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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물 추출물이 항당뇨 효소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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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anti-diabetic effects of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on expression of hepatic 
glucokinase (GCK), pyruvate dehydrogenase (PDH) and acetyl-CoA carboxylase (ACC) mRNA. GCK, PDH and ACC 
mRNA expression levels were measured by RT-PCR. The medicinal plants used in our study were Cordyceps militaris 
(CM), Perilla sikokiana (PS), Salvia miltiorrhiza Bunge (SMB), Panax notoginseng (PN) and Angelica utilis Makino 
(AUM). We found that GCK mRNA expression was increased to about 181% at the 250 ppm of CM water extract. 
Furthermore, we also found that CM and AUM water extracts stimulated PDH mRNA expression level related to 
glucose metabolism, however, PS, SMB and PN did not stimulate PDH mRNA expression as expected. Expression 
of ACC mRNA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both CM and AUM water extracts. Overall,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CM and AUM water extracts stimulate expression of hepatic GCK, PDH and ACC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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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현재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

어 있지 않은 질병으로써 운동 및 식이요법과 함께 약물요법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뇨병 관리에는 인슐린 제제, 경

구용 혈당강하제의 약물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작

용 등의 문제로 최근 천연소재의 특성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요법으로 혈당강하를 비롯하여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용식물들이 많이 있다. 약용식물 

중 동충하초(Cordyceps(C.) martialis)는 항암, 항산화, 면

역증강, 혈당강하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 기능성 소재로

써 Cordyceps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 

sinensis 다당체 부분의 항암, 면역강화, 항피로 등이 보고

되고 있으며(1-3), C. sinensis 및 C. militaris에서 분리된 

β-D-glucan polysaccharide, cordycepin, ergosterol 

peroxide에 의한 항암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 항당뇨 효능

에 대한 연구에서 C. militaris 추출물의 혈당강하 효능이 

입증되었고(4), C. sinensis 자실체에서 다당류를 분리하여 

혈당강하 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다(5). 당대사 관련 효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C. militaris 열수 추출물에서 분리한 유효

성분이 간세포 glucokinase 효소 활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6). 자소엽(Perilla sikokiana)은 차조기 또는 

소엽이라고도 하며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으며, 자소엽 

성분 중 luteolin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여 노인성 질

환인 파킨슨병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7). 또한 항암, 

항균, 식균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8-10). 단삼(Salvia mil-

tiorrhiza Bunge)은 주요 화학성분으로 tanshinone Ⅰ, Ⅱ

A, ⅡB 등을 포함하는 diterpene 화합물과 danshensu, 

protocatechuic aldehyde, salvianolic acid B 등을 포함하

는 phenolic 화합물, 그 외에 baicalin, β-sitosterol, ur-

solic acid, vitamin E, tannin 등이 알려져 있다(11). 단삼의 

생리활성으로는 항암, 항돌연변이, 항산화, 항혈전 등이 있

으며(12-15), 최근 단삼이 당뇨병성 신증 모델 흰쥐의 신증

의 악화와 진행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이 실험적으로 밝혀

져 보고되었다(16). 전칠(Panax notoginsengs)은 오가피

과(Panax) 식물로서 주요 성분은 dammarane계 saponin이

고(17) 이외에도 polyacetylene계 화합물과 sesquiter-

pene계 화합물 등이 보고된 바 있다(18). 명월초(Angelica 

utilis Makino)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19), 주성분

으로 flavonoid, coumarin, sapon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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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CR primer sequences
Gene Primer Sequence1)

GCK Forward
Reverse

GCT CAC TCA GGA CTT TGA TGC
AGC CAC TCA GTG ATG GTA TGG

PDH Forward
Reverse

AAT CCA ACT GGT TAC TTT TGA AGA
AAG AGC TGA GCA GCT GTG TAA

ACC Forward
Reverse

CTC CTG CTC ATC ACA GTA TG
GCA AGG CTA CTA AGG CAG G

18S Forward
Reverse

GAG CCT GAG AAA CGG CTA C
CCC ATT ATT CCT AGC TGC G

1)Primers are shown 5'→3'.

(20). 명월초는 민간에서는 고혈압,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고지혈증 개선과 간독성 해독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21,22). 그러나 이들 약용식물의 혈

당강하 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기

능성 식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생리활성의 검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5종의 약용식물인 동충하초, 자소엽, 단삼, 

전칠, 명월초의 물 추출물이 당대사 관련 효소인 glucoki-

nase(GCK), pyruvate dehydrogenase(PDH), acetyl- 

CoA carboxylase(ACC) m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동충하초, 자소엽, 단삼, 전칠, 명월초는 

건재상에서 구입하여 수세한 후 10배 증류수를 가하여 

60°C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추출하였다. 이를 실온

에서 방냉하고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기(SB-1000,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하였고, 동결건조기(FD 8508, 

Ilshin,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70°C에서 건조한 시료

를 냉동보관 하면서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HepG2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25 mM HEPES, 25 mM NaHCO3, 90% mini-

mum essential medium(MEM,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배지에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FBS, Sigma-Aldrich)과 1% penicillin-strepto-

mycin을 첨가하여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세포 생존율은 MTT[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환원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3). HepG2 세포를 96-well plates에 1×104 

cells/mL 농도로 100 μL 분주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되지 않은 배

지에 농도별로 제조한 후 세포에 처리하여 37°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EM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MTT 용액(5 mg/mL)을 가하고 37°C에서 4시간 

더 배양하여 MTT를 환원시켜 생성된 formazan을 조심스

럽게 제거하였다. 암조건에서 30분간 건조한 후 dimethyl 

sulfoxide(DMSO, Sigma-Aldrich)를 100 μL 분주하여 1

시간 동안 혼합한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otal RNA 추출 및 cDNA 합성

Kim 등(24)의 방법에 의거하여 HepG2 세포를 6-well 

plates에 1×106 cells/mL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소재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고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QIAzol lysis buffer를 각 well에 

500 μL 분주하여 세포를 lysis한 후 -70°C에 보관하였다. 

시료를 실온에서 녹인 후 chloroform 200 μL 분주하여 15

초간 혼합하였다. 그 후 12,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isopropanol 500 μL 들어 있는 튜브에 옮겨 

섞었다. 다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100% ethanol과 0.1% diethyl pyrocarbonate(DEPC)를 

75:25로 섞어 만든 75% ethanol을 각 튜브에 1 mL 분주하

여 5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제거하여 실온에서 건조

시켰다. Nuclease free water를 40 μL 분주하여 녹인 후 

RNA 5 μL에 0.1 % DEPC를 995 μL 첨가하여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total RNA 양을 정량하였다. 

Oligo(dT)15 primer(500 μg/mL) 1 μL, dNTP mix(10 

mM) 1 μL, 추출한 RNA(2 μg)와 RNase free water로 11 

μL 맞추고 65°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배 first-stand 

완충용액 4 μL, nuclease free water 1 μL, DTT(100 mM) 

2 μL, SuperScript Ⅲ reverse transcriptase 1 μL를 섞어 

9 μL씩 각 PCR tube에 더한 후 42°C에서 50분, 70°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ri-

mer sequence는 Table 1과 같다. 

RT-PCR(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GCK, PDH, ACC mRNA 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DNA로 RT-PCR을 실시하였다. Go Taq Green Master 

10 μL, nuclease free water 8 μL, forward primer(15 μM)

와 reverse primer(15 μM)를 각각 0.5 μL, 합성한 first- 

stand cDNA 1 μL를 PCR tube에 넣은 후 PCR을 실행하였

다. GCK PCR 조건은 94°C에서 4분(1 cycle), 94°C에서 

30초, 62°C에서 30초 그리고 72°C에서 30초(21 cycles), 

72°C에서 5분(1cycle)이었다. 내부표준 유전자인 18s PCR 

조건은 94°C에서 4분(1 cycle), 94°C에서 30초, 55°C에서 

30초 그리고 72°C에서 30초(21 cycles), 72°C에서 5분(1 

cycle)이었다. PCR 산물은 0.002% ethidium bromide 첨

가한 1.2% agarose gel에 100 v에서 30분간 전기영동한 

후 자외선광으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그 밴드의 

강도를 ImageJ(NIH, Baltimore, MD, USA) 소프트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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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on the cell via-
bility in HepG2 cells.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ments and 
expressed as mean±SE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CM, Cordyceps militaris; PS, Perilla sikokiana; SMB, 
Salvia miltiorrhiza Bunge; PN, Panax notoginseng; 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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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lucokinase mRNA expression of the water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ments and expressed 
as mean±SE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M, Cordyceps 
militaris; PS, Perilla sikokiana; SMB, Salvia miltiorrhiza Bunge; 
PN, Panax notoginseng; AUM, Angelica utilis Makino. 

의해 정량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

ces, Version 10.0,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각 농도의 평균차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독성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250∼5,000 ppm 범위

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5종의 약용식물 모두 

250, 500 ppm 농도에서는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

내었지만, 단삼과 전칠 물 추출물의 경우 1,000 ppm 농도에

서 각각 48%, 42%의 생존율로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이

를 토대로 간세포 GCK, PDH, ACC mRNA 발현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농도는 500 ppm 범위로 

희석하여 진행되었다.

Glucokinase mRNA 발현 

HepG2 세포에 동충하초, 자소엽, 전칠, 단삼, 명월초 물 

추출물을 처리한 후 GCK mRNA 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소엽, 전칠, 명월초 물 추출물

의 GCK mRNA 발현 정도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으므

로 차후 500 ppm 이상의 농도에서 GCK 유전자 발현을 측

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5종 약용식물을 상대적으로 비

교했을 때 동충하초 물 추출물의 GCK mRNA 발현이 250 

ppm 농도에서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소재들의 GCK mRNA 발현은 대조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간세포 GCK mRNA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재로 동충하초가 선정되었다. 

GCK는 당대사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효소로써, 특히 

당뇨병에 있어서 GCK 활성 감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활성 감소 시 당대사 이용률을 저하시킨다(25). GCK의 활

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중요한 것이며, 

GCK가 활성화되면 혈당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혈당이 감소하게 된다

(26). 본 연구에서는 다른 소재들에 비해 동충하초 물 추출

물이 GCK mRNA 발현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Kim(27)의 보고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당뇨대조군에

서 GCK 활성이 감소되었지만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열수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GCK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저자들은 선행 연구

에서 동충하초 분획물이 GCK 활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혈

당강하로 이어져 식후 혈당이 37.3% 감소되었음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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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28,29). 또한 GCK 효소의 활성 증가율은 천연소재 

복합물에서 동충하초의 배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GCK 활성 

증가율도 높아졌음을 확인하여 동충하초의 항당뇨 소재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29). Song 등(30)은 사이토

카인에 의한 췌장 β-세포 독성에 대하여 동충하초 추출물이 

방어하였으며, 그 방어 기전은 사이토카인에 의한 NFκB 활

성 증가의 억제, iNOS 발현의 억제, NO 생성의 억제가 관여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충하초 추출물도 당

뇨병 예방 또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과 GCK의 활성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감귤에 

존재하는 hesperin과 naringin이 GCK를 증가시켜 항당뇨 

효능을 나타내었고(31), 인삼성분 ginsenoside Rb2가 고혈

당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며 간의 GCK 활성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2). 또한 당뇨로 인해서 GCK 

활성이 현저하게 억제되었으나 자단껍질, 백복령, 다시마 투

여에 의해 상승되었음이 관찰되었다(33-35). 한편 Kang 등

(36)은 당뇨유발 흰쥐의 GCK 활성 및 GCK mRNA 발현은 

정상쥐에 비하여 낮았지만 인슐린 투여 후 증가되었으며, 

인슐린은 GCK 효소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Ko 등(37)은 길경 분획물이 GCK mRNA 발현을 증가시

켰고, 이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약용식물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와 

더불어 동충하초 추출물의 GCK mRNA 및 단백질 발현 증

가로 항당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차후 인슐린과 GCK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yruvate dehydrogenase mRNA 발현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PDH mRNA 발현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동충하초 물 추출물의 PDH mRNA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지만, 전칠 물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PDH 유전자 발현을 점차적으로 감소시

켰다. 약용식물 물 추출물을 100 ppm 농도로 처리했을 때 

PDH mRNA 발현은 명월초(215%)> 단삼(193%)> 전칠

(125%)> 동충하초(111%)의 순으로 높았다. 250 ppm에서

는 명월초 물 추출물이 PDH 유전자 발현을 251% 증가시켰

고, 500 ppm에서는 동충하초 물 추출물이 PDH mRNA 발

현을 210% 증가시켰다. 따라서 PDH mRNA 발현량을 효과

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재는 동충하초와 명월초를 꼽을 수 

있겠다.

간의 PDH 활성은 공복이나 당뇨 시에는 낮고 이들 효소

의 활성도 감소는 고혈당의 요인이며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

이 있다(38). 항당뇨 효능 관련 연구에서 Lee 등(39)은 홍삼

의 사포닌 성분이 PDH를 활성화시켜 당뇨를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Kim(27)은 C. militaris 분획물이 PDH 

활성을 3∼4배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여 동충하초의 혈당강

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산수유, 백복령, 목단피, 

숙지황, 천화분, 산약 물 추출물이 PDH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40). 본 실험에 사용된 명월초는 

신선초(Angelica keiskei Koidz), 명일엽, 신립초, 선삼초 

등으로 불린다. 신선초에 관한 연구로는 항산화, 멜라닌 생

성 억제활성 및 항암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41-43). 

한편 GCK 이외의 당대사 관련 효소들의 활성 조절과 관

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동충하초 및 명

월초 물 추출물이 PDH mRNA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혈당

강화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탐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Acetyl-CoA carboxylase mRNA 발현   

HepG2 세포에 다양한 농도(100, 250, 500 ppm)로 약용

식물 물 추출물을 처리한 후 ACC mRNA 발현 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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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자소엽, 단삼, 전칠 물 추출물의 

ACC mRNA 발현은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충하초 및 명월초 물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ACC mRNA 발현은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동충하초 물 추출물의 ACC mRNA 발현은 100 ppm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141% 증가되었고, 250 ppm에서는 

284%로 유전자 발현이 크게 증가되었다. 명월초 물 추출물

은 187~199% 범위의 ACC mRNA 발현을 나타내었다. 이

상의 결과에서 간세포 ACC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가장 높

일 수 있는 소재는 명월초와 동충하초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5종 약용식물 추출물이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조

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CC mRNA 발현을 측정한 결

과, 동충하초와 명월초 물 추출물이 ACC 유전자 발현을 효

과적으로 증가시켜 지방 합성을 용이하도록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ACC 효소와 관련된 연구에서, Ryu 등(44)

은 db/db 마우스에 상엽 에탄올가용분획을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보다 약간 상승된 ACC mRNA 발현을 나타내었고, 

GLUT-2 mRNA 발현을 증가시켜 간조직 내로 포도당 수송

을 증가시킨 결과 당신생과정을 억제시키는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상지 및 곤피 추출물은 고지방식이 

섭취로 증가된 ACC 활성을 정상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의 과잉 흡수를 억제하여 각종 성인병의 발병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45,46). Kim과 Kang 

(47)은 흑삼추출물이 당뇨병 유발 쥐의 저하된 ACC 활성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며 지방 합성을 용이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ACC는 영양이나 호르몬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양 상태에 의한 ACC 유전자 발현

을 보았을 때 25 mM 포도당 첨가시 ACC 활성이 약 1.7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glucose regulated-element가 있음

을 뒷받침해 주었고, 또한 ACC 유전자 발현은 인슐린 농도

에 의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8). Joo와 

Kim(49), Joo 등(50)은 인슐린의 절대적 결핍인 실험적 당

뇨병 쥐의 간에서 ACC 활성이 억제됨이 확인되었으며, 인

삼 사포닌 또는 홍삼 지용성 분획의 투여로 ACC 활성이 상

승현상을 나타낸 것은 이들 성분이 췌장 베타세포의 손상을 

완화시켜 인슐린 분비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추정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ACC 유전자 발현에 영

향을 주는 혈당이나 췌장세포 관련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한다고 본다. 

버섯은 다양한 종류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용과 약용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뇨에 의한 대사 장애와 관련하여 

버섯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다. 목이버섯, 잎

새버섯, 하늘색깔때기버섯, 검은산그물버섯 등이 강한 α- 

glucosidase 저해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고(51-53), 

표고버섯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

을 억제한다고 하였다(54). 차가버섯추출물은 NIDDM 모델 

당뇨 생쥐의 혈당 및 hepatic glucose-6-phosphatase 활

성을 감소시킴으로써(55) 함박잎새버섯의 혈당에 대한 조

절은 췌장의 손상 감소에 기인함이 보고되었다(56). 이러한 

버섯의 항당뇨 효능은 버섯의 성분 중 β-glucan과 inositol 

등이 인슐린 분비 조절을 통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7,58). 본 연구에서는 동충하초 추출물이 hepatic GCK, 

PDH, ACC mRNA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항당뇨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동충하초의 성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충하초, 자소엽, 단삼, 전칠, 명월초 물 추

출물이 당대사 관련 효소인 GCK(glucokinase), PDH(pyr-

uvate dehydrogenase) 및 ACC(acetyl CoA carboxylase) 

mRNA 발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GCK 

mRNA 발현은 동충하초 물 추출물을 250 ppm로 처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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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81%로 가장 높게 증가되었다. PDH mRNA 발현은 100 

ppm에서 명월초(215%)> 단삼(193%)> 전칠(125%)> 동충

하초(111%)의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250 및 500 ppm에서

는 각각 명월초(251%)와 동충하초(210%) 물 추출물에서 

높게 나타났다. ACC mRNA 발현은 자소엽, 단삼, 전칠의 

경우 대조구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동충

하초 물 추출물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100 ppm에서 141%, 

250 ppm에서 284%로 크게 증가되었다. 명월초 물 추출물

은 187~199% 범위에서 ACC mRNA 발현을 크게 증가시켰

다. 결과적으로 동충하초와 명월초 물 추출물이 다른 소재들

에 비해 간의 GCK, PDH, ACC mRNA 발현을 증가시킴으로

써 혈당강하 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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