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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regulation of glucose and impaired lipid metabolism that result from a defective or deficient insulin are

the key etiological factor in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The our study evaluated the beneficial effect of diet

supplementation with Lentinus edodes on hyperglycemia and lipid metabolism in normal and type 2 diabetic rats.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4 groups: group I(control) rats were fed standard diet (12% of calories as fat); group Ⅱ

(T2DM) rats were fed HFD (40% of calories as fat) for 2 weeks and then injected with STZ (50 ㎎/㎏); group III and

group IV rats were continually fed a diet containing 1% and 10% Lentinus edodes for 4 weeks after T2DM induction,

respectively. After 4 weeks we determined biochemical parameters such as glucose, insulin concentration, serum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s (TG), high-density lipoprotein (HDL), and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concentration

were also measured.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in serum TC and TG in the Lentinus edodes supplement

groups. The Lentinus edodes diet supplementation were found to have a potent lipid metabolism improvement as well

as LDL concentration decreased and HDL concentration was increased. Concentrations of blood glucose and HbA1c

in the experimental groups Ⅱ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4 week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Lentinus edodes diet supplementation is useful in regulating the glucose level, improves the insulin, HbA1c, serum lipid

metabolism in experimental diabetic rats. We suggest that Lentinus edodes supplementation may have the control

effects of diabetes mellitus by improving blood glucose control and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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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 2형 당뇨(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NIDDM)는 현재 비만이나 대사성 장애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진행성 대사 질병 중의 하나로, 소변 내 당 배출을 야기하

는 진행성 β-세포의 기능장애 뿐 아니라 신체 내 특정한 지방조

직, 근육조직, 간 조직 내의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다1,2). 최근 30년간 생활방식 내 신체적인 활동성

감소와 과도한 영양 섭취는 급속한 비만 발생률의 증가와 더불

어 제 2형 당뇨와 대사 증후군의 발생을 가속화 하였다1).

제 2형 당뇨는 보통 비만이 오래 유지 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dyslipidaemia) 등의 지질

대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심장과 같은 기관의 기능도 감소하

게 한다3,4). 또한 β-세포의 인슐린 분비 작용 저하와 함께 세포

내 포도당 대사 작용의 교란과 인슐린 저항성 등 복합적 증후군

으로 나타나게 된다5). 이러한 당뇨는 노화, 체중증가, 당지수

(glycemic index; GI)가 높은 음식이나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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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동의 감소 등이 제 2형 당뇨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6). 그러므로 대사성 질환인 제 2형 당뇨 조절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병태생리학적 특징인 혈당감소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조절해야 하며7,8), 인슐린 투여의

경우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인 약용식

물의 생리활성 탐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방의학에서 당뇨는 췌장 기능을 보호하고, 혈류 개선을 통

한 어혈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치료적 접근

을 하고 있으며, 약용 버섯 내 식이섬유와 특정 올리고당 성분이

많이 함유된 재료를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당 감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9,10)

. 버섯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

양 성분과 함께 기호성이 높아 예로부터 많이 이용되어져 왔다.

이중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은 주로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

아시아에서에서 재배되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재배량이 많으

며, 이용률은 2번째로 많은 버섯이다11).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은 전통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버섯 유래 유효 물질들에 대해 연구되어 지고 있다
12)

.

표고버섯 내 글루칸(glucan)과 에리타데닌(eritadenine)과 같

은 특정 유효 물질들은 혈중 지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

며, 일부 연구보고에 따르면, 버섯이나 오트밀 속의 β-glucan은

위장관 내에서 포만감을 증가하여, 음식물의 섭취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영양물질 흡수의 지연, 혈당 감소 및 콜레스테롤 감소 등

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13,14)

. 표고버섯 내의 β-glucan

의 경우 1차적 수용성 식이 섬유로서, 항암(anti-tumor)15), 항바이

러스(anti-viral)16), 항균(anti-fungal), 면역조절능력 활성화19) 등에

연구되었다.

표고버섯이 인체 내 혈당과 지질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이용해 왔으나, 실제 국외 문헌에서도 표고버섯 식이

시 시스템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기전을 밝히기 위해 동물 모델

을 통한 연구가 최근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다. Yo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고콜레스테롤 백서 모델에서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의 섭취가 혈당과 분변 지질 배출 수준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보

고되었다20). 또한 고지혈증에 있어,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eritadenine) 성분이 고콜레스테롤 동물 모델과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모델인 고호모시스테인혈증(hyperhomocysteinemia)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영향에 대해 보고되었다21,22).

오랫동안 동양의학에서 표고버섯이 약용으로 사용되어져 왔

음에도, 표고버섯 효능에 대해 실험동물 연구의 경우 주로 고콜

레스테롤에 조사가 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와 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을

이용한 제 2형 당뇨 동물 모델을 통해 위험 인자 중 하나인 콜레

스테롤 조절 뿐 아니라, 혈당 감소에 관여하는 췌장 β-세포 내

인슐린 호르몬 변화, 특히 포도당이 세포 내로 흡수 및 저장되지

못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당상승에 관여하는 주요 지표

단백질인 당화혈색소(glycosylated hemoglobin; HbA1C)의 관찰

을 통해 표고버섯의 지질 대사 및 항당뇨 효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은 전남 장흥에

서 생산한 자연산 버섯으로 60℃에서 열풍 건조한 후 분쇄기로

100 mesh 입도로 분쇄하여 농도별 사료로 제작 후 사용하였다.

2. 실험 동물

본 연구에서는 체중이 150-160 g의 Sprague-Dawley계 백서

(5주령, 웅성, 다물사이언스) 40 마리를 사용하였으며, 1주일 간

사육실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4～

26℃로 하였으며, 습도는 50 ± 10%를 유지하였고, 명암주기는 12

시간으로 하여 사육실의 환경 상태를 실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안정을 취하는 동안 식이는 일반 고형 사료를 사용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 지

침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동신대학교 실험동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하였다.

3. HFD/STZ를 이용한 제 2형 당뇨 모델 제작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HFD)와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STZ)을 이용한 제 2형 동물 모델의 제작은 Reed

등23)의 연구방법에 준하여 유도하였다. 정상군(n=10)은 일반고형

사료(12% fat, 60% carbohydrate, 28% protein)를 식이하였고, 당

뇨유도군(n=35)은 유도 전 고지방식이(40% beef tallow fat, 41%

carbohydrate, 18% protein)를 2주 동안 급여하였다. 2주간 고지

방식이를 한 후에 당뇨유도를 위하여 streptozotocin(50 ㎎/㎏,

Sigma, USA)을 0.1 ㏖ citrate buffer (pH 4.5)에 용해하여, 1회 복

강(intraperitoneal) 내에 주사하였다. 당뇨를 유도하지 않은 일반

식이군은 0.1 ㏖ citrate buffer만을 동일한 부피로 복강 내에 주

사하였다. 주사 72시간 후에 공복상태에서 채혈하여 혈당을 측정

하였으며, 이중에 죽거나 혈당이 250 ㎎/㎗ 이하인 쥐를 제외한

공복 시 혈당이 250 ㎎/㎗ 이상인 쥐들만 대상으로 본 실험에 사

용하였다. 실험군은 각각 10마리씩 무작위 추출하여 실험군을 분

류하였다.

4. 실험군 설정

실험군은 총 4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 I(control group)은

일반고형사료 급여군 (12% of calories as fat); 실험군 Ⅱ

(HFD/STZ group, T2DM)는 2주간 고지방식이(40% of calories

as fat) 후에 STZ (50 ㎎/㎏) 주사 후 2형 당뇨 모델 유도군; 실험

군 Ⅲ(HFD/STZ + 1% Lentinus edodes)은 HFD(40% of calories

as fat)와 STZ(50 ㎎/㎏ IP) 주사 후 1% 표고버섯(Lentinus

edodes) 함유 사료급여군; 실험군 Ⅳ(HFD/STZ + 10% Lentinus

edodes)는 HFD(40% of calories as fat)와 STZ(50 ㎎/㎏ IP) 주사

후 10% 표고버섯(Lentinus edodes)함유 사료 급여군으로 분류하

였다. 실험 기간 내 공급한 표고버섯 함유 사료의 지방 함량은

12%가 함유 되어 있었으며, 실험기간은 총 4주간 실시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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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Experimental
groups (N=40)

Composition of experimental

Group Ⅰ(n=10) Control group; Rats were fed standard diet

Group Ⅱ(n=10)
Type 2 diabetes group(T2DM); Rats were fed HFD for 2

weeks and then injected with streptozotocin

Group Ⅲ(n=10)
T2DM-induced rats were continually fed a diet containing

1% Lentinus edodes for 4 weeks

Group Ⅳ(n=10)
T2DM-induced rats were continually fed a diet containing

10 % Lentinus edodes for 4 weeks

5. 혈액학적 분석 방법

표고버섯 급여 전과 4주 후 체중을 측정하였고, 실험 종료

후 12시간 동안 금식 한 후에 혈액을 채취한 다음 15분간 3,5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 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중 glucose, insulin, hemoglobin A1c(HbA1c),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와 HDL을 측정하였다. 혈중 포도당 농

도는 Glucotrend plus glucose(Roche Diagnostick GmbH,

Germany)로 측정하였으며, 인슐린 농도는 rat insulin kit (Linco

Research, St Charles, MO)로 enzyme-linked

immunosorbent(ELISA, Boerhringer Mannheim, Germany)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Hemoglobin A1c(HbA1c)은 DCA2000

analyzer (Siemens, Munich, Germany)로 분석하였으며,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commercial

diagnostic reagents(Bayer, USA)를 이용하여 생화학분석기

(RM2060-18, Eltec.Co.,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통계방법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8.0 ver. for window을 사

용하였고, 각 결과값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

Smirnova tes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측정 시기별 및 각 군

간 측정치 비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

고, 사후검정(post hoc)은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였다.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제 2형 당뇨에서 표고버섯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

제 2형 당뇨 모델에서 표고버섯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체중은 실험 시작 전과 4주 후에 측정

하였다. 일반사료를 급여한 실험군 Ⅰ을 제외한 고지방 사료 급

여한 모든 실험군의 초기 체중은 모두 유사하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실험 종료 후 일반 사료를 급여한 대조군은

223.4±11.5 g에서 264.5±10.8 g으로 체중이 증가하였으나, 2형 당

뇨를 유도한 군에서는 실험 초기 264.6±16.1 g에서 248.2±12.2 g

으로 유의한 체중 감소를 보였다(p<0.05). 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한 실험군 Ⅲ은 초기 266.2±14.4 g에서 240.6±11.4 g으로, 표

고버섯 10% 농도를 급여한 실험군 Ⅳ는 초기 265.5±15.2 g에서

230.5±10.8 g으로 실험군 Ⅱ에 비해 유의한 체중감소를 보였다

(p<0.05)(Table 2).

Table 2. Effects of Lentinus edodes on body weight in T2DM rats

(Unit: g)

Experimental groups(N=40) Initial body weight Final body weight

Group Ⅰ(n=10) 223.4±11.5a 264.5±10.8b

Group Ⅱ(n=10) 264.6±16.1b 248.2±12.2c

Group Ⅲ(n=10) 266.2±14.4
b

240.6±11.4
c

Group Ⅳ(n=10) 265.5±15.2b 230.5±10.8d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a-d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enote
significant different at P < 0.05 between each groups by Tukey test. Group Ⅰ: Control
rats. Group Ⅱ: T2DM induced to HFD/STZ. Group Ⅲ: Supplemented of 1% Lentinus
edodes after T2DM induced to HFD/STZ. Group Ⅳ: Supplemented of 10% Lentinus
edodes after T2DM induced to HFD/STZ

2. 제 2형 당뇨에서 지질대사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

제 2형 당뇨 모델에서 표고버섯이 혈청 내 지질 관련 인자인

총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고밀도지단백(HDL)을 관찰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실험 종료 후 혈액 내 총콜레스테롤(TC) 함

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실험군 Ⅰ은 90.64±8.6 ㎎/㎗, 실험군 Ⅱ

는 116.4±12.8 ㎎/㎗로 당뇨 유도 후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p<0.05), 실험군 Ⅲ(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

은 95.62±10.4 ㎎/㎗, 실험군 Ⅳ(표고버섯 10% 농도를 급여)는

84.50±9.5 ㎎/㎗로 당뇨 유도 후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5).

중성지방(TG)은 실험군 Ⅰ은 58.64±8.6 ㎎/㎗, 실험군 Ⅱ는

104.80±12.2 ㎎/㎗로 당뇨 유도 후 중성지방 함량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며, 실험군 Ⅲ(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은 92.4±8.8 ㎎

/㎗, 실험군 Ⅳ(표고버섯 10% 농도를 급여)는 83.2±10.2 ㎎/㎗로

당뇨 유도 후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고밀도지단백(HDL)은 실험군 Ⅰ은 29.6±4.5 ㎎/㎗, 실험군

Ⅱ는 22.5±3.2 ㎎/㎗로 당뇨 유도 후 HDL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실험군 Ⅲ(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은 28.8±4.8 ㎎/

㎗, 실험군 Ⅳ(표고버섯 10% 농도를 급여)는 30.2±4.6 ㎎/㎗로 당

뇨 유도 후 HDL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Table 3).

Table 3. Effects of Lentinus edodes on lipid metabolism marker in

T2DM rats (Unit: ㎎/㎗)

Groups GroupⅠ Group Ⅱ Group Ⅲ Group Ⅳ

Total cholesterol 90.64±8.6 116.4±12.8a 95.62±10.4b 84.50±9.5b

Triglycerides 58.64±8.6 104.80±12.2
a

92.4±8.8
b

83.2±10.2
c

HDL 29.6±4.5 22.5±3.2a 28.8±4.8b 30.2±4.6b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enote
significant different at P < 0.05 between each groups by Tukey test. Group Ⅰ: Control
rats. Group Ⅱ: T2DM induced to HFD/STZ. Group Ⅲ: Supplemented of 1% Lentinus
edodes after T2DM induced to HFD/STZ. Group Ⅳ: Supplemented of 10% Lentinus
edodes after T2DM induced to HFD/STZ

3. 제 2형 당뇨에서 포도당 관련 생화학적 인자에 미치는 영향

제 2형 당뇨 모델에서 표고버섯이 혈청 내 지질 관련 인자인

포도당(glucose), 인슐린(insulin), 당화혈색소(HbA1c)를 관찰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실험 종료 후 혈액 내 포도당(glucose)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실험군 Ⅰ은 92.36±15.5 ㎎/㎗, 실험군 Ⅱ는

296.5±21.2 ㎎/㎗로 당뇨 유도 후 혈중 포도당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실험군 Ⅲ(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은

220.0±18.9 ㎎/㎗, 실험군 Ⅳ(표고버섯 10% 농도를 급여)는

184.6±12.8 ㎎/㎗로 당뇨 유도 후 표고버섯 급여 시 혈당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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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insulin) 농도는 실험군 Ⅰ은 294.8±14.6 pg/㎖, 실험

군 Ⅱ는 180.2±12.2 pg/㎖로 당뇨 유도 후 인슐린 호르몬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실험군 Ⅲ(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은

218.8±12.5 pg/㎖, 실험군 Ⅳ(표고버섯 10% 농도를 급여)는

227.9±14.8 pg/㎖로 당뇨 유도 후 인슐린 호르몬 농도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당화혈색소(HbA1c)는 실험군 Ⅰ은 3.2±0.3%, 실험군 Ⅱ는

6.9±0.5%로 당뇨 유도 후 HbA1c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 Ⅲ(표고버섯 1% 농도를 급여)은 6.2±0.4%로 감소하였으

나 실험군 Ⅱ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실

험군 Ⅳ(표고버섯 10% 농도를 급여)는 5.0±0.4%로 당뇨 유도 후

실험군 Ⅱ에 비해 HbA1c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Table 4).

Table 4. Effects of Lentinus edodes on glucose-mediated

biochemical marker in T2DM rats

Groups GroupⅠ Group Ⅱ Group Ⅲ Group Ⅳ

Glucose
(㎎/㎗)

92.36±15.5 296.5±21.2
a

220.0±18.9
b

184.6±12.8
c

Insulin (pg/㎖) 294.8±14.6 180.2±12.2a 218.8±12.5b 227.9±14.8b

HbA1
c
(%) 3.2±0.3 6.9±0.5

a
6.2±0.4

a
5.0±0.4

a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enote
significant different at P < 0.05 between each groups by Tukey test.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Group Ⅰ: Control rats. Group Ⅱ: T2DM induced to HFD/STZ. Group Ⅲ:
Supplemented of 1% Lentinus edodes after T2DM induced to HFD/STZ. Group Ⅳ:
Supplemented of 10% Lentinus edodes after T2DM induced to HFD/STZ

고 찰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고혈당(hyperglycemia),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고지혈증(hyperlipidemia), 산화적스

트레스(oxidative stress), 염증(inflammation)을 유도하는 주요

대사성 만성 질병 중의 하나이다
24-26)

. 표고버섯이나 버섯추출물

의 유효 성분에는 항암, 항염, 고혈압, 감염성 질환, 당뇨, 그리고

면역증강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이용되어져 오고

있다
27,28)

. 본 연구에는 당뇨병 관련 여러 실험적 동물 모델 중 고

지방식이와 췌장의 β-세포 파괴를 통한 사람과 유사한 제 2형 당

뇨 백서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이 대

사성 질병 중 하나인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질인자, 인슐

린 호르몬 및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 2형 당뇨 동물 모델(HFD/STZ rat model)은 고혈당

(hyperglycemia)과 체내 인슐린저항성(insulin resistance)을 유도

하며, 사람의 지질 대사성 장애를 매우 밀접하게 반영하는 동물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약물학적 시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

응하여 실험동물 모델로 사용된다
29)

. 최근 T2DM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정상군에 비해 당뇨대조군의 체중 감소는 본 연구결과

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으며30,31), 연구 결과 제 2형 당뇨모델

에서 표고버섯 급여 시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체중 변화의 경

우 1% 급여군에서는 9.62%, 10% 급여군에서는 13.18%가 감소되

어 농도 의존적인 체중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

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체중이 감량 된 것으로 보아, 표고버

섯 급여 시 2형 당뇨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체중 감량에 대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2형 당뇨의 주된 생화학적인 특징으로서 고혈당

(hyperglycemia)과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을 들 수 있다. 이

는 제 2형 당뇨에서 일반적이며 명백한 특징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중성지방 수치 증가는 관상동맥 질환 및 심혈관질

환의 이상지질혈증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34,35)

. 혈당 증가를

포함한 여러 지질인자들(TG, LDL)의 증가 및 HDL의 감소는 임

상에서 당뇨병을 포함한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병의 가속

화에 주된 위험 인자로 연관된다
36-39)

. 이러한 혈중 콜레스테롤 농

도를 낮추는데, 폴리페놀과 식이섬유와 같은 약재 내 물질은 지

단백질 대사, 담즙산 대사,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조절에 관여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
40,41)

. 연구결과에서 1%와 10% 함유 표고버섯

을 급여한 실험군에서는 혈액 내 LDL과 TG 농도가 감소하였으

며, HDL 농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고버섯 급여 시

콜레스테롤 관련 물질들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화혈색소(glycosylated hemoglobin)는 혈당 조절에 대한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미국당뇨병학회의 조절 기준에는 당

화혈색소 농도가 7% 미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42)

. 제 2형 당

뇨 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자

인 당화혈색소의 농도가 표고버섯에 의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일부 alloxan으로 유도한 당뇨 동물 실험 연구에서 차가 버섯 내

다당류인 broth 투여가 췌장의 베타 세포 보호에 기여한다고 하

였다43). 반면에 Koga와 Kasayama44)의 연구결과에서는 임상에서

인체 내 여러 헤모글로빈과 빈혈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기 혈당 조절에 당화알부민과 당화혈색소

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사람의 제 2형 당뇨와 유사한

HFD/STZ를 이용한 실험동물 모델에서 비정상적 지질 단백질

대사와 혈당, 고콜레스테롤 동물모델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혈

장 지질관련 TC, TG, HDL 인자와 혈당, 인슐린 및 당화혈색소

에 표고버섯의 농도 의존적인 상관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당뇨병

발병에 관여하는 인자들인 비만(obesity), 이상지질혈증(dysli-

pidemia), 고혈압(hypertension), 과다응고(hypercoagulability)와 관

련하여45), 이들 인자에 대한 임상에서 치료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약재를 많이 탐색 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고지방

식이 및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한 당뇨유발로 인한 조직 내

지질 대사 및 β-세포 손상에서 표고버섯이 췌장 베타 세포의 기

능적 회복을 통한 인슐린 분비 증가와 특히 적혈구에 당의 결합

을 억제시켜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

고버섯의 어떤 유효 물질들이 호르몬 및 혈색소와 대사 기전에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가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표고버섯의 농도별(1%와 10%) 급여에 따른 콜레

스테롤 관련 인자, 혈당, 인슐린 호르몬, 당화혈색소(glycosylated

hemoglobin; HbA1c)의 관찰을 통해 지질 대사 및 항당뇨 효능

에 표고버섯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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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구 결과 제 2형 당뇨모델에서 표고버섯 급여 시 혈당 상

승을 억제하면서, 체중 변화의 경우 실험군 Ⅲ에서는 9.62%, 실

험군 Ⅳ에서는 13.18%가 감소되었으며, 혈당, LDL과 TG 농도,

당화혈색소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HDL 농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고버섯은 제 2형당뇨로 인한 혈

당 증가 및 혈중지질농도를 개선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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