의 methanol 추출물의 항염작용(2)과 chloroform 

23.6%(w/w)과 methanol 8.7%(w/w)추출물의 nitric oxide의 

생성억제  항암작용(3), 자실체 ethanol 추출물에서 분리

한 zhankunic acids의 항염  면역활성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4,5). , 이 버섯 배양 균사체의 수용성 분획물은 백

구내 활성산소종의 생성억제(6)  항암효과(7)가 있으며, 

Antrodia camphorata CCRC-35396의 균사체 배양액으로부

터 분리된 pyrroledione은 HBV(hepatitis B virus)의 생육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8). 이 버섯의 균사체에는 ster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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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erpenoids, sesquiterpene, lactones, diterpenes  polysaccharides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으며(9), 간염바이

러스의 생육억제 외에도 유방암 세포의 성장억제(10), 항균

(11)  면역활성(12) 등 다양한 기능성이 있으며, 균사체로

부터 분리한 maleic  succinic acid 유도체와 polysaccharide

는 각각 폐암세포의 생육억제(13)와 항암작용(14)이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에 

활용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장지버섯의 균사체 배양액을 이용한 

음료제조에 한 기  자료를 마련할 목 으로 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산발효액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한 당뇨쥐의 당과 청지질함량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 료

우장지 버섯(Antrodia camphorata)균사체는 유진바이오

팜 농조합에서 제공받았으며, 산발효용 균주는 Acetobacter 

aceti KCCM 12655를 사용하 다. 

균사체 배양

우장지 버섯 균사체 배양은 121℃에서 20분간 살균한 

2.4% potato dextrose broth(Becton, Dickinson & Co., Sparks, 

USA) 500 mL를 넣은 2 L 삼각 라스크에 동일조건으로 

 배양하여 수확한 균사체를 살균한 Polytron homogenizer 

(AM-10, Nihonseiki Kaisha Ltd., Japan)로 10 간 쇄한 

것 1 g을 첨가하여 30℃, 180 rpm에서 10일간 배양하 다. 

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균사체를 수확, 쇄한 후 20 g을 

취하여 121℃에서 90분간 살균하여 냉각한 배지 10 L을 

넣은 20 L 유리병에 넣어 air filter(50JFO20AN, T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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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AJA1) on the level of blood glucose and fructosamine 
in STZ-induced diabetic rats during feeding, and fed for 5 weeks. 
1)
AJA: acetic acid fermented juice of submerged cultured Antrodia camphorata  mycelium..

2)NC: normal control group, DM: diabetic control group, A1: 1/2 diluted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A2: BC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3)
Values are mean ± 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figur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Roshikaisha Ltd., Japan)와 air pump(DY-60, Dongyangsa, 

Korea)를 부착하여 30℃에서 15일간 배양하 다. 통기량은 

manometer를 부착하여 10 L/min으로 조 하 다.

균사체 배양액을 이용한 산발효

균사체 배양액을 이용한 산발효는 20 L의 유리용기를 

사용하여 15일간 배양한 균사체 배양액에 오랜지쥬스를 

3%되게 가하여 잘 혼합한 후 121℃에서 90분간 살균하

다. 다음에 ethanol을 가하여 최종농도를 3%로 조정한 후 

무균 으로 종 를 5%비율로 가하여 air filter(50JFO20AN, 

Toyo Roshikaisha Ltd., Japan)와 air pump(DY-60, Dongyangsa, 

Korea)를 부착하여 30℃에서 15일간 배양하 다. 통기량은 

manometer를 부착하여 10 L/min으로 조 하 다. 종 는 

Acetobacter aceti(12655 KCCM)를 배지[manitol 0.5%(w/v), 

yeast extract 0.5%(w/v), peptone 0.3%(w/v), ethanol 

5.0%(v/v)]에 이식하여 30℃에서 15일간 상기와 동일조건

으로 배양하여 사용하 다(109cells/mL). 동물실험용 산

발효액은 3겹의 면포로 거른 후 1 L씩 polypropylene 병에 

담아 60℃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사용하 다. 열처리한 

산발효액은 pH 3.2, 산도 2.0, 당도 3.2이었다. 

  

실험동물과 실험식이의 조제

동물실험용 기본식이는 AIN-76 diet(Teklad, USA)(15)를 

기본으로 하여 조제하 다. 실험동물은 5주령의 평균체

이 140±10 g인 Sprague-Dawley계 SPF/VAF outbred rats 

(Orient Ltd., Sungnamsi, Korea)를 사용하 다. 실험군은 

실험동물을 1주일간 환경에 응시킨 후 정상 조군(NC), 

당뇨 조군(DM), 당뇨유발 후 체  100 g당 균사체 배양액

으로 발효시킨 산발효액(AJA) 1/2 희석액 0.5 mL 경구투

여군(A1)  당뇨유발 후 체  100 g당 AJA 0.5 mL 경구투

여군(A2)의 4군(Table 1)으로 나 어 각각 7마리씩으로 하

여 당뇨를 유발 시킨 후 5주간 사육하 다. 경구투여는 5주

간 매일 오  10-12사이에 행하 다. 사육장은 stainless steel 

cage를 사용하고, 온도  습도는 23±2℃, 60±5%로 조정하

고, 명암주기는 12시간 간격으로 설정하고, 물과 사료의 

섭취는 자유 섭취시켰다.

Table 1. Experimental plots

                                              (mL/100 g body weight)

 NC1) DM2)   A13) A24)

AJA5) - - 0.25 0.5

Distilled water 0.5 0.5 0.25 -
1)NC: normal control group.
2)DM: diabetic control group.
3)A1: 1/2 diluted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4)A2: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5)AJA: acetic acid fermented juice of submerged cultured Antrodia camphorata  
 myc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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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유발

Streptozotocin(STZ, Sigma Chem. Co. MO, USA)을 0.1 

M citrate buffer(pH 4.3)에 녹여 체  250 g 이상인 실험동물

을 상으로 55 mg/kg 농도로 퇴부 근육에 주사하 다. 

STZ 투여 48시간 후 공복 시에 꼬리정맥으로부터 취한 

액의 당농도가 300 mg/dL 이상인 동물을 실험에 이용

하 다.

체 , 식이섭취량  음용수 섭취량

체 , 식이  음용수 섭취량은  실험 기간을 통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 다. 식이효율(feed efficiency 

ratio, FER)은 같은 기간 동안의 증체량을 동일 기간의 식이 

섭취량으로 나  값으로 하 다. 

당  청 fructosamine 함량

당은 공복 시의 꼬리부  에서 란셋으로 채 하여 

Gluco-Tester(Life Scan lnc., USA)로 측정하 다. 청 

fructosamine 함량은 Johnson 등(16)의 방법에 따라 ketoamine

에 의해 nitroblue tetrazolium(NBT)이 환원되는 정도를 측정

하 다. 0.1 M citrate buffer(pH 10.8) 일정량에 당량의 

청과 0.25 mM NBT를 가해 37℃에서 반응시키면서 

10~15분 사이의 흡 도 변화를 530 nm에서 측정하여 그 

차이를 fructosamine으로 계산하 다. fuctosamine 함량은 

청 mL당 흡 도의 변화 정도로 나타내었다.

분석시료의 채취

실험식이로 5주간 사육한 흰쥐를 물 만주고 12시간동안 

식시킨 후 ether 마취 하에서 복부 동맥으로부터 채

한 다음, 빙냉의 생리식염수로 간장을 류하고 장기를 

출 한 후 습기를 제거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채취한 액

은 실온에서 응고시킨 다음 4℃,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청을 분리한 후 - 70℃에 두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분뇨는 매일 24시간 동안 수집하여 변의 색상, 

묽기, 무게를 측정하 다.

청지질 함량

청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함량

은 kit 시약(AM 157S-K, AM 202-K,  AM 203-K, Asanpharm 

Co., Korea)으로 측정하 다. 즉, triglyceride의 함량은 청 

20 μL에 효소용액 3.0 mL씩을 가하여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50 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 다. 청 total 

cholesterol함량은 성지질의 경우와 동일한 용양비로 3

7℃에서 5분간 반응,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 계산식

{mg/dL = (표 용액의 흡 도/검액의 흡 도) x 300}에 의

하여 함량을 구하 다. HDL-cholesterol함량은 청 100 μL

에 효소용액 3.0 mL을 가하여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 계산식{mg/dL = (표 용액

의 흡 도/검체용액의 흡 도) x 100}에 의하여 함량을 산

출하 다. LDL-cholesterol함량은 Friedewald 등(17)의 방법

에 따라 계산식, mg/dL = total cholesterol - {HDL-cholesterol 

+ (triglyceride/5)}에 의하여 계산하 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실험동물 7마리의 평균치 ± 표 편차로 나

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 다.

결과  고찰

체 증가량, 식이  음용수 섭취량, 식이효율

STZ에 의하여 당뇨가 유발되면 췌장 내 β-세포가 선택

으로 손상되어 insulin의 분비  합성이 하되고 이로 인해 

당 사의 불균형을 래하여 체지방의 과잉분해  체단백

의 지속 인 소실로 체 이 감소하게 된다(18). 한, 당뇨

의 표 인 상으로 다식, 다음, 다뇨의 3다 상이 나타

난다(19). 본 연구에서 정상군(NC), 당뇨군(DM), 당뇨유발 

후 체  100 g 당 AJA 1/2희석액 0.5 mL 경구투여군(A1) 

 당뇨유발 후 체  100 g 당 AJA 0.5 mL 경구투여군(A2)

으로 구분하여 5주간 사육한 후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음용수섭취량을 비교한 결과(Table 2), A1군과 

A2군의 1일 체 증가량은 NC군에는 미치지는 못하 으나 

DM군에 비하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식이섭취량

과 음용수 섭취량도 DM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당뇨로 인한 다식 다음 상이 완화되었고 식이효율도 DM

군에 비하여 A2에서는 개선되는 경향이었다.

Table 2. Effect of AJA1) on the weight gain, amounts of feed and 
water intakes, and FER in STZ-induced diabetic rats fed for 5 
weeks

Groups2) Weight gain Feed intakes
(g/day/100 g BW)

Water intakes
(mL/day/100 g BW)  FER3)

NC 36.51±3.40a,4) 6.93±0.19b 20.06± 2.56c 1.38±0.07a

DM 9.54±2.05c 18.76±3.15a 89.46± 5.12a 0.20±0.09c

A1 14.53±7.22bc 17.81±2.16a 80.23±12.91ab 0.29±0.16c

A2 19.25±5.46b 16.49±2.30a 72.73±22.49b 0.47±0.24b

1)
AJA: acetic acid fermented juice of submerged cultured Antrodia camphorata  ycelium..

2)
NC: normal control group, DM: diabetic control group, A1: 1/2 diluted AJA  

 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A2: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duction.
3)
Feed efficiency ratio: daily weight gain/daily feed intake.

4)
Values are mean ± 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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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량 

STZ에 의해 당뇨가 유발되면 insulin의 분비가 감소됨으

로서 당 사의 불균형을 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신체장기의 내부에 지질이 축 됨으로써 간장, 신장  심

장 등 장기가 비 해진다(20,21). 당뇨유발 후 실험식이로 

5주간 사육한 흰쥐의 체 에 한 장기 량 %를 조사한 

결과(Table 3), 당뇨 조군(DM)에서는 비장을 제외한 간장, 

신장  심장의 량이 유의 으로 증가 하 다. 실험식이

투여군(A1, A2)에서는 투여량의 증가에 따라 간장의 무게

는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심장과 비장에서는 DM과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따라

서 버섯음료의 투여가 당뇨로 인한 간장의 비 상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Effect of AJA1) on the organ weight percent per body 
weight in STZ-induced diabetic rats fed for 5 weeks

Groups2) Final body 
weight(BW, g) 

Liver
(g/100 g BW) 

Kidney
(g/100 g BW) 

Heart
(g/100 g BW) 

Spleen
(g/100 g BW) 

 NC 434.50±43.38
a 2.59±0.11d,3) 0.58±0.05b 0.30±0.01b 0.16±0.02NS,4)

 DM 287.50±15.50b 4.47±0.18a 1.09±0.08a 0.38±0.04a 0.20±0.02

 A1 289.71±38.70
b 4.03±0.12b 1.08±0.05a 0.37±0.04a 0.19±0.03

 A2 320.08±48.98b 3.70±0.15c 0.99±0.07a 0.35±0.03a 0.18±0.02
1)
AJA: acetic acid fermented juice of submerged cultured Antrodia camphorata   

 mycelium.
2)NC: normal control group, DM: diabetic control group, A1: 1/2 diluted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A2: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3)
Values are mean ± 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4)Not significant. 

당  fructosamine 함량

당뇨유발 후 실험식이로 5주간 사육하는 동안 당변화

를 조사한 결과(Fig. 1), NC군에서는 90.6~106.0 mg/dL 범

를 유지하 다. DM군에서는 당뇨유발 1주 후부터  실험

기간 동안 392.4~516.3 mg/dL의 고 당을 유지하는데 비하

여 균사체 산발효액을 투여한 A1  A2군에서는 3주째 

까지 증가하여 384.2~493.3 mg/dL을 나타내었으나 4~5주

째부터 낮아지기 시작하 으며, 5주째의 A1, A2군의 당

은 DM군에 비하여 각각 17.1  28.2%가 감소하 다. 

Ostman 등(22)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한 식

가 식후의 격한 당 변화를 완화시킨다고 하 으며 이는 

식 내의 acetic acid가 당질의 분해와 흡수를 지연시키는 

상과 련이 있다고 하 다.  Jang 등(23)은 소나무버섯 

균사체의 배양시에 균사체로부터 배지내로 배출되는 산가

용성 는 알칼리가용성 다당체가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우장지버섯 균사체 배양액을 이용한 산발효액

의 당  fructosamine의 강하효과는 산뿐만 아니라 

발효액 에 함유하는 다당체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당뇨병에서는 glucose나 fructose와 같은 환원성 당류의 

일부가 energy 사경로로 이행되지 못하고 단백질과 결합

하여 당화단백질을 형성함으로서 2차 인 장기의 기능손

상을 야기한다(24).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고 당의 조 정

도는 액내 HbA1c(glycohemoglobin) 는 청 fructosamine

의 함량 변화를 찰함으로서 단할 수 있다(16). 그러나 

 HbA1c의 수 을 평가하는 것은 hemoglobin의 life 

cycle이 약 3개월 정도가 됨으로 6주이 의 당조 을 반

(25)하는 반면 청 fructosamine은 2~3주의 당조  정

도를 반 한다(26,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기간이 

5주인 을 고려하여 청 fructosamine의 함량을 측정하

다(Fig. 1). 그 결과 청 mL당 fructosamine의 함량(OD at 

△530nm)은 NC군에서는 0.22±0.05 이었으나 DM군에서는 

0.43±0.04로 약 2배가 증가하 으나, A2군에서는 0.36± 

0.04로 DM군에 비해 16.3%가 감소하여 우장지버섯균사체

배양액으로 제조한 산발효액이 청 glucose와 단백질과

의 glycation을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지질 함량  동맥경화지수

본 실험에서는 우장지 버섯 균사체 배양액으로 제조한 

산발효액의 투여가 당뇨쥐의 청 내 지질함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당뇨유발 후 5주간 실험식이로 사육

한 결과(Table 4), 청 triglyceride 함량은 DM군이 130.27 

mg/dL로 NC군의 54.92 mg/dL에 비해 약 2.3배 증가하 으

나 A1  A2군은 각각 72.85  67.72 mg/dL로 DM군에 

비해 각각 44.1%와 48.0%의 유의 인 감소를 보 다. Total 

cholesterol 함량은 DM군이 129.47 mg/dL로 NC군의 83.02 

mg/dL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A1, A2군은 98.43, 

89.16 mg/dL로 DM군에 비해 각각 24.0, 31.1%가 유의 으

로 감소하 다. HDL-cholesterol 함량은 DM군이 29.51 

mg/dL로 NC군의 39.58 mg/dL에 비해 감소하 으며, A1군

에서는 30.24 mg/dL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2군은 43.06 mg/dL로 NC군의 수 에 미치지는 못하나 

DM군에 비해 45.9%가 증가하 다. LDL-cholesterol 함량

은 DM군이 73.90 mg/dL로 NC군의 32.46 mg/dL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A1군과 A2군은 각각 55.28  

36.12 mg/dL로 DM군에 비해 각각 25.2  51.1%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동맥경화지수에서도 A1  A2군은 DM

군에 비해 유의 으로 낮았으며 특히, A2군은 NC군 수 으

로 회복되었다. 

당뇨에서는 고 당으로 인하여 청지질의 사에 이상

을 래하며, 청 내 VLDL(very low density lipoprotein)과 

LDL(low density lipoprotein)의 함량이 증가하여 동맥경화

성 상동맥질환 는 뇌 질환의 발생율이 높아진다

(29). 그러나 청지질  HDL(high density lipoprotein)은

LDL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에 축 된 cholesterol을 감

소시킴으로서 동맥경화의 발생을 억제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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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AJA1) on the level of serum lipids in STZ- 
induced diabetic rats fed for 5 weeks

Groups2) Trig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Atherosclerotic 
index

NC 54.92±9.14c,3) 83.02±6.39c 39.58±4.78a 32.46±6.65c 2.16±0.36c

DM 130.27±9.28a 129.47±8.96a 29.51±5.16b 73.90±8.98a 4.48±0.68a

A1 72.85±8.39b 98.43±7.20b 30.24±3.81b 55.28±8.64b 3.18±0.39b

A2 67.72±6.10bc 89.16±8.28bc 43.06±4.48a 36.12±9.89c 2.13±0.48c

1)AJA: acetic acid fermented juice of submerged cultured Antrodia camphorata mycelium.
2)NC: normal control group, DM: diabetic control group, A1: 1/2 diluted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A2: AJA administered group after diabetes  
 induction.
3)
Values are mean ± 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Jung 등(30)의 연구에서는 감식 의 투여가 고 cholesterol

증 흰쥐의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수치를 낮춘다 

하 으나 본 실험의 결과는 우장지 버섯 균사체 배양 산

발효액에 함유된 산가용성의 β-glucan의 함량이 0.07%로 

나타난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우장지버섯 균사체 배양액으로 발효시킨 산발효액

(AJA: pH 3.2, acidity 2.0, brix degree 3.2)이 streptozotocin으

로 유발한 당뇨쥐의 당과 청지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 다. 실험용 식이는 AIN-76 diet를 기본으로 하여 조제하

으며 실험동물은 5주령의 평균체 이 140±10 g인 

Sprague-Dawly계 흰쥐를 사용하여 정상 조군(NC), 당뇨

조군(DM), 당뇨유발 후 체  100 g당 AJA 1/2 희석액 

0.5 mL 경구투여군(A1)  당뇨유발 후 체  100 g당 AJA 

0.5 mL 경구투여군(A2)의 4군으로 나 어 5주간 경구 투여

하 다. A1  A2군은 DM군에 비하여 당뇨에 의하여 나타

나는 다음  체 감소 상과 간의 비 상이 완화되었

다. A1  A2군의 5주째 당은 DM군에 비하여 17.1  

28.2%가 감소되었으며, fructosamine의 함량은 A1군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A2군에서는 16.3%가 감소되었다. 

A1  A2군은 DM군에 비하여  triglyceride 함량은 

44.1~48.0%가, total cholesterol 함량은 24.0~31.1%가, 

LDL-cholesterol 함량은 25.2~51.1%가 각각 감소하 으며, 

HDL-cholesterol 함량은 A1군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A2군에서는 45.9%가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 우장지버

섯 균사체배양액으로 제조한 산발효액은 STZ로 유도한 

고 당을 완화시키는 항당뇨작용과 지질 사를 개선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의 활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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