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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rdyceps militaris extr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glucide 

metabolism in serum of streptozotocin (STZ, 50 mg/kg BW, IP injection)-induced diabetic rats (SD strain, male) fed the 
experimental diets for 5 weeks. 

Concentrations of creatinine, lipid peroxide and NEFA in sera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Z-induced diabetic group 
(group DMG) and STZ+Cordyceps militaris extract administration group (group DM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group 
BD). However, the concentrations of creatinine, lipid peroxide and NEFA in sera were reduced in the group DMS than those 
in the group DMG. The activity of creatine phosphokinase (CPK) in serum was lower in the group DMS than in the group 
DMG. The activity of LCAT in serum was increased in the group DMS (Cordyceps militaris extract administration) than in the 
group DMG. The results indicate that Cordyceps militaris extract were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the glucide metabolism 
in the sera of STZ-induced diabet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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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지방, 고단백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된 식생활의 불균형과 더

불어 급격한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으

로 비만, 고지혈증,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및 고혈압 등 순환기계질환(coronary heart disease)과 

당뇨병(Diabetes mellitus) 등 생활습관병의 발병이 문

제시되고 있다(Kim, 2004; Kim과 Chung, 1992; Kim 
등, 1993; Lim과 Kim, 2004). 당뇨병은 자가면역 

mechanism에 의해서 췌장에 있는 Langerhans섬의 β

-cell이 파괴되어 인슐린의 기능이 불균형될 때 나타

나는 증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상태가 교

란되어 대사 조절기능의 장애에 의한 대사성 질환이 

발생되며 심장순환기계 질환 등 합병증 유발과 고혈

당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Kim, 2004; Lee, 1999; 
Wolff, 1993; Yoon 등, 1987). 동충하초는 나비목

(Lepidoptera)의 번데기에 기생하는 자실체와 번데기

의 복합체로 자낭균류(Ascomycetes)의 맥각균과

(Clavicipitaceae)에 속하는 Cordyceps속이 대표적이

며(Kim 등, 2012; Kwon 등, 2001; Seong 등, 1999), 
Cordyceps militaris는 생체 내 지질대사 이상 및 각종 

질환의 예방과 개선 효과의 효능이 있고(Kim 등, 2012), 
액체 배양 시 mannitol을 생성하며 cordycepin을 생산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Ko 등, 2002). Cordycepin의 생

리적 기능은 항산화 작용(Kim 등, 2001), 간기능 개선

(Jo 등, 2008)을 비롯한 혈당 저하(Kim, 2011) 등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충하초(Cordyceps militaris) 추출물이 streptozotocin
으로 유도된 당뇨성 질환 모델의 혈청내 과산화지질 

NEFA(non-esterified fatty acid), LCAT(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및 당질대사 이상 등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한 후 기능성 소재 등의 자원으로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2.1.1. 시료의 추출 및 조제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경남 밀양 소재 한약재 시

장에서 구입한 후, Kim 등(2012)의 방법에 준하여 동

충하초(Cordyceps militaris)를 진공동결건조(EYELA, 

FDU-2000, Tokyo, Japan)하여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

다. 즉, 시료 200 g을 플라스크에 취해 증류수 700 mL
를 넣은 다음 450 mL가 될 때까지 가열한 후 추출액을 

다른 용기에 옮기고, 다시 증류수 500 mL를 가하여 

350 mL가 될 때까지 가열 처리하였다. 추출한 후의 잔

사에 증류수 400 mL를 넣고 200 mL가 될 때까지 가

열한 후 이들을 합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2.1.2. 당뇨성 질환 모델 및 실험군

평균 체중이 60±5 g인 4주령된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를 대한 Biolink에서 구입하여 1주일간 예비 

사육하여 적응시킨 후 6마리씩 3군으로 metabolic 
cage (JD-C-71)에 나누어 5주간 실험 사육하였다. 기
본식이를 섭취시킨 BD군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streptozotocin (STZ, Sigma, USA, 50 mg/kg BW)을 

0.01 M citrate buffer sol'n (pH 4.6)에 용해한 후 복강

내 주사(IP injection)하여 당뇨를 유발시킨 실험군

(DMG군)과 STZ을 복강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시킨 

실험동물 모델에 sample인 동충하초 추출물을 실험 전 

기간 동안 자유로이 급여시킨 DMS군으로 분군하였

다. 사육실의 온도(20±1℃) 및 습도(50±10%)와 명암

(07:00~19:00)은 12시간 cycle 조명으로 최적 상태를 

유지시켰다. 식이 조성 및 실험군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nents of experimental diet and groups (%)

Ingredient Basal diet Streptozotocin
(STZ, IP)1)

Casein 20.0 20.0
DL-methionine 0.3 0.3

Corn starch 15.0 15.0
Sucrose 50.0 50.0

Cellulose powder 5.0 5.0
Mineral mixture2) 3.5 3.5
Vitamin mixture2) 1.0 1.0
Choline bitartrate 0.2 0.2

Corn oil 5.0 5.0

Group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 +Cordyceps militaris.
1)IP ; intraperitoneal injection (STZ 50 ㎎/㎏ BW ; 0.01 M 

citrate buffer sol`n (pH 4.6))
2)According to AIN-76TM diet composition.

2.2. 연구방법

2.2.1. 실험동물의 처리

실험사육 5주간의 최종일에는 7시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 마취로 심장 채혈법에 의하여 채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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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iver Kidney Heart Spleen Brain Lung

BD 3.85±0.03b** 0.69±0.01a 0.35±0.01b 0.24±0.02a 0.54±0.02a 0.53±0.02a

DMG 3.78±0.01a 0.74±0.02b 0.31±0.02a 0.23±0.02a 0.53±0.02a 0.53±0.01a

DMS 3.79±0.02a 0.72±0.01b 0.32±0.01a 0.24±0.01a 0.53±0.03a 0.54±0.02a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Weights of liver, kidney, heart, spleen, brain and lung of experimental rats (g% BW)

혈액은 약 1시간 정도 빙수 중에 방치한 후 3,000 rpm
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취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체중증가량은 실험사육 시작과 최종일에 

체중을 측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식이 섭취량은 매일 

사료 잔량을 칭량하였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실량을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주요 장기 조직

의 중량은 체중에 대한 상대 중량비(g% BW)를 구하

였다.

2.2.2. Creatinine 농도 및 creatine phosphokinase 

(CPK)의 활성 측정

혈청 중의 creatinine 농도는 Jaffe reaction법에 의해 조

제된 시약(Eiken, Tokyo, Japan)과 creatine phosphokinase 
활성의 측정은 효소비색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Eiken, 
Tokyo, Japan)으로 혈액자동분석기(Hitachi 7150, 
Japan)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2.2.3. 과산화지질 및 NEFA 농도의 정량

혈청 중의 과산화지질 농도는 Hb-Methylene blue
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을 사용하여 자동분석장치

(JCA-BM 12, Japan)에 의하여 측정하였고, NEFA 
(non-esterified fatty acid) 농도는 효소법에 의해 조제

된 시약(Eiken, Tokyo, Japan)으로 생화학분석기(Hitachi 
7150,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2.4. LCAT의 활성 측정

LCAT (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활성은 

효소비색법(ribosome 기질법)에 의해 조제된 LCAT 
측정용 시약(제일화학약품, 일본)으로 분광광도계

(CL-770, Japan)에 의해서 측정을 하였다.

2.2.5. 통계처리

분석 결과의 통계 처리는 실험군 당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고 군간의 차이는 one-way ANOVA 
(ver. 12.0) 분석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체중 증가량 및 식이 효율

실험사육 5주간의 당뇨성 질환 모델에 있어서 체중 

증가량, 식이 섭취량 및 식이 효율은 Table 2에서와 같

이 대조군인 BD군에 비해 STZ (50 mg/kg BW)으로 

유도된 당뇨 유발군(DMG군)과 당뇨 유발군에 동충

하초(Cordyceps militaris) 추출물을 섭취한 군(DMS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식이 섭취량은 증

가된 반면, 체중 증가량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체중의 감소는 체내 단백질 및 글리코겐과 지질

의 합성이 저하되어 근육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Furuse 등, 1993; Yoon과 Son, 2009).

Table 2.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ER of experimental 
rats (g)

Group*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FER**

BD 125.8±10.6a*** 487.8±15.6a 0.26

DMG 116.9±11.8a 493.4±14.8a 0.24

DMS 120.9±12.5a 494.7±13.9a 0.24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FER: food efficiency ratio.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2. 조직의 중량

5주간의 실험사육 후 각 조직의 중량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장 및 심장의 중량은 대조군인 

BD군에 비해 당뇨성 질환 모델 실험군에서 감소되었

으며, 신장의 중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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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Cordyceps militaris on creatinine concentration 
in serum of experimental rats.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비장 및 뇌, 폐의 중량은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3. 혈청 중의 Creatinine 농도

혈청 중 Creatinine의 농도는 Fig. 1에서와 같다. 당
뇨성 실험동물 질환 모델에 있어서 동충하초 추출물

을 섭취시켜 5주간 실험 사육한 결과, creatinine 농도

는 비교군인 대조군(BD군)의 0.64±0.02 mg/dL에 비

하여 당뇨 유발군인 DMG군(0.75±0.03 mg/dL)과 당

뇨성 질환 모델에 동충하초를 급여한 DMS군(0.69± 
0.02 mg/dL)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동충하

초 추출물을 섭취한 DMS군이 DMG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청 creatinine의 

농도는 신사구체 여과치 및 신장 혈류량의 감소와 울

혈성 심부전 등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2005; Lee 등, 2004).

3.4. 혈청 중의 creatine phosphokinase (CPK) 활성

동충하초 추출물을 5주간 급여시켜 실험 사육한 실

험동물에 있어서 혈청 중 CPK 활성은 기본 식이를 섭

취한 대조군인 BD군의 31.7±1.2 IU/L에 비해 여타 실

험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TZ으로 유도된 당뇨성 모델 실험군인 DMG군(39.5± 
1.4 IU/L)에 비하여 동충하초 추출물을 급여한 DMS
군(37.2±1.3 IU/L)의 CPK 활성이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CPK 활성

은 당뇨병 및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장애의 질환이 있을 

때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Do 등, 1991; Kim, 2005).

Fig. 2. Changes of creatine phosphokinase (CPK) activity in 
serum on Cordyceps militaris of experimental rats.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5. 혈청 중의 lipid peroxide 농도

혈청 중 lipid peroxide의 농도는 Fig. 3에 나타내었

다. 당뇨성 질환 모델 실험군인 DMG군(4.26±0.13 
nmol/mL)에 비하여 동충하초 추출물을 급여함으로

Fig. 3. Effects of Cordyceps militaris on lipid peroxide 
concentration in serum of experimental rats.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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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DMS군(3.77±0.12 nmol/mL)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나 대조군인 BD군의 2.84±0.10 nmol/mL의 농도

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id peroxide 
농도의 증가는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된 당뇨병 위험

률 증가와 생체막 및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증

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Kelly, 1998; Kim, 2005; 
Seo 등, 2004).

3.6. 혈청 중의 NEFA 농도

동충하초 추출물이 당뇨성 실험 모델에서의 혈청 

중 NEFA(non-esterified fatty acid)에 미치는 영향은 

Fig. 4에서와 같이, STZ을 복강주사한 DMG군(295.8± 
6.1 μEq/L)과 DMS군(287.4±5.8 μEq/L)이 대조군인 

BD군(268.3±5.9 μEq/L)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

타났으나, 동충하초 추출물을 급여한 DMS군이 DMG
군에 비해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감소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NEFA는 혈액 중 지질의 2% 이하로 

hormone 등에 의해 조절되며 당뇨병 등의 질환 시 농

도가 증가된다고 한다(Kim, 2005; Yi와 Rhee, 1996).

Fig. 4. Effects of Cordyceps militaris on NEFA concentration 
in serum of experimental rats.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7. 혈청 중의 LCAT 활성

동충하초 추출물이 당뇨성 질환 모델에 의한 혈청 

중 LCAT(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혈청 

LCAT 활성은 당뇨 유발 실험군인 DMG군(101.4±1.8 
U/L)이 대조군인 BD군(119.5±2.2 U/L)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동충하초 추출물의 급여

(DMS군, 107.7±2.4 U/L)로 인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혈액 중의 LCAT의 활

성 증가는 저지방 섭취와 식물성 유지 및 다불포화지

방산 함유 비율이 높은 식이를 할 때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5; Lee 등, 1993).

Fig. 5. Changes of 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LCAT) 
activity in serum on Cordyceps militaris of experimental 
rats.

 *BD: Basal diet., DMG: STZ-induced diabetes., DMS: 
STZ-induced diabetes+Cordyceps militaris.

**Mean±SD (n=6).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 결 론

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 추출물이 STZ(50 
mg/kg BW, IP injection)으로 유발된 Sprague Dawley
계 수컷 흰쥐의 당뇨성 질환 모델에 있어서, 당질대사 

장애 등에 의해 야기되는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개선 

효과 등에 많은 생리적 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본식이를 섭취시킨 BD군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STZ에 의해 당뇨를 유발시킨 

DMG군과 당뇨 유발 실험동물 모델에 동충하초를 급

여시킨 DMS군으로 5주간 실험 사육한 결과, 혈청 중 

creatinine 농도 및 creatine phosphokinase 활성, lipid 
peroxide, NEFA 농도 등은 당뇨 유발 실험군(DMG
군)에 동충하초 추출물을 급여(DMS군)함으로써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혈청 LCAT 활성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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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충하초 추출물이 

당뇨성 질환 모델에 있어서 당질 및 지질대사 장애 등

에서 오는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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