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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고 당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질환을 말하는 것으

로 당뇨병의 병태생리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 으로 인슐린 분비

의  는 상  부족이나, 인슐린 표 세포에서 인슐린의 

생물학  효과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 당  이에 수반되

는 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이다1). 당뇨가 유발되면 당

질 사  지질 사 등의 생체내 사조 기능 이상으로 고 당

증, 고지 증  심 계질환 등의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2). 당

뇨로 인한 고 당은 망막증, 신증, 신경증, 신독증  혼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사망을 래하기도 한다3). 고지

증에 노출되면 액  지질성분이 증가하는 상태로 고콜 스테

롤 증과 고 성지방 증을 유발하며 그 원인으로는 식사조 , 

운동부족, 노화  환경인자 등의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다4).

    당뇨병은 크게 Ⅰ형 당뇨와 Ⅱ형 당뇨로 나뉘는데 그  Ⅱ

형 당뇨병은 다량의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

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신진 사의 감소와 연 된 질환이라고 보

고되었다5). 자유 산소 라디칼(free oxygen radical)과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는 당뇨병의 2차 합병증 유발에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6). 고 당은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활성산소종은 정상 인 사과정에서 

인체 내 소량 만들어 지지만 이는 바로 superoxide(SOD), 

catalase(CAT)등과 같은 항산화제들에 의하여 물로 변환되면서 

소실된다7). 그러나 많은 병변에 있어서 산소자유기가 과량 형성

되어 뇌에 축 됨으로서 신경원이나 신경교세포등과 같은 신경

조직의 구성에 산화  손상을 래함으로써 신경세포는 물론 병

변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8). 당뇨병에 의한 

신경병증은 사성손상과 성손상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발

생시키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당뇨병 시 

당뇨유발 백서에서 천마의 농도별 투여가

항당뇨에 미치는 향

심기철․김은정․표병식1․김선민1․김계엽*․정 우2

동신 학교 물리치료학과, 1 : 동신 학교 한약재산업학과, 2 : 동신 학교 한의학과

Effect of Each Gastrodia elata Blume Concentration on Antidiabetic

in Diabetic Mellitus Rats 

Ki Cheol Sim, Eun Jung Kim, Byoung Sik Pyo1, Sun Min Kim1, Gye Yeop Kim*, Hun Woo Chung2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1 :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 Material, Dongshin University,

2 :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he antidiabetic effect of Gastrodia elata blume was investigated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Sprague-Dawley 30 ra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normal group(n=6), group Ⅰ was diabetic groups(n=6), group 

Ⅱ was diabetic induced and oral administration of Gastrodia elata blume extract 0.1 g/kg body weight(n=6) and group 

Ⅲ was diabetic induced and oral administration of Gastrodia elata blume extract 0.3 g/kg(n=6) and group Ⅳ was 0.5 

g/kg(n=6) body weight for 28 days on Diabetic rats. Analysis the body weight, level of serum glucose, serum insulin,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s (TG), aspartate transminase (AST), and alanine transaminase (ALT). Oral 

administrations of the Gastrodia elata blume extract significantly decreased weight, serum glucose, TC, TG, AST, and 

ALT levels, while increased in normal group. (p<0.05). TC and T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Ⅲ and group 

Ⅳ. and AST, LT was no significantly in any groups. It is concluded that the Gastrodia elata blume must be considered 

as excellent candidate for future studies on diabetes mellitus.

Key words : Gastrodia elata blume, Diabetes, Rat
  

* 교신 자 : 김계엽, 남 나주시 호동 252, 보건복지 학 물리치료학과

․E-mail : kykim@dsu.ac.kr,  ․Tel : 061-330-3391

․ 수 : 2007/10/26    ․채택 : 2007/11/23



심기철․김은정․표병식․김선민․김계엽․정 우

- 1478 -

산화  손상에 노출당할 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당뇨를 치료 는 완화 시킬 목 으로 약물치료, 운동, 식이

조  외에 천연 식물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천마(Gastrodia elata Blume)는 난 목 난 과의 여러해

살이풀로 뿌리는 없고 감자와 같은 괴경으로 되어있다. 신농본

경(神農本草經)에는 천마가 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약성이 

평무독한 약재로 알려져 있다. 천마의 임상  효능으로는 주로 

고 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스트

스, 피로 등의 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10)
. 천마

는 통 으로 약재로 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천마를 

이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  천마의 항산화제(antioxidant)로서의 성분을 

연구한 결과로서 천마가 당뇨병증에서의 지질농도변화, 항산화

에 한 효능을 입증하는 논문들은 발표 되었으나11-13) 천마가 당

뇨에서 이용될 수 있는 최  농도에 한 결과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마의 농도별 투여에 따라 STZ 

(streptozotocin)로 유발한 당뇨모델백서에서의 항 당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으며, 이를 해 당뇨를 유발한 백서

에 천마를 농도별로 투여하여 체 의 변화, 당과 인슐린의 변

화, 액학  분석 등을 측정하여 항당뇨에 한 효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천마는 화순시 소재의 생약 동조합에서 

구입하 으며, 건조․분쇄 한 후 사용하 다. 천마 100 g을 80% 

에탄올 500 ㎖에 넣고 환류 냉각기를 장치한 후 95～100℃ 수욕

조에서 12시간 동안 온탕하 다. 이 추출액을 약 50℃ 정도로 냉

각 시키고 여러 겹의 거즈로 여과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 이와 

같은 추출  여과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상등액을 합하고 회 증

발장치(ra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하에서 에탄올을 완

히 증발시켜 농축하 다. 이를 소량의 증류수에 용해하 다. 

최종 으로 얻은 천마 추출 용액을 -80℃에서 얼린 후 동결건조

하여 분말로 얻었다.

2. 당뇨 유발 동물 모델

    Sprague Dawley 백서를 6 주령에 구입하여 1주일간 안정시

킨 후 체 이 150～200 g 인 백서를 사용하 다. 당뇨유발은 5 

mM의 citrate buffer(pH 4.5)에 녹인 streptozotocin을 체  당 50 

mg의 용량으로 복강 내에 주사하 으며, 3일 후 동량으로 1회 

추가 종하 다. 정상 조군에도 같은 부피의 citrate buffer를 

주사 하 다. 당뇨를 유발한 백서들은 5군으로 나 었는데, 정상

군(정상 조군, n=6), 실험군 Ⅰ(당뇨유발군, n=6), 실험군 Ⅱ(천

마 추출물 100 ㎎/㎏ 투여군, n=6), 실험군 Ⅲ(천마 추출물 300 

㎎/㎏ 투여군, n=6), 실험군 Ⅳ (천마 추출물 500 ㎎/㎏ 투여군, 

n=6)으로 나 어 당뇨 유발 후 4주간 천마 식이를 실시하 다. 

3. 실험군 설정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Group(n=8) Characteristics

 Normal group  Non treatment

 Experimental 
groupⅠ

 STZ-induced diabetic rat

 Experimental 
groupⅡ

 STZ-induced diabetic rat with Gastrodia elata Blume 
100 ㎎/㎏ oral gavage

 Experimental 
groupⅢ

 STZ-induced diabetic rat with Gastrodia elata Blume 
300 ㎎/㎏ oral gavage

 Experimental 
groupⅣ

 STZ-induced diabetic rat with Gastrodia elata Blume 
500 ㎎/㎏ oral gavage

4. 체  측정

    실험 기간 동안 체 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실험 시작 

시와 실험 종료 후의 체 의 변화를 측정하 다. 체 은 자

울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5. 당 측정

    당은 당뇨 유발 5일 후부터 Glucotrend plus glucose 

(Roche Diagnostick GmbH, Germany)을 사용하여 미정맥 채

법으로 당뇨 유발 후, 4주간의 실험 종료 시 에서 당의 변화를 

측정하 다. 기 당뇨의 유발에 한 확인을 해 당이 250 ㎎

/㎗ 이하인 백서는 제외하고 선별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6. 액학  분석

    실험에 사용된 흰쥐를 실험 종료 후 경추탈골하고 심장천자

로 약 3 ㎖ 정도의 액을 채취한 다음 원심분리기로 10 분간 

3,500 rpm에서 원심 분리하여 청을 분리한 후, 인슐린 농도는 

백서 인슐린 RIA kit(Linco Research Inc. St. Charles, USA)를 이

용하여 radioimmunoassay 측정하 다. 

    AST(aspara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활성도는 검사 분석 측정을 한 시약(ELITECH, Division of 

SEPPIM SA. France)으로 생화학분석기(RM 2060-18, Eltec Co.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TC(Total cholesterol)은 Cholesterol 

reagent (Bayer, USA)를 사용하 고, TG(Triglyceride)는 

Triglycerides reagent (Bay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7.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학  분석은 SPSS ver. 12.0 windows를 사용

하 다. 일요인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고, 사후

검정으로 Dunncan test를 사용하 다. 각 실험군의 측정 시기 간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짝비교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

하 다. 모든 통계학  유의 수 은 p<0.05 수 에서 채택하 다.

성    

1. 체  변화

    Fig. 1에서는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발한 그룹과 유발하

지 않은 그룹의 체  변화를 측정하 다. 정상 그룹은 154.87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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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12 g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STZ를 이용하여 당

뇨를 유발한 군에서는 157.28에서 122.25 g으로 유의성 있게 체

이 감소함을 보 다(p<0.05). 천마를 농도별로 투여한 28일 후

에 각 군당 실험군들의 체 변화를 찰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실험군 Ⅰ에서는 157.28 g, 실험군 Ⅱ에서는 156.12 g, 실험군 Ⅲ

에서는 154.37 g, 실험군 Ⅳ에서는 158.50 g 으로 천마 투여 에

는 각 실험군 별로 체 의 차이가 없었으나, 천마 투여 후 실험

군 Ⅰ은 122.25 g, Ⅱ는 129.00 g, Ⅲ은 138.87 g, 실험군 Ⅳ는 

147.5 g 로 체 이 감소하 으며, 특히 실험군 Ⅲ과 실험군 Ⅳ에

서 실험군 Ⅰ에 비해 유의하게 체 이 증가하 다(p<0.05). 

Fig. 1. Body weight change in normal group and diabetic group. 
(Valued are mean±SD, *p<0.05 compared with 1 day)

Fig. 2. Body weight change in experimental groups. (Valued are 
mean±SD, *p<0.05 compared with 1 day)

2. 당의 변화

    당의 변화에 있어서, STZ 투여 에 117.12±11.39 ㎎/㎗ 

이었고, 당은 STZ 투여 후 241.75±9.61 ㎎/㎗ 로 유의하게 증

가하 다(Fig. 3A). 4주간의 천마의 농도별 투여 후 실험군 Ⅰ은 

248.25±3.55 ㎎/㎗ 에서 234.12±13.28 ㎎/㎗ 로 당뇨군은 당의 

변화가 없었으며, 실험군 Ⅱ는 258.12±5.17 ㎎/㎗ 에서 

212.25±13.35 ㎎/㎗ 로 유의한 당의 감소를 보 다. 실험군 Ⅲ

은 247.25±6.50 ㎎/㎗ 에서 181.62±14.68 ㎎/㎗, 실험군 Ⅳ는 

252.62±6.47 ㎎/㎗ 에서 166.87± 17.42 ㎎/㎗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P<0.05)(Fig. 3B).

3.  인슐린 농도 변화

    실험 종료 후  인슐린 농도 변화를 찰하 다. 정상군

이 10.96±0.57 IU/L이었으며 실험군 Ⅰ은 췌장의 β-cell의 괴

로 인하여 6.35±0.31 IU/L로 유의하게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

으며, 실험군 Ⅱ는 7.04±0.22 IU/L, 실험군 Ⅲ 은 7.7±0.25 IU/L, 

실험군 Ⅳ 9.55±0.39 IU/L의 농도로 유의하게 인슐린 농도가 증

가하 다. 특히 실험군 Ⅲ와 실험군 Ⅳ에서는 실험군 Ⅰ과 비교

하여 유의한 농도의 증가를 보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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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gastrodia elata blume at doses 

of 100, 300 and 500 mg/kg body weight on serum glucose levels 

in diabetic rats. (Valued are mean±SD, *p<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Fig. 4.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gastrodia elata blume at doses 

of 100, 300 and 500 mg/kg body weight on serum insulin levels in 

diabetic rats. (Valued are mean±SD, *p<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compared with group Ⅰ).

4. 액학  검사 

    청  TC의 측정치는 정상군이 47.10±1.383 mM/L이었고, 

실험군 Ⅰ이 64.68±2.30 mM/L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각 

실험군간의 비교에서는 특히 실험군 Ⅲ과 실험군 Ⅳ에서 각각 

57.06±1.74, 50.512±2.34 mM/L로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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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하는 차이를 보 다. TG의 측정치는 정상군이 48.78±1.92 

mM/L이며, 실험군 Ⅰ이 76.26±3.97로 유의성 있게 증가 하 으

며 각 실험군간의 비교에서 실험군 Ⅲ과 실험군 Ⅳ에서 각각 

63.14±4.77, 57.72±4.78 mM/L로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차이를 보 다(p<0.05).

    AST와 ALT의 변화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실험군 Ⅰ에서 유

의성 있는 증가를 보 으며 각각의 실험군 간의 비교에서는 실

험군 Ⅰ과 비교하여 각각의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Table 2.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gastrodia elata blume extract 

at doses of 100, 300 and 500 mg/kg body weight on serum TC, TG, 

AST and ALT levels in normal and diabetic rats. 

Normal Group Ⅰ Group Ⅱ Group Ⅲ Group Ⅳ

Total  
cholesterol 
(mM/L)

47.10±1.383 64.68±2.30* 61.11±0.94 57.06±1.74** 50.512±2.34**

Triglyceride
(mM/L)

48.78±1.92 76.26±3.97* 71.17±4.86 63.14±4.77** 57.72±4.78**

AST(IU/L) 74.21±2.43 96.88±2.79* 91.95±5.53 90.36±3.67 88.3±4.21

ALT(IU/L) 52.03±1.25 83.4±1.39* 79.08±2.50 78.88±7.40 76.63±2.28

(Valued are mean±SD, *p<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compared with 
group Ⅰ).

고    찰
 

    당뇨병증의 환자 는 실험동물은 만성 으로 고 당에 노

출되며 이는 산화  스트 스를 래하며, 항산화 보호체계의 활

동성을 소멸 시키며, 결과 으로 자유 산소종의 증가를 가져온다
14). 이는 항산화 보호체계의 교란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SOD, CAT, GPx, GSH같은 항산화 효소의 활동의 감소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15). 본 실험에서는 체 의 변화, 당, 액내의 

Insulin의 변화, 액학  분석 등을 통하여 당뇨의 병증을 확인

하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는 STZ를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하

는데, STZ 종에 의한 당뇨병의 작스런 유발은 많은 세포와 

조직의 산화  손상에 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방법으

로, 당뇨유발 시 반사 인 효과로 산소종을 생성하며, 항산화 효

소의 활동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16). 이에 본 실험에서도 당뇨

를 유발하기 하여 STZ를 이용하 다.

    최근의 당뇨에 한 연구에서 유의 인 체 의 감소와 당

의 증가는 STZ로 유발한 당뇨병증 백서에서 하게 연 이 되

어있다고 보고되었는데17) 이는 소화기의 기능이상으로인한 것으

로 불가피하게 섭취하는 음식에서의 양성분의 흡수의 약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체 의 변화를 살펴보

면 실험 4주 경과 후에 정상군과 실험군 Ⅰ에서 체 의 변화가 

유의성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찰 되었으며(p<0.05) 당뇨가 유발

되지 않은 정상군에서는 기체 과 비교할 때 체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실험군에서는 기체 과 비교하여 보

면 체 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Furuse(1997)등18) 이 보고한 

바와 같이 STZ로 당뇨를 유발시킨 백서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이 

하되어 에 지 사에 이상이 생기며 이는 결국 체 의 감소

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 하 다. 하지만 4주간의 천마의 

투여가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실험군 Ⅲ와 실험군 Ⅳ가 유의성

있는 체 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천마의 투여가 당뇨

에 의한 체 의 감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의 변화와 Insulin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 Ⅰ에서 정

상군과 비교하여 유의성있게 당이 증가(p<0.05)하는 것으로 보

아 STZ 주사로 인한 당뇨의 유발이 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실험 종료 후 당의 수 은 정상군에 비해 실험군 Ⅰ을 제

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p<0.05). 그리고  Insulin농도의 변화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모두 유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p<0.05) 특히 실험군 

Ⅲ과 Ⅳ에서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유의성있는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 졌다(p<0.05). 이는 천마가 항산화와 련하여 효과

가 있다는 김경임 등(2003)19)의 연구와 동일하게 일치하는 결과

로 천마가 실험군에서 당의 감소와 인슐린의 증가를 유의성 

있게 변화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의 치료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슐린 투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고 당을 완 히 극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

라는 보고가 있으며20), 인슐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21). 이는 300, 500 ㎎/㎏의 농도의 천마를 투여하 을 

때 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분비를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천마

가 항 당뇨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더욱 구체

인 연구와 수많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액에서의 TC, TG, AST ALT 활성도를 살펴보면 정상군과 

비교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활성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특히 실험군 Ⅰ과 다른 실험군들을 비교하여 보면 실험군 Ⅲ과 

실험군 Ⅳ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확인 되었다. TC와 TG는 고

지 증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그  Table 2의 결과에서 

TC는 실험군 Ⅲ, Ⅳ에서 실험군 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고콜 스테롤 증을 유발시킨 흰쥐

에게 천마 천연차를 경구투여 하 을 때 스타틴계열의 약물 투여

군과 유사한 결과로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TC의 

농도를 감소시켰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22), 이는 천마의 농도별 

투여  300, 500 ㎎/㎏의 투여가 고지 증을 감소시키며 당뇨와 

련하여 항 당뇨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AST와 ALT 활성도는 간 손상의 지표로 이용되는데 STZ은 

간에 경미한 지방 변성을 일으켜 활성도가 높아지나 본 실험에

서는 당뇨 실험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당뇨의 리를 한 식이요법이나 약물 복용은 여러 

부작용등이 나타나면서 보다 안 하고 효율 인 항당뇨 약제가 

필요한 실정이다23). 이에 민간요법에서 기증, 신마비, 간질 

 상풍 등의 질환에서 항경련, 진통  진정 목 으로 사용되

었으며24), 최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연구되고 있으며, 

통 민간약제로 알려진 천마를 추출하여 당뇨를 유발시킨 백서에

게 각각의 농도별로 천마를 투여하여 4주간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당뇨 유발 백서에서 천마의 농도별 

투여 시 실험군 Ⅰ 에 비하여 다른 모든 실험군에서 체 , 액

학  변화 등이 유의하게 증가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천마가 당뇨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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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500 ㎎/㎏의 농도로 천마를 투여 하 을 때 당뇨를 

유발한 실험군 Ⅰ과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천

마가 당뇨와 련하여 당,  Insulin, 액학  지표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으며, 천마와 련된 연구가 추후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STZ로 유발한 당뇨병증의 백서에 천마(Gastrodia elata 

Blume) 추출물을 28일 동안 농도별로 투여하여 체 , 당,  

insulin, TC, TG, AST, ALT 등을 통하여 당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체 과  insulin은 실험군 Ⅰ 에 비하여 실험군 

Ⅲ과 Ⅳ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당, TC, TG는 실험군 Ⅲ, Ⅳ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AST, ALT 등은 실험군 Ⅰ에서 증

가되었으며 실험군들은 약간 감소하 지만 유의 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300, 500 mg/kg 의 농도로 

천마를 투여한 군에서 더욱 유의한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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