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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물 항 당뇨 실험연구의 체계적 논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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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d to integrate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theories and results of experimental studies of

herbaceous plants on anti-diabetes. And I tried to analyze recent experimental study trend on the anti-diabetic herb.

I searched anti-diabetic herb studies on 4 korean databases and 10 korean journals by keywords, 'diabetes', 'blood

glucose', 'glycometabolism', 'pancreatic β-cell', etc. In order to see detail review, searching was performed from 2000

to 2010. And I searched 125 study cases concerning anti-diabetic herb and 72 varieties herbaceous plants used in

study of anti-diabetes. and I analyzed the choice motives of each herb for anti-diabetic study, the extract methods and

anti-diabetic evaluation contents. And I analyzed anti-diabetic herbs from a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point of view.

When the researchers chose herb for anti-diabetic experiment, just 8.8% of the choice was based on the oriental

medical evidences. I found that 60.6% of the herb shown to be effective in diabetes experimentally had oriental

medical theory-based Properties(性). There were studies with whole plants(16.8%), aqueous extract(45.6%), methanol

extract(8.0%), ethanol extract(8.0%) and comparative studies of more than 2 types of extracts or various

fractions(18.4%). The most frequent experimental diabetic models was diabetic mouse induced by

streptozotocin(STZ)(87.8%). And there were db/db mouse(6.7%), ob/ob mouse(1.1%), etc. 33.6% of all studies just

measured hematological indices of diabetes, and 66.4% researches analyzed details. To improve herbaceous plants

study on diabetes, we oriental medical scientists have to integrate the oriental medical theories and results of

experim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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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당뇨 치료약물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의 유병율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2).

당뇨병은 당대사 및 지질대사 전반에 걸쳐 만성적으로 대사

상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질병이며, 합병증의 유발 등 그 병정이

단순하지 않아 치료 방법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성인형 당뇨의 경우 병의 진전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병리학적 특징, 즉 인슐린 저항성-고인슐

린혈증-인슐린분비장애-고혈당증-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마다 다른 기전을 갖는 치료방법이 필요하

다3). 또한 현재 사용되는 당뇨치료제의 부작용 및 내성 문제 역

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요구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많

이 쓰이는 Sulfonylurea계, Biguanide계 약물의 경우 저혈당, 위

장장애, 젖산증, 간독성 등이 보고되었으며 최근 시판되고 있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PPAR-γ) 효능제인

Thiazolidinedion계열 약물도 비만, 부종 및 심장독성 등이 보고

되었다. 따라서 향후 당뇨병 치료는 기존의 약물을 대체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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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전의 약물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

화성 분해산물에 의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GLP-1

(Glucagon-Like-Peptide-1)수용체 항진제 및 DPP-IV(DePeptidyl

Peptidase-IV) 저해제 등을 이용한 치료법이 새롭게 개발되는 등

새로운 기전과 치료법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3-5).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천연물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여러

분야에서 천연물의 항 당뇨 기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

다. 당뇨에 있어 천연물 연구는 새로운 당뇨치료성분 발견에 대

한 기대와 식이치료의 영양학적 및 생리활성 측면에서의 가치로

대별된다. 천연물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식물, 동물, 광

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 민간요법에서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식물 약 400여종이 보고되어 있다
6)

. 한의학에

서의 본초가 각 분야에서 (물론 한의학계를 포함하여) 자연과학

적인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性味,

歸經, 昇降浮沈 등의 전통적인 본초 약성 이론의 관점이나 한방

생, 병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한의학자의 입장으로는 천연물을 질병치료목적 또는 건강관

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그 근저에는

전통적인 약성이론과 한방 생, 병리학적 효능에 입각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접근 방법은 모색되어 있지 않다. 물론 학계에서는 약성이

론의 지표를 마련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7-10) 아직까지

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천연물을 치료에 적용하여

다루고 있는 임상의학이며, 따라서 질병 기전과 치료방법들이 복

잡다단해지고,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천연물

을 자연과학적 관점과 전통 본초학적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은 한의학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천연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이 천연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국

내에서 발표된 천연물 당뇨 실험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여 약리,

효능, 추출방법 등에서 전통적인 본초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당

약물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적으로 당뇨에 유효하다고 발표된 천연물들에게서 전

통 본초학적으로 의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살펴

보아 전통 한의학적 관점으로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최근 국내 당뇨 관련 실험에서 연구되는 천연물들이

어떤 실험방법들로 연구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현재의 국내 천연

물 당뇨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의학자들에 의한 연구,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과 그 이외의 영역에서 연구된

논문들의 차이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의학, 약학, 식품영양

학, 농학계열 중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한국학술진흥재

단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한국학술정보원(KISS)”,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4U)”, 누리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DBPIA”, “국회도서관”의 논문 검색서비

스를 통해 검색하였으며, 논문의 원본입수는 상기 사이트와 “대

한한의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본초학회지”, “약학회지”, “생약학회지”, “한국응용생명화학학

회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한국영

양학회지”의 논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방법

인터넷 검색 검색어는 “당뇨”, “혈당”, “인슐린”, “당대사”,

“췌장”을 배합하여 사용하였고, 그 중 단미제 본초(천연물)연구

에 해당하는 것을 탐색하여 선택하였다. 두 가지 본초 이상의 복

합처방 또는 복합제제는 제외하였으며, 고전적인 修治를 통한 변

화가 아닌, 다품종 교배 등을 통한 새로운 품종개량으로 얻은 신

품종 천연물과 기존 품종의 비교연구는 본 연구와 그 의도가 다

르므로 제외하였다.

1) 연구자의 한의학적 관점 유무 실태 조사

해당 천연물을 선택하여 항 당뇨 실험에 적용하게 된 근거

에 있어 전통 한의학적 약성과 병태생리학적 해석이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고, 추출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한의학적 방법

이나 그 의미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2) 전통 약성학적 고찰

실험적으로 당뇨에 유효한 결과가 도출된 천연물의 본초학

적 歸經, 性味와 效能을 추적하여 보았다. 歸經과 性味는 고전 本

草醫書마다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전

국 한의과대학 本草學 교과서11)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

으며, 本草學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는 약물은 中藥大辭典
12)
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으로 삼은 두 서적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

는 배제하였다.

3) 항 당뇨 실험의 경향성 고찰

(1) 추출방법

열수추출, 메탄올, 에탄올 추출 등 추출방법을 조사하였고,

세부 계통분획을 하거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진행한 연구인지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생체 외 실험(in vitro), 동물 생체 내 실험(in vivo), 임상 시

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어떤 형태의 당뇨모델을 이용했는

지 살펴보았다.

(3) 측정 항목

항 당뇨 기전에 있어서 어떤 항목들을 탐색하여 연구하였는

지 살펴보았다.

결과 및 고찰

1. 천연물 당뇨연구 건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학술진흥원 등재학술지 중

당뇨 및 당뇨합병증과 관련하여 천연물 단미제제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해당 논문이 실려 있는 학회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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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rbaceous Plants used in the studies of anti-diabetes (2000-2010 Korea)

藁本
Ligustci Rhizoma

1
當歸

Angelica gias Naki
1

半夏
Pinellia ternata

1
桑枝

Mori Ramulus
1

芍藥
Paeoniae Radix Alba

1
澤瀉

Alismatis Rhizoma
2

苦蔘
Sophora flavescens

2
大黃

Rheum palmatum
3

부추
Allium tuberosum

Rottler
1

生地黃
Rehmanniae Radix

2
豬苓

Polyporus umbellatus
1

何首烏
Poligoni Radix

1

昆布
Laminariae Thallus

3
돌복숭아

Prunus persica Batsch
var. davidiana Max

2
白殭蠶(누에)

Bombyx Batryticatus
2

石蒜
Lycoris Radiata

1
蠐螬

Holotrichia
diomorphalia

2
荷葉

Nelumbo folium
1

瓜蔞根
Trichosanthes kirilowii

1
冬瓜

Benincasa hispida
6

白茅根
Imperata cylindrica

1

손바닥선인장(백년
초)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an

2
竹瀝

Bambusae Caulis in
Liquamen

3
鹹草

Salicornia herbacea
L.

5

拘杞子
Lycii fructus

1
두릅

Aralia elata
4 베타존

Bulnesia Salmienti
1

夜關門
Lespedeza Cuneata

G. Don
1

地骨皮
Lycii Radicis Cortex

1
海桐皮
(엄나무)

Kalopanax pictus
1

金錢草
Glechoma hederacea

LINNAEUS
1

둥굴레(玉竹)
Polygonati Odorati

Rhizoma
2

寶豆
Strychnos ignatii

1
야콘잎

Smallanthus
sonchifolius

1
枳椇子

Hovenia dulcis thunb
1

玄蔘
Crophularia
buergeriana

2

桔梗
Platycodon
grandiflorum

1
麻黃

Ephedra sinica
1

枇杷
Eriobotrya japonica

1
連錢草
Glechoma
Lingituba

1
知母

Anemarrhena
asphodeloides

2
紅麴

Red yeast rice
1

蘆根
Phragmites communis

1
梅花地衣

Parmelia austrosinensis
1

檳榔**
Areca catechu

1
五加皮

Acanthopanax
senticosus

5

차가버섯
Inonotus

obliqua/Fuscopiria
oblicus

3
花木皮

Betula platyphylla
var.

1

蘆薈
Aloe ferox

2
메밀

Fagopyrum esculantum
1

山藥
Dioscoreae Rhizoma

5
五味子
Schizandra
chinensis

2
蒼朮

Atractylodes japonica
1

黃芪
Astragali radix

1

누룩치
Pleurospermum
camtschaticum.
Hoffm.

1
모시대

Adenifora remotiflora
1

山椒
Zanthoxyli Fructus

1
龍葵

Solani nigri
1

天麻
Gastrodiae Rhizoma

2
黃連

Coptidis Rhizoma
1

누릅
Ulmus parvifoliaJacq.

4
민들레(蒲公英)
Taraxi Herba

1
桑椹子(오디)
Mori Fructus

3
薏苡仁

Coicis Semen
1

梔子
Gardeniae Fructus

1
黃柏

Phellodendri Cortex
1

丹蔘
Salviae Miltiorrhizaw

Radix
1

밀(浮小麥)
Tritici Immatri Semen

1
桑葉

Morus alba
3

人蔘
(紅蔘포함)
Ginseg Radix

5
七葉膽(돌외)
Gynostemma
pentaphyllum

1
厚朴

Magnolia obovata
1

*The showing numbers mean the frequency of study. ** Just eriobotrya japonica had not effect on diabetes.

를 확인하였다. 한의학계열 4개 학회지, 약학계열 2개 학회지, 식

품영양학계열 3개 학회지, 농학계열 1개 학회지이며, 논문의 편수

를 조사한 결과, 총 90편이 검색되었다(Table 1). 90편의 논문 중

한 논문에서 다수의 천연물을 선택해서 각각 같은 실험을 행한

논문들이 있어 총 125건의 천연물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학회지간, 또는 계열간에 단편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으나, 논

문의 편수 및 연구 건수가 가장 많은 학회지는 한국영양학회지였

으며, 계열로도 식품영양학계열의 논문이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Papers and Studys of Anti-diabetes of Herbaceous Plants

학회지 논문편수 천연물 연구 건수

한의학계열

대한한의학회지 5

26

5

32
대한한방내과학회지 5 5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1 11

대한본초학회지 5 11

약학계열
약학회지 4

12
6

14
생약학회지 8 8

식품영양학계열

한국영양학회지 24

49

29

58한국식품영양학회지 11 1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4 18

농학계열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3 3 21 21

계 90 125

2. 연구된 천연물의 종류

당뇨와 당뇨합병증에 대한 단미제 연구 총 125건에서 연구된

천연물은 총 72개였으며, 에콰도루, 페루가 원산지인 야콘잎13)과

미국 인디언이 사용해 온 베타존14)을 제외한 70개 약물들은 모두

한의학에서 또는 우리나라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응용되어온 약

물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들 약물 중 檳榔을 제외한 71개 약

물은 모두 각 논문에서 측정한 당뇨 관련 실험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2).

연구 횟수는 冬瓜가 6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山藥(마,

참마 포함), 五加皮, 人蔘(紅蔘 포함), 鹹草의 연구를 각각 5회 찾

을 수 있었다. 중복으로 연구된 천연물은 한 연구자 또는 한 실

험실에서 기존연구의 보완 및 깊이 있는 연구가 재차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빈도가 높다고 해서 사실상 다양하게 많은

연구자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있는 천연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자에게서 연구가 2회 이상 시행된

천연물로는 蘆薈, 大黃, 白殭蠶, 山藥, 桑椹子, 桑葉, 生地黃, 五加

皮, 五味子, 人蔘(紅蔘), 玄蔘 등이 있었다.

3. 논문에 언급된 한의학적 근거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screening test를 통해 천연물을

선정하여 세부 연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미

민간요법으로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식물은 약

400여종이 보고되어 있어
6)
이러한 기존의 보고를 근거로 선택하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 본초를 항 당뇨 실험에 선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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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전통적인 본초학적 근거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본초의 약성학적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가 42건, 약물 소개

차원에서 일반적인 성미 및 효능에 대한 정보의 기술은 있으나

당뇨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17건

으로 이들 59건(47.2%)은 연구를 위해 선택한 약물의 당뇨치료효

과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

당 약물이 한의학 문헌에서 당뇨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용하였

거나, 단순히 한방 또는 민간에서 당뇨에 이용해왔다는 언급만

있는 경우가 28건이었으며, 기존에 당뇨에 빈용되는 처방 또는

동의보감 消渴門에 나오는 처방에 주재료로 사용된 본초를 선택

하여 연구했다고 기술한 경우가 27건이었다. 이들 55건(44.%)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것에 대한 실험적 증명을 위한 것으로 보이

며 이 역시 한방병태생리학적, 본초학적으로 약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 기전을 해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초학적 效能이

나 氣味를 당뇨의 한방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항 당

뇨실험에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11건으로 전체

연구 중 8.8%에 불과했다(Fig. 1). 이들은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5

건, 내과학회지 3건, 한의학회지 1건, 본초학회지 1건, 약학회지

1건으로 나타났으며, 한의학계열의 학회지가 아닌 경우는 약학

회지에서 1건이 조사된 것이 전부였다. 예상대로 한의학자가 아

닌 경우에는 천연물을 대할 때 한의학의 생, 병리 및 약성학적

관점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Choice Motives of Each Herbaceous Plants for the

Anti-Diabetic Study.

4. 본초학적 효능 탐색

실험적으로 당뇨에 유의성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물 71가지

중 한의학 문헌에서 본초학적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약물 5가지

(매화지의, 베타존, 야콘잎, 차가버섯, 함초)를 제외하고, 총 66종

의 약물을 대상으로 그 효능을 검색하였다. 효능이 단 한가지로

요약이 될 수는 없으므로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淸熱(淸熱, 凉血, 降火 淸肝, 淸肺포함)효능을 가지는 약물

28종, 表部에서 熱을 처리하는 疏散風熱, 淸暑 효능을 가지는 약

물 3종으로 表에서 또는 裏에서 熱을 제어하는 효능을 가지는 약

물이 총 31종이었고 補陰(滋陰, 養血, 潤燥, 補肺肝腎陰)하는 효

능을 가진 약물이 19종이었다. 그 외에 濕을 처리하는 약물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表部의 風濕을 제거하거나 健脾除濕, 利水滲

濕등의 효능을 가진 약물들로 13종이 관찰되었다.

당뇨는 한의학에서 消渴의 범주에서 해석하고 있다. 消渴은

당뇨이외에도 뇨붕증이나 갑상선 기능항진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병증명 또는 증후명으로 內經에서 消탄과 같이 유사한 의

미로 사용된 것이 이론적 근원이라 볼 수 있다. 消渴에 대한 辨

證論治는 『金櫃要略』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수많은 歷

代 醫家들이 消渴에 대한 학설과 치료법들을 제시하여왔다. 수많

은 醫家들의 학설과 임상경험등을 종합하면 消渴은 陰虛內熱로

인해 체내의 氣血津液이 실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15).

당뇨에 실험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약물들을 분석한 결과 이

러한 消渴의 한의학적 생태병리에 부합하는 淸熱 또는 補陰의

효능을 가진 약물들이 전체 66종류 중 중복을 제외하면 48종

(72.7%)을 차지하여 비교적 다수의 약물이 한의학적 이론에 부합

함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부합하지 않은 27.3%의 약물들

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약물들을 임상 당뇨치료에 적용할 때 정말로

유효한지, 과연 약성에 의한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효과가

있다면 消渴 환자에게 어떠한 기전으로 역할을 하는지 한의학적

생, 병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또는 당뇨 중 일부는 消

渴이 아닌 다른 범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본초학적 氣味 탐색

실험적으로 당뇨에 유의성 있는 약물 71가지 중 본초학 교

과서 및 중약대사전에서 본초학적 氣味를 찾을 수 없는 약물 5가

지(매화지의, 베타존, 야콘잎, 차가버섯, 함초)를 제외하고, 총 66

종의 약물을 대상으로 본초학적 性味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성이 寒 또는 凉한 약물 40종(60.6%), 平 9종

(13.6%), 溫 17종(25.8%), 熱 0건(0%)으로 나타났다(Fig. 2).

약물의 味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중복을 허용하

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66종류의 약물 중 酸味 5종(7.6%), 苦味

35종(53.0%), 甘味 34종(51.5%), 辛味 16종(24.2%), 鹹味 8종

(12.1%), 淡味 2종(3.0%)으로 나타났다.

酸苦甘辛鹹 5味와 寒熱溫涼 4氣를 다루는 氣味論은 한약서

의 효시라 할 수 있는 神農本草經부터 실려 있고 한의학계에서

는 五行論에 입각하여 당연한 이론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오

늘날 한약의 약효를 자연과학적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해 보

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실험방법에서는 약물의 寒熱과 병증의 寒

熱을 검토하는 일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그 방법론이나 지표조

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한의학 고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는 부

족함이 있다. 최근에 그 지표마련을 위한 방법론 제시를 위한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7,8)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항 당뇨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낸 천연물들을 모아 역으로 본초학적 氣味를 조사하여 그 경향

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消渴의 한의학적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성미의 약물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했

다. 오히려 內熱, 陰虛者에게 愼用해야하는 溫性의 약물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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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었고, 津液을 소모시키는 辛味를 가진 약물도 24.2%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消渴이 곧 당뇨가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련성

이 있고, 여러 면에서 교집합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消渴의 한

의학적 병태생리와 대치되는 性味를 가진 약물들로 실제 임상에

서 당뇨를 치료한다면, 당뇨 환자 중 어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그 약물들이 갖는 항 당뇨 효능이 약물전체의 효과

인지 특정 유효성분의 효과인지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Fig. 2. Properties-Flavour(性味) of the Herbaceous Plants Shown to

be Effective in Diabetes Experimentally.

6. 본초학적 歸經 탐색

실험적으로 당뇨에 유의성 있는 약물 71가지 중 본초학 교

과서 및 중약대사전에서 歸經을 찾을 수 없는 약물 14가지(누룩

치, 누릅, 돌복숭아, 두릅, 매화지의, 베타존, 보두, 석산, 야콘잎,

연전초, 용규, 차가버섯, 칠엽담, 함초)를 제외하고, 57종의 약물

의 歸經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중복을 허용하여 조

사하였다.

歸經이란 본초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臟腑와 經絡에 선

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역대 의가들의 약물의 작

용과 그 특성에 대한 임상 경험의 결정체이며 약물 작용의 기전

을 설명하고 임상에서 약물 선택의 근거가 되는 등 한의학 약성

이론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9,10)

. 그러나 이 역시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방법론을 찾기가 어려워 연구의 필

요성만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

에서도 歸經에 있어 어떤 특정한 경향성이나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기전에 부합하는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당대사를 주관하는

肝으로의 歸經이 가장 많았으나 이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

는 어렵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시도를 통해 귀경이론연구에

대한 실험적 방법론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3. Attributive Channels(歸經) of Herbaceous Plants Used in

Study of Anti-diabetes

肝 29 心 17 脾 15 肺 26 腎 17 心包 0

膽 2 小腸 0 胃 19 大腸 9 膀胱 8 三焦 1

*The showing numbers mean the varieties of herbaceous plants.

7. 추출방법 및 유효성분 탐색여부

전체 125건의 실험연구 중 열수추출 방법만을 사용한 경우

가 57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건조분말 등 약물전체를 사용

한 경우 21건(16.8%), 메탄올추출 단독 10건(8%), 에탄올추출 단

독 10건(8%), 두 가지 이상의 추출법 또는 계통분획을 통해 2가

지 이상의 분획물을 추출하여 비교한 연구가 23건(18.4%)이었으

며 기타 효소를 이용한 가수분해 방식의 추출, 제약회사에서 캡

슐로 제품화되어 추출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등이 4건

(3.2%)이었다(Fig. 3).

이와 별개로 해당 약물의 유효성분을 분리 탐색하거나 항

당뇨에 유효한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한 경우는 12건(9.6%)이

었다. 주로 인삼의 사포닌을 측정하거나, 페놀성 물질, 플라보노

이드 함량 등을 측정하는 형태였다. 한의학계열에서는 주로 물이

나 메탄올, 에탄올 추출 단독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추출방법에 따른 비교연구는 1건, 유효성분 함량을 탐색한 연구

1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연물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추출방법의 적

절성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다. 본초학에서 인정

되고 있는 性味, 歸經 등은 神農本草經에서 부터 실려 있고, 이는

본초가 어떠한 추출방법도 거치치 않은 약물 그대로의 상태에서

의 평가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현재 한의학 임

상에서 사용되는 한약물의 效能은 전탕의 방법, 즉 열수추출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이다. 반면, 유효성분 추출의 면에서

본다면 대개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의 추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극성정도에 따른 분획

추출로 그 약물의 효과를 탐색할 필요성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란은 약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귀결되며, 연구의

도에 따라 그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 천연물의 본질과 본초

학적 해석, 임상적 효능, 유효성분의 역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추출방법의 적절성을 연구하고 평가하여 연구의도에 따라 그 기

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관

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Extraction Methods of the Herbaceous Plants used in the

Studies on Diabetes. **More Than 2 Types: Comparative studies of more than
2 types of extracts or various fractions.

8. 실험 방법

전체 125건의 실험 중 임상시험 6건(4.8%), in vitro 연구 26

건(20.8%), in vitro와 vivo 동시 진행된 연구 5건(4%), in vivo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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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88건(70.4%)이었다. 임상시험을 제외한 in vivo 연구 93건 중

실험동물에 당뇨를 유발시켜 실험한 경우가 90건이었다. 총 90건

중 당뇨모델을 조사한 결과 Streptozotocin(STZ)를 이용한 경우

가 79건(87.8%)으로 가장 많았고, db/db마우스 6건(6.7%), ob/ob

마우스 1건(1.1%),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당뇨를 유발하여 비교

한 연구가 4건(4.4%)이었다(Fig. 4).

당뇨모델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인슐린 분비 저하를 유도하는 당뇨 모델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인슐린의 생성과 분비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약

물을 diabetic reagent라고 하며, STZ과 alloxan이 가장 많이 알

려져 있다
16,17)

. STZ으로 유발한 당뇨병 모델 rat는 196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STZ는 nitrosourea류 화합물로 췌장 베타 세포에서

alkylating agent 및 NO donor 역할을 함으로써 췌장 베타 세포

의 파괴를 일으켜 실험적 당뇨가 유발된다. 본 연구에서도 당뇨

모델을 만든 실험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18,19)

. 그러나 이는 인슐린 분비 저하 상태 즉, 1형 당뇨 또는 2

형 당뇨가 진행되어 췌장 기능이 저하, 췌장 세포가 파괴된 단계

에서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인슐린 저항성의 단계나 보상적 인슐

린분비 과잉 상태의 일반적인 2형 당뇨 병태를 반영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2)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 당뇨모델

렙틴 결핍 마우스인 ob/ob 마우스나 렙틴 수용체 결핍 마우

스인 db/db 마우스의 경우 심한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 비만과 같은 병태현상을 나타내며 2형 당뇨병과 유사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당뇨병과 연계되는 대사이상 증후군

질환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20,21). 그러나 이 역시 당뇨

병태의 모든 단계를 설명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권22)등은 동양

의학적인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2형 당뇨병 실험 동물 모델로써

비만형 당뇨 모델과 수형 당뇨모델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肥滿型

당뇨모델로는 ob/ob 마우스, db/db 마우스 이외에도 OLETF

rat, KK mouse, NZO mouse 등등, 瘦型 당뇨모델로 GK rat,

NOD mouse 외 다수의 모델들을 제시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천연물 2형 당뇨연구에 응용되는 실험동물은 ob/ob 마우스,

db/db 마우스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Fig. 4. Experimental Diabetes Model. * STZ : diabetic mouse induced by
streptozotocin(STZ). ** More than 2 Methods: Comparative studies of more than 2

types of diabetes model.

9. 측정 항목

1) 당뇨 지표검사 vs 기전 연구

결과론적인 당뇨지표만을 측정한 경우가 전체 125건 중 42

건(33.6%)이었으며 나머지 83건(66.4%)은 세부 기전연구가 시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및 식이 효율, 혈당, 당부하 검사, HbA1c, c-peptide, 혈

중 인슐린 농도,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지단백의 농도, 혈

중 유리 지방산, 간장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또는 근육의

glycogen함량 등 당과 지질대사의 중간 결과물 또는 결과물들의

수치를 측정한 연구들이었으며 세부적인 기전 연구가 아닌 전반

적인 당뇨지표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으로 묶어 조사

했다.

2) 인슐린성 물질 탐색

기전 연구 83건 중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검

증한 연구는 22건(26.5%)이 있었으며, 모두 3T3-L1 섬유아세포를

이용하였다. 인슐린과 똑같은 화학 구조는 아니지만 인슐린처럼

지방합성을 촉진시키든지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을 인슐린성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슐린성 물질이 천연물에

서 생산하는 이차대사물에서 분리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23).

3T3-L1 섬유아세포는 인슐린과 같은 유도물질의 존재 하에서는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방세포의 대사과정에

있어 지방분해를 억제 혹은 촉진하는 물질을 탐색하거나 그 기

전을 연구하는데 사용되며, 인슐린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탐색하

는데 사용한다
24,25)

.

3) 인슐린 민감성 성분 탐색

인슐린 유사성 물질을 검색하면서 동시에 인슐린 민감성 성

분 탐색 실험을 한 경우가 3건(3.6%)으로 모두 3T3-L1 지방세포

를 이용한 실험이었다. 3T3-L1 지방세포는 3T3-L1 섬유아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한 세포로 in vivo에 존재하는 대사성 피드백루

프에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와 연루되어 있지 않은 지방세

포로, 인슐린 수용체와 GLUT4를 세포표면에 가지고 있어 인슐

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호전달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흡수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따라서 인슐린의 작용력을 향상시키

는 인슐린 민감성 물질을 탐색하고 인슐린 신호전달체계를 연구

하는 모델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천연물이 체내에서 인슐린 민

감성 물질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없을 때는 포도당 섭

취를 증가시키지 않고 인슐린이 존재할 때 포도당 섭취물질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24,25).

4) 췌장 β세포 차원에서의 기전 탐색

Rat의 췌장 β세포에서 유래한 인슐린종 세포로 췌장 β세포

in vitro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RIN-m5F세포의 생존율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2건(2.4%)이

있었다. 조직학적으로 췌장의 상태 및 췌장 β세포의 수와 형태를

관찰한 연구는 8건(9.6%)이 있었다.

그 외에도 췌장 차원에서 혈당조절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는 설폰 요소제와 같이 췌장 β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ATP 의존

성 포타슘 통로에 의해 췌장 β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기전, 또는 유리지방산의 제거나 항산화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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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β세포 파괴 과정을 차단시켜 β세포를 보호하여 혈당을 낮

추는 기전 등을 탐색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색한 논문 중에는 설폰요소제의 기전을 적용

하여 천연물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설폰요소제가 계속되는 인

슐린 분비 유도로 인해 췌장세포의 탈진을 유발시킴이 확인되면

서 설폰요소제 유사기전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지방산이나 항산화 과정은 췌장뿐 아니라 간, 지방조직

에서도 당과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등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5) 간의 당대사에 기여하는 기전연구

간은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췌장과 독립적으로 당대사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있

어 표적기관이 되고 있다26). 특히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

정을 어떻게 차단할 지, 해당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관

건이 되고 있는데, 간의 당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측정

하거나 그 효소들의 유전자 발현을 탐색하여 약물이 당대사에

기여하는 기전을 연구한 실험이 7건(8.4%)이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Glucosekinase(GK), phosphenolpyruvate

carboxykinase(PEPCK), Glucose-6-phoshpatase(G-6-Pase),

G-6-phosphate dehydrogenase(G-6-PDH) 등 당대사 과정에서

작용하는 key enzym 들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중에서 G-6-Pase, PEPCK는 포도당 신생 과정

(gluconeogenesis)을 촉매 하는 효소로 당뇨병 환자에게서 활성

이 증가하고, G-6-PDH는 당대사 과정의 pentose phosphate

pathway로 들어가는 최초의 과정에 관여하며, GK도 해당과정

(glycolysis)에 관여하여 이러한 효소들의 활성은 당뇨환자에게서

감소한다27,28).

6) 포도당 소화, 흡수 저해기전 탐색　

In vitro에서 α-amylase 또는 α-glucosidase저해 활성을 측정

하거나, 당뇨유발 쥐의 소장내 분획별로 maltase(a-glucosidase),

sucrase 등 disaccharidase활성을 측정하거나 maltose, sucrose부

하에 의한 혈당 상승정도를 측정하여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억제

기전을 탐색한 연구가 12건(14.5%)이 조사되었다.

In vitro 전분소화율의 차이는 인체 내 혈당반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9)

소장 이당류의 분해효소 활

성을 조절하는 약물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감소에 일차적인 약물로 이용될 수 있다30,31). 주로 α

-glucosidase저해 약물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미생물에서

유래한 물질인 acarbose와 voglibose가 각각 의약품으로 개발되

어 식후 혈당강하에 사용되고 있으며 천연물에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저해작용이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

한 α-glucosidase저해 뿐 아니라 sucrase, lactase 등 각종 이당류

분해효소 및 glucoamylase와 같은 다당류 분해효소의 활성을 조

절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

7) 유리지방산의 수치 측정

당뇨 시 세포들이 에너지원을 지방에서 얻게 됨으로써 유리

지방산의 재에스테르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인슐린 분비 부족으

로 인해 지방분해효소가 활성화되어 저장 지방으로부터 가수분

해되어 혈중 유리 지방산이 증가한다. 이러한 유리 지방산은 다

시 근육, 간에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

하고, 췌장에서는 베타 세포를 파괴시켜 인슐린 부족을 야기한

다. 근래에 시판되고 있는 PPAR-감마 효능제(thiazolidinedion)

는 혈중 유리 지방산을 다시 지방조직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혈중

유리 지방산 수치를 낮추어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 작용을 증가

시키고, 췌장 β세포를 재생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추게 된다.

조사한 논문들 중에는 단순히 지질대사 측면에서 혈중 지질

수치와 함께 혈중 유리 지방산을 측정한 논문이 9건 있었으나 유

리지방산을 지방조직으로 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하는 PPAR-γ 등

과 관련하여 혈당강하 능력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8) 항산화 효과 탐색

당뇨병에 있어서 인체 산화기전은 상호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당뇨 유발에 있어 활성산소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째, 고혈당 상태는 또 다시 인체에

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항산화 능력을 떨

어뜨리며, 셋째,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들은 각 조직과 세포를

파괴시켜 당뇨의 합병증 유발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일부에서는 당뇨병이 체중 증가에 의해서 유도되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발생된다기보다 췌장의 free radical 발생 증가와

free radical 소거능력 감소로 β세포가 파괴되고, 그로 인한 고혈

당으로 인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생체의

활성산소종(H2O2 O2-, OH-)생성계가 정상인에 비해 더욱 촉진되

고 지질과산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말초조직 세포의 파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의해서 더욱 당뇨유발이 촉진되는 등 당

뇨 발생과정이 인체 산화과정을 통한 복합적 과정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들이 있다32,33). 활성 산소종들(reactive

oxygen species)은 체내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 체내 유해세균의

살균작용이나 노화된 단백질의 제거 등에 이용되지만 이들 활성

산소종들이 과량으로 만들어져 소거되지 않으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생체 조직에 손상을 주어 당뇨를 포함한 퇴행성 질

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이 보고되었고, 동시에 합병증의 주된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34-37).

따라서 최근에는 각 분야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조직

손상과 체내의 항산화 방어체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천연물 당뇨 연구에서도 역시

항산화관련 항목들을 탐색한 연구가 30건으로 기전연구 83건 중

36.1%나 차지했다.

주로 지질 과산화반응(Lipid peroxide)의 지표로써의 MDA

함량, 항산화 방어체계인 내인성 제거제 효소들, 즉 체내에서 생

성되는 활성산소종들의 제거에 관여하는 Glutathione

peroxidase(GSH-px), Glutathione-S-transferase(GST),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등의 활성을 측정하여 약

물의 항산화 효과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기타

혈중 포도당은 glucose transporter 2(GLUT2)를 통해 수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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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췌장의 β세포에서 인슐린분비가 개시되도록 하며, 분비된 인

슐린은 근육과 지방조직으로 glucose transporter 4(GLUT4)를 통

하여 혈중 포도당이 유입되도록 하는데
38)

이러한 인슐린 수용체

및 포도당 수송에 관여하는 물질을 연구한 경우가 2건(2.4%)있었

으며, 지방세포에 분비되는 렙틴, 아디포넥틴 등의 호르몬을 측

정하여 비만과 연계한 연구가 3건(3.6%) 확인되었다.

뇌조직, 피부조직, 눈 등에서의 노화 측정, 신경전달속도, 통

각과민 등 신경계 이상 측정, 신사구체모세혈관, 혈관 합병증, 안

구 합병증 등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7건(8.4%)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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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천연물에 대한 항 당뇨연구를 분석, 고찰하기 위해 2000년부

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를 대상으로 “한국학술정보원(KISS)”, “한국연구정보서비스

(RISS4U)”, “DBPIA”, “국회도서관”, “대한한의학회지”,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본초학회지”, “약학회

지”, “생약학회지”,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지”, “한국식품영양과

학회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에서 검색어

“당뇨”, “혈당”, “인슐린”, “당대사”, “췌장”을 배합하여 찾은

125건의 천연물 당뇨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총 90편의 논문에서 125건의 천연물의 항 당뇨연구가 시행되

었으며 학회지별로 보면 한국영양학회지 24편, 한국식품영양과학

회지 14편, 식품영양학회지 11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1편, 생약

학회지 8편, 대한한의학회지 5편, 대한한방내과학회지 5편, 본초

학회지 5편, 약학회지 4편,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3편이었다.

72종의 천연물이 항 당뇨 실험에 이용되었으며, 그 중 71종

이 실험적으로 유효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항 당뇨 실험에 해당 천연물을 선택한 근거를 살펴본 결과,

전통 한의학적 이론과 기전을 근거로 한 경우는 11건(8.8%)에 불

과하였으며, 경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에 대한 실험적 증명

55건(44%), 당뇨와 해당 천연물 사이에 한의학적인 관점이나 설

명이 전혀 없는 경우가 59건(47.2%)이었다.

당뇨에 유효한 71종 천연물 중 消渴의 한의학적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효능인 淸熱 또는 補陰의 효능을 가진 약물은 48종

(72.7%)이었다.

당뇨에 유효한 71종 천연물 중 消渴의 한의학적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性味(寒 또는 凉)를 가진 약물은 40종(60.6%) 그 외 平

9종(13.6%), 溫 17종(25.8%), 熱 0종(0%)으로 조사되었다.

歸經論의 관점에서는 경향성을 찾지 못하였다.

총 125건의 실험연구 중 열수추출이 57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전체를 사용한 경우 21건(16.8%), 메탄올추출 단독

10건(8%), 에탄올추출 단독 10건(8%)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추

출법 또는 분획물을 비교한 연구 23건(18.4%), 기타 4건(3.2%)이

었다.

이와 별개로 유효성분을 실험에 이용한 경우는 12건(9.6%)

이었다.

총 125건의 실험 연구 중 임상시험 6건(4.8%), in vitro 연구

26건(20.8%), in vitro와 vivo 동시 진행된 연구 5건(4%), in vivo

연구 88건(70.4%)이었다.

이중 실험동물 당뇨 유발 실험 90건 중 당뇨모델을 조사한

결과 Streptozotocin(STZ) 이용 79건(87.8%), db/db 마우스 이용

6건(6.7%), ob/ob 마우스 이용 1건(1.1%), 2가지 이상의 방법

비교 연구 4건(4.4%)이었다.

당뇨지표만을 측정한 경우가 42건(33.6%)이었으며 83건

(66.4%)은 세부 기전연구가 시행되었다.

기전연구는 인슐린성 물질 탐색 22건(26.5%), 췌장베타세포

차원의 탐색 10건 (12.0%), 간의 당대사 차원의 탐색 7건 (8.4%),

포도당 소화흡수차단 기전 탐색 12건(14.5%), 항산화 효과 탐색

83건(36.1%) 등이 조사되었다.

이상으로 최근 11년간(2000년~2010년) 국내에서 발표된 천

연물 항 당뇨 연구의 실험적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실험적으로

유효하다는 결과를 낸 천연물들이 한방 생, 병리학과 본초학적인

이론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살펴보았다.

천연물의 실험실 연구는 한방 임상의들의 당뇨치료에의 적

용에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유행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선요리

개발의 근거가 되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 당뇨 연구 경향이 반영

되어야할 뿐 아니라 한의학의 전통적 기전에 맞지 않거나, 심지

어는 금기시 되는 약물들이 실험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내는 경

우, 이에 대한 한의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한의

학적 관점의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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