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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diabetic activities of cultured mycelia from Ganoderma applanatum are being evaluated in this study. The OGTT 
and 4-weeks of repeated oral efficacy tests are conducted in mice at the doses of 0 (vehicle treatment), 25, 75 and 225 
㎎/㎏/day, respectively. In human study, the test article was administered orally every day for 8-week at a dose of 1,500 
㎎/㎏, tid and placebo group. The blood glucose levels (BGL) at 0.5 hour after treatment are significant decreased in all 
treatment groups of OGTT test. In the 4-week test, BGL of 75 and 225 ㎎/㎏/day group is continuously decreased during 
all treatment periods and the BGL of 25 ㎎/㎏/day group show decreasing trends at the final week, the pancreas weight 
of all treatment groups are being increased, and the Langerhans-islet numbers were increased at all treatment groups with 
a dose-response manner. There are no test article-related abnormal signs and the fasted blood glucose (FBG), postprandial 
blood glucose (PPG) and HbA1c a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8-week treatments. These results that the cultured mycelia 
from Ganoderma applanatum could decrease BGL by protecting the degeneration of Langerhans is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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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diabetes)은 인간 및 포유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으로 높은 혈장내의 당(glucose) 수치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이다. 당뇨병에는 췌장의 β-cell의 손상으로 인하여 인슐린

의 분비가 부족하여 급성적으로 발생하는 I형 당뇨병과 인슐

린 비의존성 당뇨병(non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NIDDM)인 II형 당뇨병으로 나누고 있으며, II형 당뇨병 환자

의 비율이 높다(Kuzuya T 2002). II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작

용을 간, 근육 및 지방조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인

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Ward 등 1984). 당뇨병

에 이환되어 비정상적으로 혈당의 수치가 증가하면 혈장내

의 헤모글로빈(hemoglobiin)의 수치를 높이게 되고, 만성적으

로 진행되면 아테롬성 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 미세혈관

병증(microangiopathy), 신장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성 망막

증(diabetic retinopathy) 및 다른 안과 질환과 같은 일련의 합

병증을 야기하게 된다. 당뇨병은 질환의 발병 경과 및 원인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췌장에 있는 Langerhans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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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β-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생리작용이 저조하거나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을 때 발생하여 악화되면 

만성대사 질환으로 고혈당과 당뇨, 케톤산증과 혼수상태 등이 

나타난다(Jung & Jeong 2002).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diabetes 
mellitus) 환자는 2000년에 세계 인구의 2.8% 이상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적어도 17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Perera & Li 2011). 당뇨병의 문제는 당뇨 자체가 아니라, 이
미 기술한 바 있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질환 

상태로 이환되는 것이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약으로는 

insulin, tolbutamide, phenformin, troglitazone, rosigitazone 및 

repaglinide 등 합성의약품이나 생물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

나, 부작용이 있고 합병증까지 깨끗이 치료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Li 등 2004).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kefri 
등 천연물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적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

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Lee 등 2011), 버섯이나 천연물을 

이용한 혈당의 조절은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은 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Perera & Li 2011). 많은 버섯 종류 중에 일

부의 버섯류들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각과 영양 섭취 및 치료용으로 버섯을 사용하

고 있다(Saiqa 등 2008; Perera & Li 2011). 버섯의 치료효과는 

버섯이 갖고 있는 식이섬유, 특정 키틴질 및 베타글루칸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anzi 등 2001),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알려져 있다(Yang 등 2007). 본 시험에서 사용된 잔나

비걸상버섯(Ganoderma applanatum)은 잔나비걸상버섯속(Genus)
에 속하며, 여름과 가을에 활엽수의 생나무나 고목에 발생하

는 다년생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하는 목재백색부후균(木材白
色四角腐朽菌, Wood white rot fungus)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조직은 두께 1 내지 5 ㎝로 코르크질이며, 자
실층은 황백색 내지 백색이나 접촉하면 갈색으로 변한다(Son 
& Son 2004). 잔나비걸상버섯의 추출물에서의 특정 성분을 

이용한 항당뇨와 관련된 효능시험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Shim 등 2004; Jung 등 2005; Lee 등 2006). 또한 예로부터 

체내에 쌓인 나쁜 기운을 풀어주고, 어혈을 몰아내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생목이나 고목 위에 

단생 또는 중생하는 버섯으로, 항암, 항균(Ordonez 등 2006) 
및 면역 증진 효과(Shim 등 2004)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잔나비걸상버

섯의 균사체를 다량 배양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효능

이 검증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배양한 잔나비걸상버섯의 균사체를 이용하여, 렙틴 

수용체의 돌연변이로 인해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다식, 비
만 및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동물로 제2형 당

뇨병 환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당뇨병과 관계된 대사이

상의 연구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만당뇨병 모델 마

우스인 C57BL db/db 마우스(Oh 등 2007) 및 경증의 II형 당뇨 

피험자에서의 혈당 저하 효능을 검사하여 항당뇨 효능을 관

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동물시험-1: db/db 마우스를 이용한 OGTT(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본 시험에 사용한 시험물질인 잔나비걸상버섯 균사체(Lot; 
YS 31-08-77)는 미라클디케이시라이프㈜(서울, 한국)로부터 

공급받았다. 양성 대조물질로 metformin hydrochloride(Lot; S43023- 
347, Sigma-Aldrich Germany)를 150 ㎎/㎏/day 투여하였고, 음
성 대조물질로는 부형제인 카복시메틸셀룰로즈(Lot; ED20ES, 
대정화금(주), 한국) 0.5% 용액을 시험물질의 투여액량과 같

게 10 ㎖/㎏/day의 액량으로 투여하였다. 시험물질은 경구적

으로 25, 75 및 225 ㎎/㎏/day로 투여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동물은 6주령의 당뇨 유발 모델동물인 특정병원균부재(SPF) 
db/db 마우스(C57BLKS/J-db/db SLC, 일본)를 사용하였고, 각 

군별 사용동물 수는 8 마리였다. 투여 시 동물의 체중범위는 

22.86~34.62 g이었고, 혈당의 수치는 200~439 ㎎/㎗로 200 ㎎/
㎗ 이상의 동물을 시험에 공하였다. 실험동물은 동물사육실

에 반입한 후 7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쳐 이상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동물들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동물사육실의 환경조건은 

온도 23±3℃, 상대습도 55±15%, 환기횟수 10~20회/hr, 조명시

간 12시간(오전 8시 점등~오후 8시 소등) 및 조도 150~300 
Lux이었다. 동물들은 적량의 깔개를 담은 폴리카보네이트 사

육상자(W 235×L 380×H 175 ㎜)에서 5마리/사육상자 이하로 

사육하였다. 사육상자는 시험번호 및 동물번호를 기입한 개체 

식별 카드를 부착하여 구분하였다. 사료는 방사선 조사로 멸

균된 실험동물용 고형사료(2918C, Harlan Co. Ltd., Indianapolis, 
USA)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물은 지하수를 자외선 

살균기 및 미세여과장치로 소독한 후 물병을 이용하여 자유

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사료와 물의 성분 및 오염물질의 분

석 결과, 시험의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만한 이상은 없었다. 
본 시험은 ㈜켐온(용인, 한국)의 실험동물 운영규정을 준수하

여 실시하였다. 시험물질의 투여량과 시험군의 구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투여할 시험물질의 조제는 투여 직전에 부형제

와 혼합하여 조제하였다. 관찰 및 검사항목으로는 일반증상

관찰, 체중측정 및 혈당검사를 실시하였다. 체중 측정은 전자

저울(L320, Satorius Germany)을 이용하여 주 1회 측정하였다. 
혈당검사는 혈당 측정일 전날 저녁에 절식을 실시하였다. 절
식 16시간 후 체중을 측정하고, Glucose를 투여하기 전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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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 identification and dosage in OGTT 

Group1) Gender Number of 
animals

Animal
ID

Volume
(㎖/㎏/day)

Dose
(㎎/㎏/day)

G1 Male 8 1~8 10   0
G2 Male 8 9~16 10  25
G3 Male 8 17~24 10  75
G4 Male 8 25~32 10 225

G5 Male 8 33~40 10 150
G6 Male 8 41~48 10   0

1) G1: none treatment control group, G2~G6: glucose treatment, 
G2~G4: test article treatment, G5: positive control group(met-
formin hydrochloride), G6: vehicle control group(0.5% CMC 
solution)

혈당을 측정하였다. 이후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을 경구 투여

하고, 60분 후에 Glucose를 투여(2 g/10 ㎖/㎏)하고, 30, 60, 90, 
120, 240분 후에 꼬리 미정맥에서 채혈하여 혈당 측정기(Accu- 
Check active;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
를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2. 동물시험-2: db/db 마우스를 이용한 4주 반복 투여 혈

당 감소 효과 관찰시험

본 시험에 사용한 시험물질과 양성 대조물질 및 부형제는 

OGTT 시험에서 사용한 물질과 동일하였다. 동물의 사육환경 

또한 OGTT 시험과 동일하였다. 다만 시험에 사용한 동물의 

수는 군별 10마리였고, 체중범위는 투여 시 동물의 체중범위

는 20.54~30.70 g이었으며, 혈당의 수치는 111~475 ㎎/㎗로 

혈당수치를 이용하여 군분리를 한 후 시험에 공하였다. 시험

물질의 투여량과 시험군의 구성은 Table 2에 나타냈다. 투여

할 시험물질의 조제는 투여 직전에 부형제와 혼합하여 조제

하였다. 관찰 및 검사항목으로는 일반 증상 관찰, 체중 변화 

측정, 사료 섭취량 측정, 혈당 검사 및 췌장의 무게를 측정하

고, 조직병리학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체중 변화와 사료 섭

Table 2. Group identification and dosage in the 4-week 
repeated oral treatment test 

Group1) Gender Number of 
animal

Animal
ID

Volume
(㎖/㎏/day)

Dose
(㎎/㎏/day)

G1 Male 10 1~10 10   0
G2 Male 10 11~20 10  25
G3 Male 10 21~30 10  75
G4 Male 10 31~40 10 225

G5 Male 10 41~50 10 150
1) G1: vehicle control(0.5% CMC solution), G2~G4: test article 

treatment, G5: positive control group(metformin hydrochloride)

취량 측정은 전자저울(L320, Satorius Germany)을 이용하여 주 

1회 측정하였다. 혈당 검사의 혈당 측정은 시험물질 및 대조

물질 투여 7, 14, 21 및 28회 차에 실시하였으며, 혈당은 시험

물질 및 양성 대조물질 투여 전에 측정하였다. 혈액은 미정맥에

서 채혈하여 혈당 측정기(Accu-Check active;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로 측정하였다.

췌장의 조직병리학적인 검사는 ether 마취 하에서 개복하

여 복대동맥을 절단하여 방혈하는 방법으로 안락사시키고, 
부검소견을 관찰하고, 췌장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췌장은 전

자저울을 이용하여 중량을 측정한 후, 10%의 중성 완충 formalin 
용액에 고정하였다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직 제작과정을 

걸쳐 4 ㎛의 두께의 H&E 염색슬라이드를 만들어 40배율의 

광학현미경하에서 Langerhans islets의 수를 검사하였다. 또한 

췌장의 β-cell에서의 인슐린 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직을 면역염색법(Immunohistochemistry stain, Gonzalez R 2009)
으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Langerhans islets에서의 인

슐린 양을 간접적으로 검사하였다. 

3. 인체적용시험- 경증 II형 당뇨 피험자에서 “잔나비걸상

버섯 균사체”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

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비교 인체적용시험

1) 피험자의 참여상태 및 시험물질의 투여

인체적용시험에 등재된 대상자의 총 수는 149명이었다. 이
중 91 명의 피험자가 스크리닝 시험에서 탈락하여 총 58명의 

피험자가 1회 이상 시험제품을 투여 받은 safety 분석 대상자

였으며, 이중 30명이 시험군, 28명이 대조군에 배당되었다. 
58명의 대상자 중 유효성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피험자

(intention to treat(ITT) 분석 대상군)는 모두 56명으로 각 군에

서 1명씩 ITT 분석군에서 탈락하였다. 한편, 이중에서 인체적

용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제품 복용률이 80% 이상이고 유효

성 검사도 모두 완료한(per protocol (PP) 분석 대상군은 시험

군에서만 4명이 탈락하여 52명이었다(베스티안 병원 IRB 승
인번호; IRB 2010-01). 시험물질의 투여는 아침, 점심, 저녁 

총 3회 공복에 1정(500 ㎎)씩 하루에 3정(1,500 ㎎/㎏/man t.i.d)
을 8주간 경구로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위약을 동일한 방법

으로 투여하였다. 

2) 분석에 포함할 피험자의 선정

본 인체적용시험에 등록되어 시험제품 또는 대조제품을 

투여 받고 1회 이상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 58명을 Safety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고, 이 중 1차 유효성 평가가 실시

된 56명을 ITT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총 56명의 ITT 
분석 대상자 가운데 인체적용시험 계획서에 맞게 시험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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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52명을 PP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특

성을 포함하는 배경인자 분석은 Safety군에 대해 실시하였으

며, 안전성 평가는 ITT 분석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효

성 평가결과는 ITT 군을 주 분석으로 한 결과를 나타냈다. 

3) 피험자의 인구학적 기초자료

Table 3에는 Safety 분석군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에 등

재된 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정리하였다.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기초정보에 대하여 양군

간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하

나도 없어서 인체적용시험 전의 양군의 상태는 차이가 없었

음을 알 수 있었다. 

4) 피험자의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

Table 3. Base information of the subjects

Treatment(30) Control(28) Total(58)
p-value1)

No. of subjects(%) 

Gender
Male 18(60.0) 22( 78.6) 40(69.0)

0.214
Female 12(40.0)  6( 21.4) 18(31.0)

Age

20 1( 3.3)  4( 14.3) 5( 8.6)

0.542

30  4(13.3) 4( 14.3)  8(13.8)

40  3(10.0) 5( 17.9)  8(13.8)
50 17(56.7) 10( 35.7) 27(46.6)
60  4(13.3)  4( 14.3)  8(13.8)
70  1( 3.3)  1(  3.6) 2( 3.4)

Smocking
None 21(70.0) 12( 42.9) 33(56.9)

0.111Past 2( 6.7)  3( 10.7) 5( 8.6)

Now 7(23.3) 13( 46.4) 20(34.5)

Drunken
None 13(43.3) 8( 28.6) 21(36.2)

0.277Past  1( 3.3)  0(  0.0)  1( 1.7)
Now 16(53.3) 20( 71.4) 36(62.1)

Eating habit
Regular 24(80.0) 19( 67.9) 43(74.1)

0.450
Irregular  6(20.0)  9( 32.1) 15(25.9)

Dietetic therapy
Follow  4(13.3)  3( 10.7)  7(12.1)

0.450
Non-follow  26(86.7)  25( 89.3) 51(87.9)

Excising habit
Regular 8(26.7) 2(  7.2) 10(17.2)

0.137Irregular 16(53.3) 20( 71.4) 36(62.1)
None 6(20.0) 6( 21.4) 12(20.7)

Drug treatment
Yes 29(96.7) 28(100.0) 57(98.3)

1.000
No  1( 3.3)  0(  0.0) 1( 1.7)

Disease history
Yes 29(96.7) 28(100.0) 57(98.3)

1.000
No  1( 3.3)  0(  0.0) 1( 1.7)

1) The value are the result of χ2-test, Fisher’s exact test or t-test

피험자의 선정 기준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남성 및 임

신 가능성이 없는 비수유부 여성으로 공복 혈장 혈당 110 ㎎/
㎗ 이상 150 ㎎/㎗ 이하 또는 공복 혈당 110 ㎎/㎗ 이하이나 

HbA1c가 6.5% 이상인 피험자이며, 당뇨약물을 복용치 않고 

인체적용시험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버섯류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피험자, 당뇨병의 합병증 또는 

다른 병발 질환을 가진 환자, 갑상선기능이상, 활성 간질환, 
면역 관련 질환 또는 중증의 간, 신부전 피험자 등 본 시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에서 제외

하였다. 

4. 통계처리

마우스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대조군과 시험물질 투여군과

의 비교는 모수적인 검정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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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군간 유의성을 검증하여 유의성이 인정되면 사후 검

정을 하였다. 사후 검정은 등분산성이 인정되면 Duncan test
를, 등분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Dunnett’s test를 실시하였다. 
양성 대조물질의 경우에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조직병리학적인 검사 결과는 순위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Kruskal-Wallis’H-test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가 유의할 경우 Mann-Whitney U-test로 대조

군과 비교하였다.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투여기간 간의 차이에 대하여는 ANOVA 

분석을, 각 항목별 대조군과 처치군 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측정치의 증감에 대한 대조군과 처치군 간의 빈도비

교는 chi-square 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성의 인정은 

p<0.05 이하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동물시험-1: db/db 마우스를 이용한 OGTT 시험

실험기간 중 이상증상, 체중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
당은 당과 시험물질 투여 후 30분째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

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

었으며(p<0.01), 그 이후에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75 ㎎/㎏ 이
상의 투여군에서는 120분까지 225 ㎎/㎏ 투여군에서는 60 분
까지 10~20% 정도 낮게 관찰되었고, 240분 째에는 모든 군에

서 유사하게 관찰되어 시험물질을 투여한 직후에 혈당의 저

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1). 

2. 동물시험-2: db/db 마우스를 이용한 4 주 반복 투여 혈

당 감소효과 관찰시험

실험기간 중 이상 증상, 체중 변화 및 사료섭취량에는 부

형제 대조군에 비하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혈당의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부형제 대조군과 비교하여 75 
㎎/㎏ 투여군 및 225 ㎎/㎏ 투여군에서 3~25% 낮게 관찰되었

Table 4. Effects on blood glucose level in db/db mice

Group1) 0 week 1 week 2 week 3 week 4 week
G1  245.4±26.02) 304.2±26.3 386.0±26.4 416.1±19.9 448.9±36.6
G2 252.4±24.8 253.3±16.0 424.4±19.3 415.3±27.7 347.2±36.1
G3 253.2±24.8 228.2±30.2 351.8±25.4 406.9±31.3 417.5±31.9
G4 264.0±30.9 262.2±28.2 354.9±41.8 393.1±39.8 399.9±35.7

G5 244.4±27.2 253.8±37.0 336.0±37.9 382.5±21.8  361.1±13.5*
1) G1: vehicle control(0.5% CMC solution), G2: test article 25 ㎎/㎏, G3: test article 75 ㎎/㎏, G4: test article 225 ㎎/㎏, G5: positive 

control (metformin hydrochloride 150 ㎎/㎏)
2) Data are expressed as Mean±S.E.M.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One-Way ANOVA or Student’s t-test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1, P<0.05

Fig. 1. Effects on glucose-induced hyperglycemia in 
db/db mice. It were measured OGTT after fasting for 16 
hr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One-Way 
ANOVA.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6, P<0.01. G1: 
untreated control(0.5% CMC-Na), G2: test article 25 ㎎/㎏
+glucose 2 g/㎏, G3: test article 75 ㎎/㎏+glucose 2 g/㎏, 
G4: test article 225 ㎎/㎏+glucose 2 g/㎏, G5: positive control 
(metformin hydrochloride 150 ㎎/㎏+glucose 2 g/㎏, n=8), 
G6: vehicle control(0.5% CMC-Na+glucose 2 g/㎏)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25 ㎎/
㎏ 투여군에서는 1주차째 낮은 경향, 2주차째 높은 경향, 3주
차째 차이 없음이 관찰되다가 4주차에는 낮은 경향이 관찰되

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시험물질의 투

여에 의하여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하

였다. 양성대조군에서는 1주차에서부터 4주차까지 지속적으

로 9~17% 낮게 관찰되었고, 4주차째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낮게 관찰되었다(p<0.05). 
Table 5에 나타낸 췌장 무게에서는 부형제 대조군에 비하

여 25 ㎎/㎏ 투여군에서는 36 %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인정

되지 않았고, 75 ㎎/㎏ 투여군, 225 ㎎/㎏ 투여군 및 양성대조

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p<0.05 또
는 p<0.01). 이러한 결과는 시험물질의 투여에 의하여 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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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pancreas weights in db/db mice

Group1) Weight
G1 0.1157±0.01792)

G2 0.1574±0.0149
G3 0.1672±0.0128*
G4 0.1648±0.0128*

G5 0.1544±0.0129**
1) G1: vehicle control (0.5% CMC solution), G2: test article 25 ㎎/
㎏, G3: test article 75 ㎎/㎏, G4: test article 225 ㎎/㎏, G5: 
positive control (metformin hydrochloride 150 ㎎/㎏)

2) Data are expressed as Mean±S.E.M.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One-Way ANOVA or Student’s t-test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1,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1, P<0.01

중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직병리학적인 검사에서 Table 6에 췌장에서의 관찰되

는 세포의 수를 구분한 Langerhans islets의 수를 나타내었다. 
Langerhans islets의 수에서는 islet 당 세포의 수가 100개 이하

인 것이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부형제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p<0.05 또는 p<0.01) 증가한 것이 관

찰되어(Fig. 2) 시험물질의 반복 투여가 Langerhans islets의 수

의 감소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Han(2006)은 매우 

높은 고혈당에 의한 췌장의 β 세포가 파괴되어 췌장의 중량

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본 시험에서 나타난 변화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

과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Langerhans islets의 수적 증가와는 달리 각

Table 6. Average number of Langerhans islets in a field 
(×40) at pancreas in db/db mice

Group1) Observed cell numbers in a islet
<20 20~100 100<

G1  4.92) 2.5 1.9
G2 10.8* 5.6** 1.3
G3  6.7* 5.0** 2.8
G4 11.4* 5.1** 2.1

G5 13.8** 4.3* 1.1*
1) G1: vehicle control (0.5% CMC solution). G2: test article 25 ㎎/
㎏, G3: test article 75 ㎎/㎏, G4: test article 225 ㎎/㎏, G5: 
positive control(metformin hydrochloride 150 ㎎/㎏)

2) Data are expressed as Mean.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Kruskal-Wallis’H-test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1,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1, P<0.01

Fig. 2. Increased number of small type Langerhans islets 
(left ×40, right ×100, H&E staining). 1) Vehicle Control, 
2) G4 group, 225 ㎎/㎏ treatment

각의 Langerhans islets의 인슐린 면역 염색상에서는 대조군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3. 인체적용시험: 경증 II형 당뇨 피험자에서 “잔나비걸상

버섯 균사체”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

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비교 인체적용시험

1) 공복 혈당 감소치의 변화

잔나비걸상버섯 균사체의 복용 전(Week 0)의 공복 혈당은 

시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114.24 및 117.33 ㎎/㎗를 나타내, 양
군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복용 8주 후에는 시험군

의 평균 공복 혈당이 107.97 ㎎/㎗로 대조군의 119.56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7). 

Table 7. Average fasted glucose levels for 8-week efficacy 
test in humans                          (Unit: ㎎/㎗)

Treatment(29) Control(27) p-value3)

Week 0 114.24±16.45 117.33±13.13 0.443

Week 4 108.62±17.91 113.56±16.05 0.284
Week 8 107.97±16.06 119.56±14.49 0.007
Week 4－Week 0 －5.62±14.65 －3.78±10.49 0.593
Week 8－Week 0 －6.28±12.57*   2.22±11.24 0.010

p-value 0.0911)(0.078)2)

1) p-value by repeated measure ANOVA
2) p-value by repeated measure ANOVA after adjusted with age and 

calorie intake 
3) p-value by Student’s t-test between two groups
*: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week 8 and wee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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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치 대비 8주 후의 공복 혈당의 변화량은 시험군의 경우 

6.28±12.57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

을 나타나 대조군의 2.22 ㎎/㎗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어 시험물질의 반복 투여가 공복 

시의 혈당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7).

2) 식후 2시간 혈당 변화량

ITT 분석 대상자인 56 명에서 기저치와 복용 8주 후의 식

후 2시간 혈당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복용 전(Week 0)의 식후 

2시간 혈당은 시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145.07 ㎎/㎗ 및 123.41 
㎎/㎗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험군의 평균이 높았

다(p=0.028). 복용 8주 후의 평균은 시험군의 경우가 121.38 
㎎/㎗, 대조군이 140.19 ㎎/㎗로 양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6). 기저치 대비 8주 

후의 식후 2시간 혈당 변화량도 시험군의 경우 평균 23.69 ㎎/
㎗가 감소한 반면, 대조군의 경우는 오히려 평균 16.78 ㎎/㎗
가 증가하여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8주
간의 시험제품 및 대조제품 복용에 따른 복용기간에 따른 식

후 2시간 혈당의 변화량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군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시험군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p=0.000), 대조군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p=0.000) 식후 혈당의 양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3) 당화 혈색소 변화량

ITT 분석 대상자인 56명에서 기저치, 복용 4주, 8주 각 시

점에서의 당화 혈색소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복용 전(Week 
0)의 당화 혈색소는 시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6.52 및 6.40 %
을 나타내 양군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p=0.454), 복용 

4주, 8주에서의 평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80, 
p=0.254). 그러나 복용 4주째의 당화 혈색소 평균치의 변화량

은 양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기저치 대비 8주 후의 당화 혈색소의 변화량은 시험군의 

Table 8. Average postprandial blood glucose (PBG) levels 
for 8-week efficacy test in humans         (Unit: ㎎/㎗)

Treatment(29) Control(27) p-value2)

Week 0  145.07±39.37 123.41±31.85 0.028
Week 4 - - -

Week 8  121.38±26.54 140.19±34.60 0.026
Week 8－Week 0 －23.69±30.49  16.78±21.60 0.000

p-value1) 0.000 0.000
1) p-value by paired t-test
2) p-value by Student’s t-test between two groups

Table 9. Average HbA1c levels for 8-week efficacy test 
in humans                                  (Unit: %)

Treatment(29) Control(27) p-value3)

Week 0   6.52±0.56   6.40±0.64 0.454
Week 4   6.67±0.58   6.34±0.79 0.080
Week 8   6.37±0.59   6.56±0.67 0.254
Week 4－Week 0   0.15±0.50 －0.06±0.57 0.153
Week 8－Week 0 －0.16±0.48   0.16±0.43 0.013

p-value 0.5711)(0.881)2)

1) p-value by repeated measure ANOVA
2) p-value by repeated measure ANOVA after adjusted with age and 

calorie intake
3) p-value by Student’s t-test between two groups

경우 0.16±0.48% 감소, 대조군에서는 0.16±0.43% 증가하여 

양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3) 시험물

질의 투여에 의하여 당화 혈색소량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

다(Table 9). 

4) 인슐린 변화량

ITT 분석 대상자인 56명에서 기저치, 복용 4주, 8주 각 시

점에서의 인슐린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복용 전(Week 0)의 

인슐린은 시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7.99 및 10.25 µU/㎖를 나

타내, 양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75). 
복용 4주와 8주에서의 평균은 양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66, p=0.164). 그러나 기저치 

대비 4주 후의 평균 인슐린 농도는 시험군의 경우 0.28 µU/㎖
의 증가를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1.69 µU/㎖의 감소를 보

였으며, 복용 8주 후에는 기저치 대비 시험군의 경우 0.71

Table 10. Average insulin levels for 8-week efficacy test 
in humans                              (Unit: µU/㎖)

Treatment(29) Control(27) p-value3)

Week 0 7.99±5.76  10.25±6.53 0.175
Week 4 8.27±6.05   8.55±6.33 0.866

Week 8 8.70±4.85   7.04±3.84 0.164
Week 4－Week 0 0.28±5.47 －1.69±8.45 0.299
Week 8－Week 0 0.71±5.91 －3.21±7.35 0.032*

p-value 0.7881)(0.792)2)

1) p-value by repeated measure ANOVA
2) p-value by repeated measure ANOVA after adjusted with age and 

calorie intake
3) p-value by Student’s t-test between two groups
*: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week 8 and wee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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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U/ml 증가, 대조군의 경우는 3.21 µU/㎖ 감소하여 8주간의 

변화량에서 대조군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 반면, 시험물질 

투여군에서는 증가를 보여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바(p=0.032) 혈중의 인슐린 양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하였다(Table 10). 

요약 및 결론

본 시험은 잔나비걸상버섯 균사체의 당뇨에 대한 개선 효

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은 항당뇨 효능시험

에 주로 사용되는 동물모델인 db/db 마우스(Kim 2009; Lee 
2011)를 이용한 시험과 II형 당뇨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에

서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OGTT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glucose 투여 후 30분 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혈

당 감소가 관찰되었고, 다른 시간대에서도 대조군에 비하여 

낮게 관찰되었다. 마우스를 이용한 4주 반복 경구 투여 시험

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균사체 75 및 225 ㎎/㎏ 투여군에

서는 1주차부터 지속적인 혈당 감소를 보여 시험물질의 투여

에 따른 혈당의 감소 효과가 있었고, 25 ㎎/㎏ 투여군에서도 

4주 째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다. 췌장

의 무게가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

하였다. 조직병리학적인 검사에서는 Langerhans islets의 숫자

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인체적용시험은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

조, 비교시험으로 경증 II형 당뇨피험자에게 잔나비걸상버섯 

균사체를 하루 1.5 g을 공복에 8주간 경구 투여했을 때, 공복 

혈당 및 식후 혈당 개선 효과 등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시험으로 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의 

변화는 8주간의 투여 후에 모두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전후의 공복 혈당과 식

후 2시간 혈당의 감소자 비율이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 당화 혈색소의 투여 전후의 변화 또한 대조군에

서는 전체 평균이 증가한 반면, 시험군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혈중 인슐린의 양

은 투여 전후 및 대조군과의 양적인 비교에서 통계학적인 유

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종료시점(8주)의 인슐린 증가자

의 비율이 시험군이 16명, 대조군이 10명으로 시험물질 투여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

로 평가할 때 잔나비걸상버섯 균사체의 8 주간 반복 투여는 

II형의 경계선상의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혈당을 낮

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잔나비걸상버섯 균사체는 췌

장에서의 Langerhans islets의 수를 유지시켜 당뇨 개선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분자생화학적인 기전에 대하

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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