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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복합제가 제 2형 당뇨 마우스에서 

혈당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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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서  론

 糖尿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제 1형과 
인슐린이 생성은 되지만 인슐린에 의해 혈액 내 포
도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제 2형으로 구분되며, 전 
세계 糖尿 환자 수는 4억 2천만 명으로 유병률이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90% 이상이 제 2형 당
뇨로 나타났다(1). 현재 糖尿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sulfonylurea 및 biguanides 계의 치료제들은 혈당 
강하 효능이 있으나 소화기간 및 간 장애와 조혈기
계 장애, 피부과민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糖尿의 장기성을 고려한 부작

용이 없고 혈당개선에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지
속되고 있다.
현재 제 2형 糖尿 동물모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KS.Cg-m＋/＋Leprdb/J는 db/db mouse로 알려져 있
으며, 렙틴 수용체인 db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糖尿
와 肥滿의 증상이 나타나고 생후 4~5주부터 체중 
및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증가한다(2, 3). 또한 레
지스틴이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된다(3, 4).
한의학적으로 糖尿는 肥滿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고
지방 및 고당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熱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消渴의 범주로 구분되며 多尿, 多
食, 多飮의 증상을 나타낸다(5). 消渴은 渴而多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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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穀善飢, 小便頻數의 증상을 나타내며, 발생 부위에 
따라 上消, 中消, 下消로 나누어 腎陰을 補하고 淸火
하는 것으로 치료한다(6,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식품을 혼합하여 시너지효
과를 발생시키고 혈당 개선에 대한 효능이 증가한 
선행 연구들(8-12)에 착안하여 혈당 강하 및 인슐
린 감수성 증가에 대한 효능이 확인된 바나바잎(13
), 삼채(14), 여주(15), 아마란스(16), 핑거루트(17)
를 동일하게 배합하여 추출한 복합물이 혈액 내 포
도당 수치와 당뇨 관련 인자, 지질대사 지표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실험을 진행한 후, 유의적인 결과
가 도출되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당뇨 개선 혼합물 (Diabetes 
mellitus care mixture 이하, DCM로 표기)은 구성하
는 천연물들의 내용과 분량은 Table 1과 같으며, 혼
합물 25 g에 증류수 500 ㎖를 넣고 100℃에서 3시
간 동안 환류추출 하였다. 이후 추출물을 여과지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를 통해 감압농
축하고 freeze dryer를 사용하여 동결건조를 진행하
여 5.23g (수득율 20.92%)의 분말을 얻었으며, 초
저온 냉동고 (-80℃)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해 사용하였다.

Table 1. The prescription of DCM

2. 실험동물 

본 실험을 위하여 사용된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C57BLKS/J mouse (5주령, 수컷, 20∼27 ｇ)
와 유전자 변형이 발생한 db/db mouse (5주령, 수

컷, 30∼35 ｇ)는 샘타코 (Kore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동물은 2주간의 안정기를 가지면서 순
화를 시켰으며, 안정기 및 실험기간에 모든 실험군에
는 일반 사료(ENVIGO CO., U.K.)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22±2℃, 1일 중 12시간은 200-300 
Lux로 조명하고, 12시간은 모든 빛을 차단하였다. 
본 실험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DJUARB2017-002)을 받아 동물윤리준
칙에 의거하여 실험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사용된 시약은 혈당 체크 스트립 (Roshe CO., 
Switzerland), Morinaga ultrasensitive mouse 
insulin ELISA kit (MioBS CO., Japan), Mouse/Rat 
Leptin Quantikine ELISA Kit (R&D system, 
U.S.A.), Mouse Resistin Quantikine ELISA Kit 
(R&D system, U.S.A.) 등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기
기는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FDU-540, Japan), Freeze dryer (ilshin biobase, 
Korea), HPLC (Shimadzu, Co., Japan), 혈당 체크
기 (Roshe CO., Switzerland), Autoclave (Sanyo 
Co., Japan), Vortex mixer (Vision scientific Co., 
Korea), Centrifuge (Sigma Co., U.S.A.), 
Deep-freezer (Sanyo Co., Japan), Ice-maker 
(Vision scientific Co., Korea), 생화학자동분석기 
(Hitachi-720; Hitachi Medical, Japan), Plate 
shaker (Lab-Line Co., U.S.A.),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Co., U.S.A.)등을 사용하였다.

4. HPLC 분석

HPLC의 이동상을 0.1% phosphoric acid in water 
(A)와 0.1% phosphoric acid in acetonitrile (B)로 
gradient elution system을 적용시켜 0~20분 (A; 
80%, B; 20%), 20~30분 (A; 60%, B; 40%), 
30~35분(100% B), 35~40분 (A; 80%, B; 20%), 
55~70분(5% B)로 설정하였으며. 유속은 1 ㎖/min, 
column 온도는 40℃로 유지하였다. 이 후 20 ㎎/㎖ 
농도로 준비된 DCM를 주입하여 UV wavelength 
280 ㎚에서 6,8-dimethyl esculetin, salvianolic 
acid B, quercetin 함량을 분석하였다.

Scientific name weight (g)

Lagerstroemia speciosa 5

Allium hookeri 5

Momordica charantia 5

Amaranthus tricolor 5

Boesenbergia rotunda 5

Total amoun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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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료 투여

C57BL/6 mouse를 정상군으로 분류하였고 db/db 
mouse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2주간의 
안정기 후 실험동물의 혈당체크 후 그룹 당 6마리씩 
배분하였다. 실험 시작 7주령부터 실험 종료인 11주
령까지 정상군은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았고 대조군
은 증류수를 경구 투여 하였다. 실험군은 DCM를 
200 ㎎/㎏의 용량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4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6. 혈당 및 체중 측정

혈당 및 체중 측정은 실험시작 일부터 실험종료 일
까지 매주 화요일에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혈당 측정 
3시간 전부터 절식시킨 후 꼬리 미정맥을 절단한 뒤 
혈당체크기를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였고 체중은 
ｇ단위의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실험동물 희생

사료를 제거하여 실험동물을 18시간 동안 절식한 뒤 
에테르를 이용하여 실험동물을 흡입마취하고 심장채
혈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여 희생시켰다. 채취한 혈액
은 30분간 상온에서 굳힌 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취해 혈청을 분리하였고 –8
0℃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8. 생화학 분석 및 관련 인자 측정

혈청 내 간 기능 지표 (AST, ALT, LDH)와 지질대
사 지표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는 생화학자동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당뇨 관련 인자 
(insulin, leptin, resistin) 생성량은 각 ELISA kit의 
protocol을 따라 반응을 진행 한 후 microplate 
reader로 450 ㎚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21.0를 이용하여 mean±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내었으며, ANOVA를 사용하
여 다중 비교하였고 Duncan test를 통해 p＜0.001, 
p＜0.01 및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HPLC 분석

DCM은 당뇨에 효과적인 corosolic acid가 1094.6 
㎎/ℓ, ellagitannin이 634.8 ㎎/ℓ, quercetin이 
162.4 ㎎/ℓ 함량으로 검출되었다(Fig. 1).

Fig. 1. Indicator components analysis of DCM. Indicator 

components of DCM were analysis with HPLC 

chromatogram. 280 ㎚: (A); corosolic acid, (B) 

ellagitannin, (C) quercetin

2.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

AST는 대조군이 132.0±8.8 U/ℓ, DCM 투여군은 
99.0±6.1 U/ℓ로 나타나 25%의 유의적인 감소 (**: 
p＜0.01)가 나타났고(Fig. 2A) ALT는 대조군이 
97.2±6.4 U/ℓ, DCM 투여군은 90.8±7.2 U/ℓ로 
나타나 7%의 감소가 나타났다(Fig. 2B). 또한 LDH
는 대조군이 308.3±12.2 U/ℓ, DCM 투여군은 
241.0±9.0 U/ℓ로 나타나 22%의 유의적인 감소 
(**: p＜0.01)가 나타났다(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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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CM on the liver functional markers 

level in serum of db/db diabetic mice. The mice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DCM (200 ㎎/㎏) for 4 weeks. 

The (A) AST, (B) ALT, (C) LDH level in serum were 

measured. Th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n=6/group).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transam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Nor: normal group, Con: control group, 

DCM: Diabetes mellitus care mixture treated group (**: 

p＜0.01 compared to Con).

3. 당뇨 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

인슐린은 대조군이 42.6±10.3 ng/㎖, DCM 투여군
은 24.5±7.5 ng/㎖로 나타나 43%의 유의적인 감소 
(**: p＜0.01)가 나타났고(Fig. 3A), 레지스틴은 대
조군이 22.1±0.9 ng/㎖, DCM 투여군은 12.6±1.3 
ng/㎖로 나타나 43%의 유의적인 감소 (***: p
＜0.001)가 나타났다(Fig. 3B). 또한 렙틴은 대조군
이 76.0±5.3 ng/㎖, DCM 투여군은 64.9±3.9 ng/㎖
로 나타나 15%의 유의적인 감소 (*: p＜0.05)가 나
타났다(Fig. 3C).

Fig. 3. Effect of DCM on the diabetes related factors 

level in serum of db/db diabetic mice. The mice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DCM (200 ㎎/㎏) for 4 weeks. 

The (A) insulin, (B) resistin, (C) leptin level in serum 

were measured. Th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n=6/group). Nor: normal 

group, Con: control group, DCM: Diabetes mellitus care 

mixture treated group (***: p＜0.001, **: p＜0.01, *: p

＜0.05 compared to Con).

4. 혈당에 미치는 영향

정상군은 실험시작 시 190.6±9.8 ㎎/㎗, 4주 후에 
284.2±9.4 ㎎/㎗로 나타나 큰 혈당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조군은 실험시작 시 382.0±80.7 ㎎/㎗, 
4주 후에 795.6±76.1 ㎎/㎗로 나타나 혈당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DCM 투여군은 실험시작 2주 후
부터 대조군에 비해 혈당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4주 후에는 595.4±53.2 ㎎/㎗로 나타나 25%
의 유의적인 감소 (*: p＜0.05)가 나타났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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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DCM on the blood glucose level in 
db/db diabetic mice. The mice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DCM (200 ㎎/㎏) for 4 weeks. The glucose level 
was measured with blood from mice tail under 3 hours 
fasting in every week. Th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n=6/group). Nor: 
normal group, Con: control group, DCM: Diabetes 
mellitus care mixture treated group (*: p＜0.05 
compared to Con).

5.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중성지방은 대조군이 133.8±9.6 ㎎/㎗, DCM 투여군
은 90.7±8.4 ㎎/㎗로 나타나 32%의 유의적인 감소 
(**: p＜0.01)가 나타났고(Fig. 5A) 총 콜레스테롤
은 대조군이 176.3±8.0 ㎎/㎗, DCM 투여군은 
145.0±5.1 ㎎/㎗로 나타나 18%의 유의적인 감소 
(*: p＜0.05)가 나타났다(Fig. 5B). 또한 LDL-콜레
스테롤은 대조군이 10.0±0.7 ㎎/㎗, DCM 투여군은 
7.8±0.9 ㎎/㎗로 나타나 23%의 유의적인 감소 (*: 
p＜0.05)가 나타났고(Fig. 5C) H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78.5±3.7 ㎎/㎗, DCM 투여군은 87.8±6.2 
㎎/㎗로 나타나 12%의 유의적인 증가 (*: p＜0.05)
가 나타났다(Fig. 5D). 

Fig. 5. Effect of DCM on the lipid metabolism markers 
level in serum of db/db diabetic mice. The mice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DCM (200 ㎎/㎏) for 4 weeks. 
The (A) triglyceride, (B) total cholesterol, (C) 
LDL-cholesterol, (D) HDL-cholesterol level in serum 
were measured. Th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n=6/group).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Nor: normal group, Con: control group, DCM: Diabetes 
mellitus care mixture treated group (**: p＜0.01, *: p
＜0.05 compared to Con).

6. 체중에 미치는 영향

정상군은 실험시작 시 23.5±1.4 g, 4주 후에 
27.5±1.2 g으로 나타나 큰 체중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대조군은 실험시작 시 37.5±1.6 g, 4주 후
에 44.0±2.9 g으로 나타나 체중이 증가하였다. 그러
나 DCM 투여군은 실험시작 시 37.6±2.6 g, 4주 후
에 41.5±2.8 g으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5%의 체
중 감소가 나타났다(Fig. 6).

Fig. 6. Effect of DCM on the body weight in db/db 
diabetic mice. The mice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DCM (200 ㎎/㎏) for 4 weeks. The body weight was 
measured in every week. Th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n=6/group). Nor: 
normal group, Con: control group, DCM: Diabetes 
mellitus care mixture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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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糖尿는 인슐린 결핍 및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대사성 질환
으로 정의하며,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
지 않아 발생하는 제 1형 糖尿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분비된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 2형 糖尿로 구분된다. 이 중 제 2형 糖尿 환자의 
수는 전체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최근 연구들은 지방세포가 대사 작용 및 염증반응에 
관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8), 지방세포는 렙틴, 
레지스틴, 아디포넥틴을 분비하고 인슐린 수용체, 렙
틴 수용체등을 보유하여 체내 대사 작용에 상호작용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9). 肥滿과 연관된 제 2
형 糖尿는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 포도당대사
가 조절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질대사에 이상이 
발생하여 혈중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을 증가
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특징을 나타
낸다(20). 
본 연구에서 DCM은 간 기능 및 당뇨 관련 인자들을 
조절하여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고 지질대사
를 조절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확인되었다. 
우선 당뇨에 효과적인 corosolic acid, ellagitannin, 
quercetin 함량이 HPLC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Fig. 1), 당뇨로 인해 증가된 간 기능 지표인 AST
와 LDH는 각각 25%, 22%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
났고(Fig. 2A, C), ALT는 7%의 감소가 나타났다
(Fig. 2B).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포도당대사를 조절하여 체내의 세포들이 사용하는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단
백질과 지질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1). 
제 2형 당뇨 동물모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
되어 인슐린 농도가 증가되며, DCM은 43%의 유의
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A). 
레지스틴은 성숙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티드 
호르몬으로 발견 초기에는 인슐린 저항성 및 비만과 
레지스틴과의 관계는 아직 뚜렷하지 않으나 혈중 레
지스틴의 농도가 제 2형 당뇨 환자(22)와 비만 동물 
실험(23)에서 정상군에 대비하여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려진 것과 같이 당뇨
로 인해 레지스틴이 증가하였고 DCM은 43%의 유의
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B). 
렙틴도 레지스틴과 동일하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폴리펩티드 호르몬으로 혈중 렙틴의 농도는 지방조
직과 연관성이 있으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렙틴도 증
가한다(24, 25). 이전 연구(26, 27)에 따르면 렙틴
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체내 대사 작용에 관
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해 렙틴이 증가하였고 
DCM은 15%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어(Fig. 3C) 
16% 감소시킨 핑거루트(17)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
시킨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DCM은 핑거루트의 
성분을 통해 렙틴을 감소시켰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DCM은 당뇨로 인해 증가하는 간 기능 
지표와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레지스틴과 렙틴을 통
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을 감소시켰을 것
이라 사료되며(Fig. 4), DCM의 구성 재료들이 대부
분 15~20% 정도의 혈당을 감소시킨 반면, 구성 재
료들을 혼합하였을 때, 재료들 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혈당 감소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糖尿와 동반되는 肥滿의 가장 큰 특징은 증
가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하여 지질대사에 사용되
는 효소들의 활성이 억제되어 중성지방의 분해가 억
제되어 체내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심혈관
계 질환의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진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의 증가와 HDL-콜레스테롤의 
감소가 나타난다(28, 29). DCM을 투여한 후 중성지
방은 대조군에 비해 32%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
었고(Fig. 5A)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각각 18%, 23%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Fig. 5B, C), HDL-콜레스테롤은 12%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5D).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5%의 체중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DCM은 혈액 내 포도당 
수치와 당뇨 관련 인자들을 개선시켰고 또한 당뇨로 
인하여 증가하는 간 기능 지표와 지질대사 지표도 
개선시켰다. 따라서 임상 실험결과가 뒷받침 된다면 
제 2형 糖尿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제로써 사용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당뇨로 인한 혈당 및 지질대사에 대
한 DCM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렙틴 
수용체인 db 유전자의 변이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
성이 증가하여 제 2형 糖尿 동물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db/db mouse에 DCM을 투여하여 다양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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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커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레지
스틴과 렙틴의 조절을 통해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작용 기능을 정상화하여 포도
당대사를 원활하게 유도하였으며, 혈액 내 포도당 수
치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검증되었다. 또한 당뇨로 인
하여 증가하는 간 기능 지표인 AST와 ALT, LDH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효
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소된 인슐린 저항성
을 통해 지질 및 단백질대사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능도 
검증되었다. 향 후, 위 결과를 토대로 임상 실험결과
가 뒷받침 된다면 제 2형 糖尿 및 합병증에 대한 한
의학적 치료제로써 사용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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