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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erformed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to determine whether or not fermented red ginseng sup-
plementation modulates blood glucose and insulin resistance in type 2 diabetic patients. A total of 38 patients
were randomized to either a fermented red ginseng group or placebo group. The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or placebo group consumed 780 mg of fermented red ginseng or cellulose supplement per day for 12 weeks,
respectively. Lifestyle factors and dietary intakes of the patients were not altered during the 12-weeks period.
In the fermented red ginseng group after 12 weeks, the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136.29±16.45 mg/dL to 127.71±17.74 mg/dL) and HbA1c was also decreased. Especially, high HbA1c (HbA1c
≥8%, 8.45±0.56% to 7.82±0.53%)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low HbA1c (HbA1c <8%, 6.71±0.85%
to 6.44±0.49%) in the fermented red ginseng group. Serum low-density lipoprotein was slightly decreased in
the fermented red ginseng group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
anc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fermented red ginseng group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fermented red ginseng supplementation could be helpful to reduce blood glucose by improving insulin
resistance in type 2 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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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

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더불

어 국가정책의 일환인 의료보험사업의 증대와 윤택해져가

는 국민생활로 질병에 대한 식품의 생리활성 작용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는 탄수화물 소화 및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증가를 억제시키는 α-glucosidase 저해제(1,2), 췌장 베

타세포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설폰요소제(3,4), 간

에서 당 신생반응을 억제하고 근육 및 지방조직에서의 인슐

린 작용을 강화시키는 비구아니드계(4)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저혈당, 구토, 복부팽만, 설사 및 간 기능손

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혈당

조절효과가 낮아져 다른 약물을 병행하여 복용하게 된다.

따라서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고 혈당조절에 효과

가 높은 치료제 및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5).

홍삼은 대표적인 기능성식품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 기능

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식후혈당 개선효과(6-10)는 당뇨

병 환자에게 있어 주목할 만하며 최근에는 발효홍삼이 개발

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홍삼은 수삼을 쪄서

말린 것으로, 인삼사포닌, 폴리아세틸렌, 페놀계화합물, 산

성다당체, 산성펩티드, 인삼단백질, 리그난계 화합물인 고미

신(gomisin-N, -A), sesquiterpene계 화합물, 미량 알칼로이

드 등의 생리활성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11-18). 그중 홍삼

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등은 체내로 직접 흡수되지 않고, Rh2, Compound-

K 등과 같은 최종대사물로 전환되어 흡수되는데, 발효홍삼

은 이러한 생물학적 전환을 사람의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

(Bifidobacterium longum H-1)을 이용해 장에서 신속하게

흡수되어지도록 한 것(19)으로 그 동안 밝혀진 홍삼의 생리

활성성분들이 더욱 잘 흡수 발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실험에서는 발효홍삼이 식후 혈당증가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또한 당뇨병 세포모델에서도 산화스트레

스의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20). 그러나 이들은 세포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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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실험을 통한 것으로 아직 발효홍삼 추출물의 다양한 효능

이나 생리활성성분 등에 대한 임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삼추출물을 발효하여 그 발효추출물

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섭취시킴으로써 그들의 혈당조

절,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간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로 안전

성 여부를 확인하여 당뇨병 치료 보조제로서 유용성을 검증

하고 더 나아가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사망률 감소

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 P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미국 당뇨병학회

(ADA) 기준에 따라 공복 혈당 126 mg/dL 이상인 제2형 당

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합병증이 없으며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인슐린치료를 받고 있거나 혈당조절이 불안정하거나

신장 또는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실험

전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개인을 면담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대상자들은 경

구혈당강하제로 그들의 당뇨병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주로

그릴메피라이드(아마릴 정, 한독약품, 서울, 한국)와 글리벤

클라마이드(유글루콘 정, 종근당제약, 서울, 한국)와 같은 성

분의 약제를 복용하였다. 대상자 모집에서 총 53명의 당뇨병

환자가 채혈과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신장

이나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약물 조절가능성이 있는 환자

7인을 제외하여 실제 실험참여자는 46명이었다. 그중 8명이

임상시험 도중 불참의사를 밝혀 마지막까지 연구에 임하였

던 환자는 실험군 20명, 위약군 18명으로 총 38명이었다. 연

구기간은 2007년 2월 24일부터 2007년 7월 21일까지이며 매

주 토요일마다 한 주간 모집된 임상시험자를 실험군과 위약

군으로 무작위로 나누고, 주별 모집된 그룹별로 12주간 진행

하였다.

발효홍삼추출물의 시료조제 및 섭취

본 실험에 사용한 발효홍삼추출물 캡슐과 위약 캡슐은

(주)구안산업의 도움을 받아 제조가공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 발효홍삼은 한국산 고려 인삼을 건조하기 전 단계에서

섭씨 95
o
C로 쪄서 말린 홍삼을 60% 에탄올로 추출해 감압

농축한 농축액에 Bifidobacterium longum H-1을 이용해 발

효시킨 다음 동결건조의 과정을 거친 후 분말화한 것을 390

mg씩 한 캡슐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효홍삼 캡슐

의 섭취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식전 공복상태에서 한

캡슐씩 하루 780 mg을 섭취하였다. 위약군은 동량의 cellulose

를 실험군과 동일하게 제조한 후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자기가 섭취한 식품에 대한 기대

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응을 줄이기 위해 이중

맹검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

일반사항은 개개인을 면담하여 설문지로 조사되었으며

연령, 성별, 교육정도, 당뇨병 유병기간을 조사하였고,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당뇨

병 환자에서 발효홍삼추출물의 섭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 시작 전 1차 조사와 실험이 끝난

후 2차 조사에서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

였다. 신장은 신발을 벗고 직립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귀와

눈이 수평이 되게 하여 신장계를 이용하여 mm 단위까지,

체중은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체중계를 사용하여 0.1

kg 단위까지 측정하였고, 계측치로부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체중(kg)/[신장(cm)]2)를 산출하였다. 또

한 허리둘레는 배꼽 부분의 수평둘레를, 엉덩이둘레는 배꼽

과 대퇴골 사이의 최대 수평둘레를 측정하여 허리엉덩이 둘

레비(허리둘레/엉덩이둘레)를 계산하였다. 혈압은 간호사

의 도움을 얻어 수은 혈압계를 이용하여 최소 5분 이상 안정

시킨 대상자가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을 측정하였다.

혈액 채취 및 생화학적 분석

연구대상자의 혈액검사에 사용된 혈액은 실험 전후에 10

시간 공복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맥혈을 채취하여 공복

혈당은 Hexokinase법(21)으로 자동혈액분석기(ADVIA 1650,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Erlangen, Germany)로

측정하였고, 장기간의 혈당 조절지표로 사용되는 당화혈색

소는 Turbidimetric Immunoassay(TIA)법(21)으로 Integra

400(Roche, Basel, Switzerland)으로 측정하였다. 혈청의 지

질성분 중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자

동혈액분석기(ADVIA 1650, Siemens Healthcare Diag-

nostics)를 이용한 효소법(21)으로 분석하였으며, 혈청 LDL-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식(22)에 의해 계산하였다. 간기능

검사인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

transferase(AST), γ-glutamyl transferase(GTP)는 Enzyme
immunoassay법(21)으로, 신장기능 검사인 blood urea

nitrogen(BUN)과 creatinine은 colorimetry법(21)으로 자동

혈액분석기(ADVIA 1650, Siemens Healthcare Diag-

nost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슐린 분비능 및 인슐린 저항성 측정

공복 인슐린은 Chemiluminescent Immunoassay(CLIA)

법(21)으로 Immulite 2500(Diagnostic Products Corpo-

ration, Los Angeles, CA, USA)로 분석하였다. 인슐린 저항

성은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HOMAI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3).

통계분석

본 연구는 SPSS program package(version 11.0)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각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일반사항 및 생활습관은 χ2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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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factors of the subjects N (%)

Characteristics Placebo (n=18) FRG (n=20) Total (n=38) χ2 value p value

Age (years)

30～39
40～49
50～59
60～69

2 (11.1)
4 (22.2)
8 (44.4)
4 (22.2)

0 ( 0.0)
4 (20.0)
9 (45.0)
7 (35.0)

2 ( 5.3)
8 (21.1)
17 (44.7)
11 (28.9)

2.779 0.427

Mean±SD 51.22±10.77NS 56.00±7.17 53.74±9.25

Sex
Male
Female

11 (61.1)
7 (38.9)

12 (60.0)
8 (40.0)

23 (60.5)
15 (39.5)

0.005 0.94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age and above

5 (27.8)
7 (38.9)
6 (33.3)

9 (45.0)
7 (35.0)
4 (20.0)

14 (36.8)
14 (36.8)
10 (26.3)

1.442 0.486

Duration of diabetes
(years)

<1
1～4
5～9
≥10

3 (16.7)
7 (38.9)
5 (27.8)
3 (16.7)

2 (10.0)
7 (35.0)
4 (20.0)
7 (35.0)

5 (13.2)
14 (36.8)
9 (23.7)
10 (26.3)

1.811 0.613

Distribution of
body weight

Underweight
IBW
Overweight
Obesity

1 (5.6)
7 (38.9)
6 (33.3)
4 (22.2)

0 ( 0.0)
9 (45.0)
4 (20.0)
7 (35.0)

1 ( 2.6)
16 (42.1)
10 (26.3)
11 (28.9)

2.369 0.499

Smoking
Non-smoker
Ex-smoker
Smoker

6 (33.3)
3 (16.7)
9 (50.0)

10 (50.0)
7 (35.0)
3 (15.0)

16 (42.1)
10 (26.3)
12 (31.6)

5.510 0.064

Drinking
None
Mild (≤2 times/week)
Heavy (≥3 times/week)

9 (50.0)
6 (33.3)
3 (16.7)

13 (65.0)
4 (20.0)
3 (15.0)

22 (57.9)
10 (26.3)
6 (15.8)

1.025 0.599

Exercise

None
1～2 times/week
3～4 times/week
≥5 times/week

4 (22.2)
3 (16.7)
6 (33.3)
5 (27.8)

6 (30.0)
3 (15.0)
9 (45.0)
2 (10.0)

10 (26.3)
6 (15.8)
15 (39.5)
7 (18.5)

4.015 0.260

FRG: fermented red ginseng, IBW: ideal body weight. NS: not significant.

여 분석하였고, 발효홍삼추출물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의

혈당 및 당화혈색소 농도, 혈청 인슐린 농도, 혈청 지질 및

지단백 농도, 간 및 신장 기능검사의 유의성 검증은 paired

t-test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연구대상자는 총 38명이고, 연령분포는 30세에서 69세까

지로 발효홍삼군은 56.00±7.17세, 위약군은 51.22±10.77세,
전체 평균 53.74±9.25세였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연령

별로는 50～59세가 발효홍삼군에서 45.0%, 위약군에서 44.4

%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발효홍삼군에서 중졸 45.0%,

고졸 35.0%, 대졸 이상 20.0%로 조사되었고, 위약군에서는

중졸 27.8%, 고졸 38.9%, 대졸 이상 33.3%로 조사되었다

(Table 1).

조사대상자들의 당뇨병의 이환기간은 발효홍삼군에서 1

년 미만이 10.0%, 1～4년 35.0%, 5～9년 20.0%, 10년 이상이

35.0%로 나타났고, 위약군에서는 1년 미만이 16.7%, 1～4년

38.9%, 5～9년 27.8%, 10년 이상이 16.7%로 나타나 전체적

으로 1～4년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두 군 간에 비슷한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체중상태를 표준체

중백분율(PIBW)에 의해 90% 미만이면 저체중, 90～110%

미만이면 정상체중, 110～120% 미만이면 과체중, 120% 이

상을 비만으로 정하였을 때(24,25), 전체적으로 과체중과 비

만인 경우가 55.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은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의 흡연은 지질과산화물을 증가시키고 인슐

린 저항성을 유도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계합병증 발

병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나(26), 전체 대상자에서 31.6

%가 흡연자이고 26.3%가 발병 후 담배를 끊은 상태였으며

비흡연자는 총 42.1%로 나타났다.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 경

우가 전체 57.9%였으나, 주 3회 이상 과도한 음주도 15.8%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국

민의 27.3%가 지속적 흡연을, 58.7%가 음주를 하였는데(27)

본 연구결과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당뇨병환자는 국민영양

조사 결과보다 많은 반면에, 흡연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운

동요법은 비만한 제2형 당뇨병환자들이 식이요법과 병행하

면 체중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며 말초조직의 순환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 및 지방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의 감수성과

인슐린 반응도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말초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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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anthropometric and blood pressur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fter 12 weeks of FRG supplement

Characteristics
Placebo (n=18) FRG (n=20)

Baseline 12 weeks Baseline 12 weeks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WC (cm)
HC (cm)
WHR

166.14±11.171)NS
66.79±14.43
23.95±3.03
87.49±9.71
97.36±6.02
0.90±0.05

166.18±11.17
66.53±14.70
23.87±3.17
88.16±9.05
97.56±5.78
0.90±0.05

163.92±9.95
66.47±10.08
24.78±2.72
90.38±8.77
99.93±5.75
0.90±0.05

163.92±9.95
66.17±10.79
24.66±2.95
90.49±8.89
100.01±6.22
0.90±0.05

SBP (mmHg)
DBP (mmHg)

121.39±15.30
75.60±11.00

117.50±15.70
72.20±9.40

122.00±17.70
73.80±10.40

116.25±15.20
71.00±11.20

1)Mean±SD. NS: not significant.
FRG: fermented red ginseng,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 height (m)

2
), WC: waist circumference, HC: hip

circumference, WHR: waist to hip ratio, BP: blood pressur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3. Changes in blood glucose, glycosylated hemoglobin and insulin levels of the subjects after 12 weeks of FRG
supplement

Placebo (n=18) FRG (n=20)

Baseline 12 weeks Baseline 12 weeks

FBG (mg/dL)
HbA1c (%)
Insulin (μU/mL)

145.70±27.471)NS
7.48±1.22
8.90±2.90

142.80±31.18
7.29±0.93
7.64±3.35*

136.29±16.45
7.36±1.02
9.18±3.00

127.71±17.74*
6.96±0.93*
7.33±2.12*

1)Mean±SD. NS: not significant. *p<0.05 by paired t-test.
FRG: fermented red ginseng, FBG: fasting blood glucose,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대한 효과를 향상시킨다(28).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6.3%였고 주 3～4회 운동하

는 경우는 39.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 5회 이상 운동

하는 경우도 18.5%로 나타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습관에

서도 발효홍삼군과 위약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계측치와 혈압의 변화

연구대상자의 발효홍삼 및 위약 섭취 후의 신체계측치 및

혈압의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발효홍삼군에서 체중

은 실험 전 66.47±10.08 kg에서 실험 후 66.17±10.79 kg으
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위약군에서도 역시 66.79±14.43
kg에서 66.53±14.70 kg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허리둘

레는 발효홍삼군의 경우 실험 전 90.38±8.77 cm에서 실험

후 90.49±8.89 cm로 변화가 없었고, 위약군에서도 87.49± 
9.71 cm에서 88.16±9.05 cm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BMI도 발효홍삼군이 24.78±2.72 kg/m2에서 24.66±2.95
kg/m

2
로, 위약군은 23.95±3.03 kg/m2에서 23.87±3.17 kg/

m2로 두 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허리엉

덩이둘레비는 발효홍삼군의 경우 0.90±0.05에서 0.90±0.05
로 차이가 없었고, 위약군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러므로 발효홍삼은 제 2형 당뇨환자의 신체계측치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의 변화는 발효홍삼군에서 실험 전후 수축기 혈압이

122.00±17.70 mmHg에서 116.25±15.20 mmHg로, 이완기

혈압은 73.80±10.40 mmHg에서 71.00±11.20 mmHg로 거

의 변화가 없었다. 위약군의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121.39± 
15.30 mmHg에서 117.50±15.70 mmHg, 이완기 혈압이 75.60

±11.00 mmHg에서 72.20±9.40 mmHg로 혈압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환자에 있어 고혈압

인 경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어 발효홍삼 섭취에 따른

혈압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혈당 및 당화혈색소 변화

대상자의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발효홍삼 섭취군의 공복혈당은 136.29±16.45 mg/dL
에서 127.71±17.74 mg/dL로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으

며, 당화혈색소 역시 7.36±1.02%에서 6.96±0.93%로 유의

하게(p<0.05) 감소하였다. 반면에 위약군에서는 공복혈당이

145.70±27.47 mg/dL에서 142.80±31.18 mg/dL로 변화가

없었으며, 당화혈색소도 7.48±1.22%에서 7.29±0.93%로 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발효홍삼 섭취가 장기

간 평균 혈당 관리의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유의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발효홍삼의 혈당강하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당에 대한 인삼 사포닌의

억제작용에 관한 연구(29)에서 인삼 사포닌은 간과 근육에

서 glycogen 산화에 관여하는 효소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

정하였고, 부분 정제된 사포닌이 정상 쥐에서의 지방대사

및 당류대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대사반응을 촉진한다는 보

고(30)와 같이 발효홍삼추출물의 사포닌 성분이 환자들의

혈당강하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복혈당보다 당 조절 상태에 더 안정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고당화혈색소군(Hb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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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serum lipid levels of the subjects after 12 weeks of FRG supplement

Placebo (n=18) FRG (n=20)

Baseline 12 weeks Baseline 12 weeks

T-Chol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

167.61±39.521)NS
112.59±53.28
42.47±9.47
99.89±32.26

167.94±45.61
124.35±53.72
39.35±9.58
102.06±41.18

154.70±42.30
104.25±43.59
38.40±5.93
90.70±32.63

156.75±38.01
110.56±41.90
37.55±4.73
87.10±27.22

1)
Mean±SD. NS: not significant.
FRG: fermented red ginseng,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DL-cholesterol, LDL-C: LDL-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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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HbA1c by HbA1c levels of FRG group
after 12 weeks of FRG supplement. HbA1c: glycosyated hemo-
globin, FEG: fermented red ginseng, HHG: high HbA1c level
group (HbA1c ≥8%, n=5), LHG: low HbA1c level group (HbA1c
<8%, n=15). *p<0.05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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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HOMA-IR of the subjects after 12 weeks
of FRG supplement. Placebo (n=18), FRG: fermented red gin-
seng (n=20),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p<0.01 by paired t-test.

8%)과 저당화혈색소군(HbA1c<8%)으로 분류하여 발효홍

삼의 섭취에 따른 변화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보면 저당화혈색소군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반면, 고당

화혈색소군은 8.45±0.56%에서 7.82±0.53%로 유의적(p<

0.05)으로 감소하여 발효홍삼은 당화혈색소가 높은 고혈당

의 환자들에게 그 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지질의 변화

대상자의 혈중지질 변화는 Table 4와 같다. 발효홍삼군의

총 콜레스테롤은 154.70±42.30 mg/dL에서 156.75±38.01
mg/dL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LDL-콜레스테롤은 90.70± 
32.63 mg/dL에서 87.10±27.22 mg/dL로 유의적 차이가 없

었으며, 위약군에 있어서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LDL-콜

레스테롤의 증가는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고 그 크기가 작

을수록 동맥경화 형성이 더욱 가속화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경우 크기가 감소되어 있는데(31), 본 연구대상에 있어

혈청지질이 매우 높은 환자는 발효홍삼군과 위약군 모두 지

질개선제를 복용하고 있어 발효홍삼 섭취에 따른 혈청지질

에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분비능 및 인슐린 저항성 변화

혈청인슐린은 대조군과 발효홍삼군 모두 실험 전과 후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발효홍삼군은 실험 전 9.18±3.00
μIU/mL에서 실험 후 7.33±2.12 μIU/mL로 위약군에 비해

실험 전 높은 수치였으며, 발효홍삼 섭취 후 감소 정도도 대

조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3). 인슐린은

혈액속의 포도당을 근육, 간, 지방조직 등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혈당이라

도 혈중 인슐린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인

슐린의 작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태를 인슐

린 저항성이라 한다(32). 따라서 제 2형 당뇨환자에 있어 인

슐린 분비는 증가하고 고인슐린혈증이 유발될 수 있고,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분비저하와 함께 혈당 조절이 악

화된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인슐린 분비능이 높은 군에

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식사, 운동, 체중감량

이 매우 중요하고 인슐린 감작제 투여를 고려하며 인슐린

분비능이 낮은 군에서는 혈당 조절이 불량하므로 인슐린 투

여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33). 본 연구대

상자는 경구 혈당강하제로만 그들의 당뇨병을 조절하는 상

태의 환자들로서, 이들이 발효홍삼 추출물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발효홍삼추출물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위약군에서는 유의적

변화가 없는 반면, 발효홍삼군에서는 섭취 전 3.11±1.13
mmol/L에서 섭취 후 2.23±0.71 mmol/L로 유의한(p<0.01)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2).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운동부

족, 정신적 스트레스,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며 복부비만, 지질이상혈증, 고혈압, 내당능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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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liver and kidney function of the subjects after 12 weeks of FRG supplement

Placebo (n=18) FRG (n=20)

Baseline 12 weeks Baseline 12 weeks

AST (IU/L)
ALT (IU/L)
γ-GTP (IU/L)

21.78±5.831)NS
22.00±6.53
21.06±11.48

23.39±5.77
22.22±9.66
24.38±11.52

22.65±4.15
23.25±6.79
24.79±15.94

25.95±8.64
23.95±8.60
25.63±17.01

BUN (mg/dL)
Creatinine (mg/dL) Male

Female

16.18±4.59
1.14±0.22
0.86±0.08

15.64±4.51
1.05±0.09
0.93±0.05

19.36±4.67
1.13±0.08
0.86±0.13

19.33±4.36
1.16±0.14
0.91±0.10

1)Mean±SD. NS: not significant.
FRG: fermented red ginseng,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γ-GTP: γ-glutamyl transpeptidase.

이 동반되는 상태로(34)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경우 제2형

당뇨병에서는 근육과 지방조직에서 인슐린의 증가를 알아

채지 못하여 인슐린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슐린 저항

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심혈관질환,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다(35). 즉 혈당조절과 합병증 관리를 위해서는 인슐

린 분비능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고려한 치료법의 선

택이 매우 중요하므로(36)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발효홍삼

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기능 및 신장기능의 변화

약물 또는 특정 식품의 지속적인 섭취에 대한 안전성 검사

로 주로 사용되는 간기능 검사는 앞선 연구에 있어서도 많이

이용된 검사 항목으로(37-39) 외부의 독성 물질에 의한 간

조직 파괴로 간세포에서 유출되는 혈중 AST와 ALT 그리

고 γ-GTP의 수치를 측정하여 발효홍삼의 섭취에 따른 안

전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AST의 경우 38 IU/L 이하,

ALT는 43 IU/L 이하, γ-GTP는 11～50 IU/L를 정상범위

로 한다(21).

간 기능 검사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발효홍삼의

12주간 섭취 후 AST는 발효홍삼군에서 22.65±4.15 IU/L에
서 25.95±8.64 IU/L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ALT도 23.25±6.79 IU/L에서 23.95±8.60 IU/L로
변화가 없었으며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γ-GTP의 경

우 24.79±15.94 mg/L에서 25.63±17.01 mg/L로 정상범위

내에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효홍삼의 장기간 섭취는

간 기능 검사 상에서는 인체에 독성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장기능 검사로 blood urea nitrogen(BUN)과 creatinine

을 측정하였다. BUN은 urea와 동의어로 취급하며 단백질의

최종 대사산물로 생성된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탈아미노화

하여 암모니아가 되고 오르니틴 회로에 의해 urea로 합성된

후 체순환에 들어가 대부분 신사구체에서 체외로 배설되므

로 신장질환과 관계가 깊다(21). Creatinine은 근육의 수축 에

너지로서 creatine phosphate에서 생성된 creatine에서 탈수

되어 생긴 대사 종말산물이다. Creatinine은 보통의 식사나

운동 등의 외적 영향을 받지 않아 거의 일정한 혈청 측정치

를 유지하며 신사구체에서 여과되어도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요 중으로 배설되는 점에서 혈청 cre-

atinine 상승은 신질환 진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21). 발효

홍삼 12주간 섭취 후 BUN은 발효홍삼군에서 19.36±4.67
mg/dL에서 19.33±4.36 mg/dL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정상

범위(5～23 mg/dL)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Creatinine도 남여 모두 발효홍삼 섭취 후 유의적 변화가 없

었으며 정상 수치를 나타냈었다. 따라서 본 실험으로 발효홍

삼을 12주간 일일 780 mg 섭취 시 인체에 대한 독성이 없으

므로 간 및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치료 보조제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홍삼추출물을 Bifidobacterium longum H-1으

로 발효시켜 인삼사포닌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화시킨 발효홍삼을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아침과 저녁 식

전에 한 캡슐씩 하루 780 mg을 섭취하였다. 위약군은 동량

의 cellulose를 실험군과 동일하게 제조한 후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약물이나 식사로만 치료

하는 총 38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로 발효홍삼군 20명(남자

12, 여자 8), 위약군 18명(남자 11, 여자 7)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군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 발효홍삼을 섭취한 군에서의 공복혈당은 136.29

±16.45 mg/dL에서 127.71±17.74 mg/dL로 유의하게(p<

0.05) 감소하였으며, 당화혈색소 역시 7.36±1.02%에서 6.96

±0.93%로 감소하였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인 고당

화혈색소군에서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슐린 저항성은 대조군에서는 유의적 변화가 없는 반

면, 발효홍삼군에서는 섭취 전 3.11±1.13 mmol/L에서 섭취

후 2.23±0.71 mmol/L로 유의한(p<0.01) 감소를 나타내었

다. 혈청지질 변화는 없었으며, LDL-콜레스테롤도 발효홍

삼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간 기능 지표인 AST, ALT,

γ-GTP와 신장기능 지표인 BUN, creatinine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정상범위에 속하여 발효홍삼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한국인 제2형 당뇨

병 환자에 있어 발효홍삼은 혈당 및 당화혈색소 감소와 인슐

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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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인 간 및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개선을 통해 합병증지연 또는 예방에 있어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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