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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hyperlipidemic and glycemic control effects of mycelia of Inonotus obliquus including protein-bound 
polysaccharides extract were investigated.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C57BL/6J mice, the mycelia of Inonotus 
obliquus including protein-bound polysaccharides extract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epididymal fat tissue 
weight, blood triglyceride and VLDL level,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level in liver, serum insulin and 
HOMA-IR level and AUC. Oral glucose tolerance test glucose level reduction were 4.9% (M150L; β-glucan 
1.303 mg/kg bw), 9.5% (M150; β-glucan 2.606 mg/kg bw) after 180 min of glucose loading compared to H-C 
group. Besides, the mycelia of Inonotus obliquus including protein-bound polysaccharides extract 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glycogen contents in liver and adiponectin level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ycelia of Inonotus obliquus including protein-bound polysaccharides 
extract possesses significant antihyperlipidemic and glycemic control effects in C57BL/6J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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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에서는 생활습   사회 경제  변화, 산업화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 비만과 2형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

다(1). 비만은 단순한 외형 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

과의 연 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슐린 항성  고인

슐린 증, 내당능 장애를 래하고 고 성지방 증  

상동맥경화증의 병인에 요한 공통분모로 작용하는 등 2

형 당뇨 발생 험을 증가시키는 질병으로 간주된다(2-5). 

비만으로 증가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사이토카

인은 인슐린 민감성에 향을 주며 지방 사와 당 사를 

포함한 체내 에 지 사를 총체 으로 조 한다(6). 한 

비만증 증가와 인슐린 민감성 손상 사이의 연결고리로 작

용하여 인슐린 항성은 증가된 체 과 련지어 생각되고 

있다(7).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과거 최 체 과 발병 후의 체  

변화를 보면, 신체질량지수를 기 으로 약 50～70%가 비만

한 병력이 있어 비만이 당뇨병 유발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

뇨환자 인구는 2000년 185만9천 명에서 2030년에는 3백3십7

만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세계 당뇨환자 인구 

한 2000년 1억7천1백만 명에서 2030년 3억6천6백만 명으

로 증가할 것이라 측한다(9). 이와 같이 당뇨병의 유병률

이 세계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뇨환자의 치료  

방을 한 다각 인 모색이 필요하다.

차가버섯(Inonotus obliquus)은 자작나무에서 발견되는 

하얀 버섯으로 소나무비늘버섯과(Hymenochaetaceae)에 

속하며(10), 다양한 β-glucan  다당체를 함유하고 있고 

glucose, galactose, xylose, mannose, arabinose, fucose 등

으로 구성된 xylogalactoglucan이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 

밝 져 있다(11). 지 까지 차가버섯(자실체)은 항암(12,13), 

항산화(14,15), 항돌연변이(16), 항고지 증(15,17), 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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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등의 효과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

베리아, 일본 훗카이도 등 45도 이상의 북반구에 분포하는 

자연 상태의 차가버섯(자실체)은 자생기간이 길고 생산량이 

극히 제한되어 고가이다(10,18,19). 한 재 부분의 경우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가버섯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실체와 약리 효과가 유사하고, 고활성 상태의 xylose, gal-

actose, arabinose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균사체(10,20- 

22)를 직  선별  량 배양하여 추출물을 얻는 경제 인 

이용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차가버섯 균사체에 한 선행연

구로는 항암(23), 항고지 증  당조 (11,19,21) 등이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당뇨 환자의 당을 

조 하고 당뇨 방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식품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비만에 의한 2형 당

뇨 련 당조  효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로 비만 유도 후 2형 당뇨 

특성을 나타내는 C57BL/6J mice(24-26)에서 단백다당체 함

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보강이 간  지질  리코겐, 

 포도당, 인슐린, 아디포넥틴 수 에 미치는 향을 검

토하여, 효능을 평가하고 기능성식품 개발을 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은 선별된 균주

를 액상 배양하여 원심 분리한 균사체로 냉각 이 연결되어

있는 라스크에 시료 20 g과 증류수 200 mL을 넣고 항온수

조에서 열수추출 하 다. HPLC분석을 통해 조단백다당체

를 확인하고, 여과(Whatman No. 3)하여 1차 추출액을 얻었

으며, 1차 추출 후 남은 잔사는 자  추출(시료 5 g과 증류

수 50 mL, 150oC, 30 min)방법으로 2차 추출액을 얻었다. 

최종 추출액은 65oC에서 감압농축 하여 차가버섯 균사체 추

출물 투여군의 투여물로 사용하 고(M150; β-glucan 1.303 

mg/mL), 이 추출물을 2배 희석하여 농도 추출물(M150L)

로 사용하 다. 고순도 단백다당체(PP)는 상황버섯에서 추

출한 고순도(98%이상) 단백다당체이고, 메시마(M)는 한국

신약에서 시 인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 단백다당체로 

(주)에스티알 바이오텍에서 분말형태로 제공받아 증류수와 

혼합하여 사용하 다.

실험동물  식이

실험동물은 C57BL/6J종 mice(4주령, male) 60마리를 구

입하여(Charles River Laboratories, Tokyo, Japan) 1주간 

AIN-93 diet를 여하고 환경에 응시킨 후 randomized 

block design에 의해 6군으로 나 어 12주 동안 사육하 다. 

음성 조군인 정상 조군(N-C), 고지방 조군(H-C), 실

험군인 고지방식이＋ 농도 균사체 추출물 투여군(M150L, 

1 mL/kg bw), 고지방식이＋균사체 추출물 투여군(M150, 2 

mL/kg bw), 양성 조군인 고지방식이＋고순도 단백다당

체 투여군(PP, 200 mg/kg bw), 고지방식이＋메시마 투여군

(M, 200 mg/kg bw)으로 나  뒤 각 경구투여물의 부피를 

동일하게 하여 실험하 다. 물과 식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

록 하 고, Research Diet(USA)의 정상식이 AIN-93 diet 

10% fat calorie, 고지방식이 AIN-93 diet 60% fat calorie를 

공 하 다. 식이섭취량은 격일로 사료잔량을 측정하여 1일 

섭취량으로 환산하 다.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 23±1oC, 
습도 53±2%를 유지하고, 명암은 12시간(8:00∼20:00) 주기

로 조명하 다. 동물사육은 북 학교 동물실험윤리 원회

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승인번호 07042).

시료채취  처리

모든 실험동물은 실험 종료 시기에 12시간 식한 다음 

안와정맥에서 액을 채취하고 지방조직과 간 등의 장기를 

출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채취한 액은 약 1시간 동안 

얼음에 방치한 후 1,100×g, 4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청을 분리하여 분석 까지 -80oC에서 냉동보  하 다.

  간 지질 농도

  간 조직 의 총 콜 스테롤  성지질은 효소

법(Asan Phamaceutical Co., Seoul, Korea),  HDL-콜

스테롤은 phosphotungstic acid-Mg++ 침 효소법(Asan 

Phamaceutical Co., Seoul, Korea)으로 분석하 다. LDL 콜

스테롤은 Total cholesterol－(Triglyceride/ 5＋HDL 

cholesterol), VLDL 콜 스테롤은 Total cholesterol－(LDL 

cholesterol＋HDL cholesterol)로 Friedewald 방법(27)에 의

하여 구하 다. 간 조직  지질은 Folch 등(28)의 방법에 

따라 추출하여 사용하 다.

경구당부하 검사  당반응면 (AUCOGTT)

실험 12주째 동물을 12시간 식시킨 후 꼬리 정맥에서 

액을 채취하고 공복 당을 측정하여 이를 initial data로 

하 다. 50% glucose 용액(0.1 g glucose/100 g bw)을 경구

투여 후 30분, 60분, 120분  180분에 정맥 의 당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내당능 검사에 따른 당 반응 면 (AUC; area under the 

curve)은 trapezoidal formula에 의해 계산하 다.

 포도당 농도

Glucose Assay kit(Cayman Chemical Company, 

Michigan, USA)를 사용하여 ELISA로 측정하 다.

 인슐린 농도  HOMA-IR

 인슐린 농도는 Mouse Insulin Elisa kit(SHIBAYAGI, 

Co., Gunma, Japan)를 사용하여 ELISA로 측정하 고, 인슐

린 항성의 지표로 glucose(mmol/L)×insulin(μIU/mL)/ 
22.5의 식을 이용하여 HOMA-IR(homeostasis model as-

sessment)를 구하 다(29).



C57BL/6J Mice에서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의 지질개선  당조 효과 669

Table 1. Body weight, feed intake and epididymal fat weight of mice

Groups1)
ND HD

N-C H-C M150L M150 PP M

Initial weight (g)
Final weight (g)
Feed intake (g/day)
Energy intake (kcal/day)
Feed efficiency5) (%)
Epididymal fat (g)

19.48±0.802)
25.63±0.93*3)
 1.96±0.10
 7.45±0.38*
 0.03±0.00
 0.50±0.06*

20.14±0.74
37.80±2.01a4)
 1.76±0.04
 9.15±0.22
 0.10±0.04
 2.68±0.30a

19.55±0.82
38.28±1.89a
 1.86±0.01
 9.67±0.07
 0.13±0.02
 2.40±0.37ab

19.70±0.73
40.50±3.55a
 1.96±0.15
10.17±0.77
 0.13±0.01
 2.27±0.29b

19.18±0.75
34.13±1.94b
 1.95±0.06
10.11±0.33
 0.10±0.00
 2.28±0.32b

19.97±0.68
37.97±1.10a
 2.07±0.08
10.76±0.44
 0.11±0.01
 2.03±0.22b

1)ND: normal diet (10% fat kcal diet), HD: high fat diet (60% fat kcal diet), N-C: normal diet control, H-C: high fat diet control, 
M150L: high fat diet plus 150oC water extract of Inonotus obliquus  mycelia (1 mL/kg bw, β-glucan 1.303 mg), M150: high fat 
diet plus 150oC water extract of Inonotus obliquus  mycelia (2 mL/kg bw, β-glucan 2.606 mg), PP: high fat diet plus purified 
protein bind polysaccharide, M: high fat diet plus mesima.
2)All values are mean±SD.
3)N-C compared with H-C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high fat diet groups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5)Feed efficiency ratio was calculated as weight gain.

간 조직  리코겐 함량 분석

Glucose oxidase method(30)에 근거하여 간 조직 0.05 g

에 30% KOH 1 mL을 가하고 100
oC water bath에서 30분간 

포화시킨 다음 포화용액 400 μL를 20% Na2SO4, ethanol과 

섞어 -20oC에서 12시간 동안 침 시켰다. 침  후 5,000 rpm

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pellet을 

70% ethanol로 washing하 으며 1시간 동안 건조시켜 5% 

phenol solution, H2SO4을 섞고 25～30oC water bath에서 15

분간 처리한 다음 49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리코겐 

함량을 분석하 다.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 수 은 Mouse Adiponectin ELISA kit 

(AdipoGen Inc.,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mean)±표 편차(SD)로 나타냈다. 정상 조군(N-C)과 

고지방 조군(H-C)은 Independent t-test로 p<0.05 수 에

서 유의성을 검증하 고, 고지방식이를 공 한 그룹 간의 

유의성 검증은 ANOVA로 분석하 으며, 집단 간 유의정도

를 살펴보기 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식이섭취량, 체 변화  지방조직무게

체 변화는 실험 시작 시에 정상 조군(N-C)과 고지방

식이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종료 시 정상 조군

(N-C)보다 고지방 조군(H-C)이 유의 으로 높은 약 

67.8%의 체  증가율을 보여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되

었음을 확인하 다(Table 1). 선행연구에서 고지방식이를 

한 C57BL/6J mice 당뇨쥐는 특히 부고환지방 조직이 증가

하 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31,32), 본 연구에서도 고지방 

조군(H-C)은 정상 조군(N-C)보다 유의 으로 증가하

다(Table 1). 반면 군 간의 식이섭취량에 차이가 없었음에

도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는 유의

인 부고환 지방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에서 식이의 β-glucan 농도에 따라 내장지방이 감소

되었음을 제시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32) 내장지방이 

만성퇴행성 질환 유병률을 높이는 해 요인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간 조직 지질

고지 증은 생활습 과 련된 질병 즉, 비만, 고 압, 당

뇨를 유발하는 주요 험인자이기 때문에 특정 식품섭취를 

통한  지질수  개선 효과에 심이 주목되고 있다

(33,34). 비만으로 증가된 내장지방은 지방분해 신호에 해 

민감하고 분해가 잘되는 특성이 있다(35). 췌도가 고농도 지

방산에 장기간 노출되면  유리지방산 증가  조직 내 

성지방 축 으로 세포내 지방산 공 이 증가되면서 glu-

cose fatty acids cycle(36)에 의해 지방산 산화가 증가하고 

포도당 산화를 감소시켜 췌도 베타세포의 기능 하가 발생

할 수 있다(37). 

본 연구에서   간 조직 지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성지방  VLDL에서 차가버

섯 균사체 투여군(M150)은 고지방 조군(H-C)과 비교했

을 때 각각 37.6%, 41.6% 감소하 고,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M150L, M150)과 고순도 단백다당체  메시마군

(PP, M) 모두 유의 으로 낮은 결과를 보 다.  총 콜

스테롤 농도는 고지방식이군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

며, HDL 콜 스테롤은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

(M150L, M150)과 고순도 단백다당체  메시마군(PP, M)

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2형 당뇨에서 VLDL은 간 내에

서 생성이 증가하거나 지단백질 리 아제의 활성도 하로 

VLDL 제거가 하되어 고 성지방 증을 래하므로(2)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로 인해 지단백질 리 아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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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al glucose tolerance test

Groups1)

Minute

ND HD

N-C  H-C M150L M150 PP M

0
30
60
120
180

 90.33
 128.5
  122
107.33
 93.57

±10.212)*3)
±23.19*
±5.33*
±16.28*
±7.68*

 120.8
  208
  170
154.33
142.33

±7.66
±19.43a4)
±5.80
±11.94
±6.35

129.83
202.67
171.67
  159
135.33

±20.80
±9.03a
±12.36
±8.87
±6.03 

 124.6±14.29
172.29±21.32b
 167.5±18.04
153.14±12.20
128.86±4.74

119.8
165.6
167.5
 158
 130

±12.21
±17.95b
±10.60
±13.21
±22.66

132.33
   169
157.33
   142
123.25

±21.06
±8.32b
±20.30
±18.75
±14.52

AUCOGTT
5)

348.94±22.00* 492.00±16.33a 490.13±18.11ab 459.00±20.05b 462.00±5.25bc 443.85±28.35c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3)N-C compared with H-C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high fat diet groups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5)AUCOGTT: the area under curve of glucose (mg/dL.hr).

Table 2. Lipid profiles in serum and liver

Groups
1) ND HD

N-C H-C M150L M150 PP M

Serum (mg/dL)
TG
TC
HDL-C
LDL
VLDL

Liver (mg/g)
TG
TC

 
 81.06±4.812)*3)
196.00±12.68*
 83.92±36.55
 91.18±42.33*
 17.53±3.06*
 
 17.74±2.68*
  1.05±0.19*

 
 

 
130.26±25.99a4)
300.83±11.56
 71.71±23.17
188.50±36.45b
 25.84±4.53a
 
23.93±3.36a
 3.54±1.12a

 
 93.78±14.17b
313.27±17.80
 96.05±27.79
218.59±26.82ab
 18.76±2.83b
 
 17.52±3.74bc
  1.22±0.47b

 
 81.23±18.63b
309.87±6.78
 78.57±17.28
227.18±16.63a
 15.10±3.80b
 
 16.54±2.47c
  1.35±0.39b

 
 83.06±13.78b
300.82±44.04
 93.61±25.31
189.98±25.28b
 16.61±2.76b
 
 22.68±4.64ab
  2.31±1.77b

 
 87.53±20.30b
282.06±15.53
 76.67±27.57
187.33±24.22b
 17.51±4.06b
 
 20.41±4.97abc
  2.20±0.49b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All values are mean±SD.
3)
N-C compared with H-C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high fat diet groups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성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 조직의 성지방 농도는 고지방 조군(H-C)보다 차

가버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M150L, M150)이 각각 26.8%, 

30.9% 감소되어 유의 으로 낮아졌고, 총 콜 스테롤은 고

지방 조군(H-C)에 비하여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

(M150L, M150)에서 각각 65.5%, 61.9%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의  지질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다. 한 streptozotocin 유발 당뇨 흰쥐에게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투여로 투여하지 않은 쥐에 비하

여  성지방 감소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19)와도 유

사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

체 추출물이 2형 당뇨 환자들에서 동반되기 쉬운 고 성지

방 증의 방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경구당부하 검사, 당반응 면  AUC,  포도당

의 공복 당 수 은 정상 조군(N-C)보다 고지방 

조군(H-C)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다(Table 3). 공복 

당에 비해 포도당 투여 30분 후 당 수 은 고지방 조

군(H-C)이 41.9%로 가장 높게 증가하 고, 농도 차가버

섯 균사체 투여군(M150L) 35.9%,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

(M150) 27.7%, 양성 조군인 고순도 단백다당체  메시마

군(PP, M)은 각각 27.7, 21.7% 증가하 다. 포도당 투여 3시

간 경과 후에는 당이 고지방 조군(H-C)보다 농도 차

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L) 4.9%,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

군(M150) 9.5% 감소하여,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의 당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당반응 면 (Table 3) 한 정상 조군(N-C)보다 고

지방 조군(H-C)에서 유의 으로 높았고, 고지방식이군에

서는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과 고순도 단백다당체 

 메시마군(PP, M)이 유의한 수 으로 낮았으며, 농도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L)은 낮은 경향을 보 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포도당 농도는 차가버

섯 균사체 투여군(M150)과 고순도 단백다당체군(PP)이 고

지방 조군(H-C)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냈고, 메시마군

(M)은 유의한 수 으로 낮아졌다. 이는 선행연구(18,21)의 

차가버섯 당 조  효과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Mizuno 등

(11)의 연구에서 차가버섯 균사체에서 분리한 다당체의 항

당뇨 활성 능력에 해 밝힌바 있다. 한 차가버섯의 다양

한 성분 에서 β-glucan은 생리활성 물질로 기능하며 당 

조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다(15,16,21). 본 연구에서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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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patic glycogen content in liver and insulin, glucose, adiponectin level in serum

Groups1)
ND HD

N-C H-C M150L M150 PP M

Glucose level (mg/dL)
Insulin level (ng/mL)

HOMA-IR
5)

Glycogen content (mg/g liver)
Adiponectin level (μg/mL)

84.86±28.992)*3)
 0.68±0.72*
 6.07±5.83*
 8.27±2.48
67.47±7.13*

165.46±12.43a4)
  3.12±1.16a
 28.67±10.53a
  5.73±1.93c
 63.07±5.65bc

152.23±6.06a
  1.94±0.60b
 19.91±4.69b
 17.05±7.60ab
 67.50±4.08ab

148.05±8.40ab
  2.25±0.30b
 21.14±1.77b
 19.10±9.58a
 73.56±2.93a

135.74±36.92ab
  1.13±0.28c
 10.76±8.52c
 12.80±2.14abc
 63.25±1.22bc

120.13±18.23b
  1.20±0.32c
 10.03±3.33c
  7.17±2.22bc
 60.30±4.97c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3)N-C compared with H-C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high fat diet groups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5)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glucose mmol/L×insulin μIU/mL/22.5).

버섯 균사체 유래 단백다당체 추출물 투여로 당 조  가능

성을 확인하 다.  지질 수 과 간으로의 유리 지방산 

유입이 증가하면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 결합이 해되어 

간에서 인슐린 매개 당신생 억제기 에 지장을 으로써 고

당을 유발시킨다(35,38). 따라서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의 당 감소효과는   간  지질 수  개선에 따른 

결과 사료된다.

 인슐린  HOMA-IR

비만에서 백색지방조직은 염증작용을 하는 주요 부 이

고, 염증 지표 수 의 증가는 인슐린 항성과 비만 련 2형 

당뇨 유발에 기 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6,31).

 인슐린 농도의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고지방 

조군(H-C)의 경우 C57BL/6J mice에서 고지방식이를 했

을 때 인슐린 수 이 유의 으로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 고(24,31), 인슐린 항성 지표인 HOMA-IR 한 

정상 조군(N-C)에 비해 유의 으로 상승하여 고지방 

조군(H-C)의 인슐린 분비과다  인슐린 항성을 확인하

다.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M150L, M150)에서는 

인슐린 농도  항성이 고지방 조군(H-C)보다 유의

으로 감소되고 당이 하되었다.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로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기능을 

개선시킴을 증명한 선행연구(19)로써 이와 같은 상을 설

명할 수 있다. 평형상태에서 인슐린은 고지방식을 함에 따라 

차 상승하며(39), 간 문맥 에서 증가된 유리지방산은 간

으로 들어가는 인슐린의 양을 감소시켜 말  액의 고인슐

린 증을 유발하고, 간에서 당 생성 증가  세포내로의 당 

이동을 방해하여 인슐린 수용체의 하향조 에 의해 인슐린 

항성이 발생하게 된다(2,40). 인슐린 항성은 췌도 베타

세포의 기능 하와 더불어 2형 당뇨 형성과 련된 기 변

화로 간주되고, 2형 당뇨의 발달에 있어서 불가결한 부분이

다(31,37). 따라서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가   간  성지방농도와 공복 당을 감소시킴

으로써 인슐린 감수성  작용력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항

성을 하시켜 2 형 당뇨의 원인이 되는 고인슐린 증을 개

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속한 당증가와 

같은 당 사 변화를 효과 으로 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  리코겐

본 연구에서 간  리코겐 함량을 측정한 결과 고지방 

조군(H-C)의 리코겐 합성이 하된 반면 차가버섯 균

사체 투여 실험군(M150L, M150)에서는 유의 으로 증가함

을 확인하 다(Table 4). 이는 고지방 식이로 2형 당뇨의 인

슐린 항성 비만이 유도된 C57BL/6J mice에서 인슐린은 

리코겐 합성 활성에 제 로 기능하지 못함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4,41). 말 조직에서 흡수된 포

도당은 정상 인 인슐린 작용을 통해 포도당 이용자극  

리코겐 합성 활성화를 진한다(24). 2형 당뇨에서는 당질 

 지질 사에 한 인슐린 작용에 장애가 있어, 리코겐 

합성과 련된 비산화성 사과정의 결함이 주된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간에서 당신생과 glycogenolysis를 억제하지 

못하고 당이 상승하게 된다(42,43). 이에 따라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로 인한 간  리코겐 

합성 기능 개선은 인슐린 항성 감소와 인슐린 작용력 증가

에 따른 효과로 사료된다.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은 glucose homeostasis와 련된 인슐

린 민감제로 작용하고(4,6,7,44,45) 인슐린의 신호 달을 직

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간에서 당신생 

련 효소 발 과 내인성 당 생성 속도를 억제시켜  포도

당 농도 감소 역할을 하는 아디포카인이다(46).

본 연구 결과 아디포넥틴 수 은 정상 조군(N-C)보다 

고지방 조군(H-C)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이는 

아디포넥틴이 정상 쥐의 지방조직에서는 높게 발 되지만 

경미한 염증 상태인 비만 혹은 당뇨 모델 쥐에서 그 발 이 

히 감소한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6,7,45). 

고순도 단백다당체  메시마군(PP, M)은 고지방 조군

(H-C)과 유사한 수 이었으나, 농도 차가버섯 균사체 투

여군(M150L)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은 유의 으로 높아졌다(Table 4). 아디포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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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수 은 염증반응 지표  공복 인슐린 농도와 음의 상

계가 있으며(47), 아디포넥틴 증이 제2형 당뇨병이나 

사증후군의 요한 병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8). 이러한 을 미루어 볼 때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아디

포넥틴의 유의 인 증가는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가 

비만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야기되는 인슐린 항성을 감소

시키는 것에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보강

이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되어 2형 당뇨 특성을 나타내

는 C57BL/6J mice에서 지질수  개선  당조 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동물은 정상 조군

(N-C), 고지방 조군(H-C), 고지방식이＋ 농도 균사체 

추출물 투여군(M150L, 1 mL/kg bw, β-glucan 1.303 mg), 

고지방식이＋균사체 추출물 투여군(M150, 2 mL/kg bw, β- 

glucan 2.606 mg), 고지방식이＋고순도 단백다당체 투여군

(PP, 200 mg/kg bw), 고지방식이＋메시마 투여군(M, 200 

mg/kg bw) 6군으로 나 어 사육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부고환 지방은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 투여 농도 

의존 으로 유의 인 감소를 나타냈다.  성지방  

VLDL에서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은 고지방 조

군(H-C)보다 각각 유의 으로 감소하 고, 간 조직의 성

지방 농도는 고지방 조군(H-C)보다 차가버섯 균사체 투

여 실험군(M150L, M150)이 각각 26.8%, 30.9%, 총 콜 스테

롤은 각각 65.5%, 61.9% 낮아져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경

구당부하 검사 결과 포도당 투여 3시간 후의 당이 고지방 

조군(H-C)보다 농도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L) 

4.9%,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 9.5% 감소하 다. 

당반응면  한 차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에서 유의

한 수 으로 낮았다.  인슐린  HOMA-IR 수 은 차가

버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M150L, M150)에서 고지방 조군

(H-C)보다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 간  리코겐은 고지

방 조군(H-C)에서 리코겐 합성이 하된 반면 차가버

섯 균사체 투여 실험군(M150L, M150)에서는 유의 으로 증

가하 다.  아디포넥틴은 고지방 조군(H-C)보다 차

가버섯 균사체 투여군(M150)에서 유의 으로 높아졌다. 결

론 으로, 단백다당체 함유 차가버섯 균사체 추출물이 식이

유도 비만/당뇨 모델인 C57BL/6J mice의 지질수  개선  

당조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이용한 기능

성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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