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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고고지지지방방방식식식이이이 흰흰흰쥐쥐쥐에에에서서서인인인슐슐슐린린린
저저저항항항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려려려인인인삼삼삼의의의효효효과과과

배경:최근 제 2형 당뇨병의 유병율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
인 치료를 위해서 부작용이 없고 다양한 기전을 지닌 약제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인삼은 동양 의학에서 당뇨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사용되어 왔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삼의
항당뇨 효과에 대해서 제시된 바 있다.
연구 목적: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 동물 모델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고려인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6주령의 흰쥐를 무작위로 대조식이군,고지방식이군,고지
방식이에 인산완충 식염수(phosphatebufferedsaline,PBS)를 투여한
군 및 고지방식이에 고려인삼을 투여한 군으로 분류하였다.고려인삼
과 인산완충 식염수를 존대를 이용하여 총 12주간 경구 투여 하였고
고려인삼의 일일 투여량은 200mg/kg으로 하였다.경구 투여 후 경
구 당부하검사 및 인슐린 내성검사와 정상혈당 인슐린 클램프검사를
하였고 체지방무게를 측정하였다.
결과:고지방식이와 함께 고려인삼을 투여한 군은 고지방식이 대조군
에 비하여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였고 경구 당부하검사상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다.또한 인슐린 내성 검사에서 고려인삼 투여군이 고지
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인슐린 투여 후 빠르게 혈당이 감소되었고 정
상혈당 인슐린 클램프검사상 포도당 주입 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고려인삼은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핵심되는 말 :고려인삼,인슐린 저항성,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 흰쥐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고려인삼의 효과

<지도교수 이이이현현현철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한한한 승승승 진진진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최근 당뇨병의 유병율이 증가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 환자이고,이러한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제 2형 당뇨
병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한다.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작용에
이상이 있거나 인슐린의 분비의 결함이 있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성 합병증에 의한 실명,말
기 신부전증,신경질환,하지절단 및 감염질환이 증가하게 되고,당뇨
병과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비만,고혈압,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이
증가하여 사망률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따라서 효
과적인 혈당 관리가 당뇨 합병증의 예방과 진행을 막고 당뇨병 환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2-4.
제 2형 당뇨병의 치료로 식이 조절,운동 요법 등의 생활습관 개선

뿐 만 아니라,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제제 등의 약물치료가 혈
당 조절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현재 제 2형 당뇨병의 치료로 사용
중인 경구 약제들은 저혈당,간 독성,체중 증가,젖산 혈증 등의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5.따라서 제 2형 당
뇨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없고 다양한 기전을 지닌
약제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로부터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임상적으로 다음,다뇨,전신 쇠약감과 같

은 제 2형 당뇨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서 인삼이 사용되
어 왔다6.인삼은 오갈피나무과(Araliaceae)인삼속(Panax)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한방에서는 그 뿌리를 인삼(Ginseng radix)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한다.인삼은 현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고려인삼(Panax
ginseng C.A.Meyer)은 중국의 전칠삼(Panax notoginseng F.H.
Chen),일본의 죽절삼(PanaxjaponicusC.A.Meyer),미국 및 캐나다
의 서양삼 (Panaxquinquefolium L.)등과는 종이 다르다6.또한,인삼
은 처리 과정에 따라 수삼,백삼 및 홍삼으로 분류되는데,홍삼은 수
삼을 증숙한 후 건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이러한 수치과정에서 진세노
사이드(ginsenoside)의 화학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수삼이나 백삼과 다
른 독특한 생리 활성 변화가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Wang등8,9은 인삼이 고혈당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

하였고,그 이후에 Kimura등10과 Yokozawa등11이 생체 내 동물 실
험을 통해서 인삼의 혈당 강하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Sotaniemi등12과
Vuksan등13이 임상 시험을 통해 인삼이 혈당 강하 효과가 있음을 발
표하였다.최근에는 Dey등14,Xie등15이 제 2형 당뇨병의 동물 모델
중 ob/ob쥐 모델에서 인삼 열매가 혈당 강하 및 항비만 효과가 있



음을 제시하였다.국내에서도 고려 인삼의 혈당 강하 효과에 대해 많
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윤 등16은 산삼이 고지방식이로 인
한 고혈당과 비만 방지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고 박 등17이 스트렙
토조토신(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당뇨 쥐에서 백삼,홍삼,화기삼
의 항당뇨 활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동물 모델에서 고려인삼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방방방법법법

가.고려인삼
한국인삼공사에서 구입한 6년근 홍삼액기스를 사용하였다.

나.실험동물 및 식이
5주령의 수컷 흰쥐(Sprague-Dawley rat)는 폴라스(folas inter-

national)에서 구입하였다.1주일간 정상 식이(PicoLAbRodentDiet
20,PMINutritionInternational,USA)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여 적응시킨 후 6주령이 되었을 때 무작위로 10마리씩 총 4군으로
나누었다.대조식이군,고지방식이군,고지방식이에 인산완충 식염수
(phosphatebufferedsaline,PBS)를 투여한 군 및 고지방식이에 고려
인삼을 투여한 군으로 분류하였다.고지방식이는 리서치 다이어트사
(Researchdiet,D12492)에서 구입하였다.고려인삼과 인산완충식염수
를 존대를 이용하여 총 12주간 경구 투여하였으며,고려인삼의 일일
투여량은 200mg/kg으로 하였다.사육실의 온도는 22±2℃,습도는
55～60%를 유지하였고 명암은 12시간을 주기로 자동 조절하였다.



Table1.Compositionofthediets

다.체중 및 식이 섭취량 측정
체중은 실험식이 개시일을 시작으로 충분한 양의 사료와 물을 제

공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고,식이 섭취량은 일주일에 일회
씩 매일 일정 시간에 측정한 후 제공한 양에서 잔량을 감하여 계산하
였다.

라.경구 당부하검사 및 인슐린 내성검사
12주간 경구 투여가 끝난 후,경구 당부하검사 및 인슐린 내성검사

를 시행하였다.경구 당부하검사는 6시간 금식을 시킨 후 공복혈당을
측정하고 2g/kg용량의 포도당을 존대를 이용하여 경구로 투여한 후
에 30분,60분,90분,120분에 혈당을 측정하였다.채혈은 꼬리 정맥에
서 시행하였고,혈당은 혈당측정기(Accu-check,Roche,USA)로 측정
하였다.
인슐린 내성검사는 6시간 금식을 시킨 후 공복혈당을 측정하고 1

U/kg의 인슐린을 복강으로 주사한 후 3분 간격으로 꼬리 정맥에서
채혈하여 혈당측정기(Accu-check,Roche,USA)로 혈당을 측정하였
다.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Kitt(rateconstantforplasam glucose

　 대조식이(g/kgdiet) 고지방식이(g/kgdiet)

단백질(%kcal/kg) 23.5 20.0

탄수화물(%kcal/kg) 64.5 20.1

지방(%kcal/kg) 12.0 59.9

총 에너지(kcal/g) 4.0 5.2



disapperance)를 계산하였다.

마.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euglycemichyperinsulinemic
clamptest)

12주 동안 고려인삼을 투여 한 후 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를
위하여 전신 마취 후 우경정맥에 도관을 삽입한 다음 한 마리씩 1주
일간 개별 사육한 다음 실험 하였다.실험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금식시켰다.금식 당일 오전 8시 공복 혈당을
측정한 후 도관를 통해 우경정맥으로 최초 인슐린을 150mU/kg용량
을 3분간 서서히 정맥투여한 후,수액조절 주입기(HarvardApparatus
22,Harvard Natick,MA)이용하여 5 µU/kg/min 속도로 인슐린
(Novolet®,Isophanehumaninsulin,Nordisk,Copenhagen,Denmark)
을 120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다.5분 간격으로 꼬리 정맥을 통
해 혈당을 측정하면서 20% 포도당 용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여 정상혈
당(100～120mg/dL)을 유지하도록 포도당 주입 속도를 조정하였다.
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를 하는 동안 흰쥐는 신체적 구속을 하
지 않고 마취를 하지 않았다.

바.혈액 채취,검사 및 지방무게 측정
실험 종료 후 8시간 이상 금식시킨 흰쥐를 ether로 마취한 후 심장

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3,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얻어진 혈
장을 사용하였다.혈장 인슐린 농도는 anti-ratinsulinantibody를 사
용한 enzymeimmunoassaykit(RatInsulinELISA KIT,Shibayagi,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혈장 glucose,AST,ALT,BUN,
creatinine,중성지방,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



롤 농도를 측정하였다(ADVIA 1650,Bayer,USA).또한 혈액 채취
후 즉시 피하 지방,부고환주위 지방,복부 지방을 절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222...통통통계계계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프로그램 SPSS

(window release11.0,SPSS,Chicago,IL,USA)packag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측정치는 평균 ±표준오차(mean±SD)로 나
타내었으며 각 군 간의 통계학적 비교는 Student t-test 및
ANOVA(analysisofvariance)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모든 통
계 분석에서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 체체체중중중변변변화화화
체중과 식이 섭취량은 일주일마다 일회씩 측정하였다.실험 개시

3주 후부터 고지방식이군의 체중이 대조식이군에 비해 증가하여
유의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p<0.05).12주 동안의 체중 변
화를 보면 고지방식이군과 고지방식이에 인산완충 식염수를 투여한
군의 체중이 비슷하게 증가하여서 경구투여로 인한 실험적인 오차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고지방식이에 고려인삼을 투여한 군이
대조식이군보다는 체중이 증가하였으나 고지방식이군이나 고지방식
이에 인산완충식염수를 투여한 군보다 낮게 유지되었다(p<0.05).
이를 통하여 고려인삼의 투여로 인해 고지방식이로 인한 체중 증가
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각각의 군에서 식이 섭취량을 측정한 결
과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ure1,Table
2).



Table2.EffectofPanaxginsengC.A.Meyeronweightgain,foodintake

 Valuesaremeans±SE.
CD,controldiet;HFD,highfatdiet;PBS,phosphatebuffered
saline;Ginseng,PanaxginsengC.A.Meyer;B.Wt,bodyweight.

 ＊P<0.05vsCD, 
†P<0.05vsHFD

CD HFD HFD+PBS HFD+Ginseng

B.wt (6 wk) 197.5± 6.5 194.4± 12.8 195.8± 14.2 191.5± 11.1

B.wt (18 wk) 436.4± 17.3 490.7± 34.7
*

486.2± 22.7
*

465.1± 12.8
*†

B.wt gain(g) 239.2± 14.9 296.5± 32.8 290.6± 33.0 273.7± 15.5†

 100.0± 11.1% 98.1± 11.3% 92.3± 5.0%
†

Total food 

intake(g)    
1161.2± 52.8 1113.5± 10.7 1121.8± 22.9

100.0± 4.5% 95.6± 1.0% 96.6± 1.97%



   Figure1.Bodyweightofratswithcontroldiet,highfatdiet,
highfatdietplusPBS,orhighfatdietplusPanaxginsengC.A.
Meyerduringthe12-weekperiod.
Valuesaremeans± SE.CD,controldiet;HFD,highfatdiet;PBS,
phosphatebufferedsaline;Ginseng,PanaxginsengC.A.Meyer.
＊P<0.05vs.CD,†P<0.05vs.HFD

222... 경경경구구구 당당당부부부하하하검검검사사사
12주간 고려인삼을 투여한 후 각각의 군에 대하여 경구 당부하
검사를 하였다.대조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에서 공복혈당이
유의하게 높은 소견을 보였다.당부하를 시행한 후에도 대조식이
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및 고지방식이군에 인산완충 식염수 투여한
군에서 혈당이 유의하게 높았다.고려인삼을 투여한 군과 고지방
식이 및 고지방식이에 인산완충 식염수 투여군과 비교해 볼 때,



공복시 혈당은 차이가 없으나 30분,60분,90분,120분의 혈당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p<0.05).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고려인삼은 혈당강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2).

  Figure 2.Oralglucose tolerance test after 12-week Panax
ginsengC.A.Meyertreatment.
Valuesaremeans±SE.CD,controldiet:HFD,highfatdiet;
PBS,phosphatebufferedsaline;Ginseng,PanaxginsengC.A.
Meyer.＊P<0.05vsCD,†P<0.05vsHFD

3.인슐린 내성검사
12주간 고려인삼을 투여한 후 인슐린 내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

지방식이를 투여한 경우 대조식이를 한 경우보다 인슐린 투여로 인한
혈당감소가 느리게 나타났다(Kitt1.65±0.56%/minvs.2.88±0.65%/min,
p<0.05).고려인삼을 투여한 군은 고지방식이 및 고지방식이에 인산완



충 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24분,27분,30분에서 혈당의 감소 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Kitt2.1±0.60%/min,1.77±0.64%/min,p<
0.05)(Figure3).

Figure3.Insulintolerancetestafter12-weekPanaxginsengC.A.
Meyertreatment
Valuesrepresentthemean±SE.
CD,controldiet:HFD,highfatdiet;PBS,phosphatebufferedsaline;
Ginseng,PanaxginsengC.A.Meyer.
＊P<0.05vsCD,†P<0.05vsHFD

4.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
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를 시행한 결과,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의 포도당 주입속도는 대조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시



행한 경우 유의하게 낮았고(187.4±33.0,64.5±40.0 μmol/kg/min),고지
방식이에 인산완충 식염수를 투여한 군은 고지방식이군과 통계학적으
로 차이가 없었다(80.0±30.0 μmol/kg/min).고지방식이에 고려인삼을
투여한 군에서는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포도당 주입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139.0±23.0 μmol/kg/min,p<0.05).이상의 결과
에서 고려인삼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4).

Figure4.EffectofPanax ginseng C.A.Meyeron whole-body
glucosedisposalduringeuglycemichyperinsulinemicclampsinSD
ratwithhighfatdiet.
CD,controldiet:HFD,highfatdiet;PBS,phosphatebufferedsaline;
Ginseng,PanaxginsengC.A.Meyer.
＊P<0.05vsCD,†P<0.05vsHFD



5.혈액 검사 분석
혈장 인슐린은 고지방식이군과 대조식이군을 비교해볼 때 공복 혈당
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고지방식이군에서 인슐린이 높게 측정이 되었
고 고려인삼을 투여한 군에서 대조식이군과 비슷한 정도로 인슐린이
측정이 되었다.총 콜레스테롤치는 고지방식이군이 정상식이군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높았다.그 외의 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AST,ALT,BUN,Creatinine는 각 군 간에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3).

Table3.EffectofPanaxginsengC.A.Meyeronplasmainsulin,
glucose,lipidprofile,BUN/Cr,andAST/ALT

CD,controldiet:HFD,highfatdiet;PBS,phosphatebufferedsaline;
Ginseng,PanaxginsengC.A.Meyer.
＊P<0.05vsCD,†P<0.05vsHFD

CD HFD HFD+PBS HFD+Ginseng

Fasting glucose 

(mg/dL)
118.2± 20.8 121.8± 8.2 119.0± 26.6 105.0± 13.3

Insulin (ng/mL) 0.38± 0.25 0.71± 0.48
**** 0.61± 0.25

**** 0.35± 0.09
†

Total cholesterol 

(mg/dL)
78.8± 8.8 98.0± 16.7

**** 90.0± 9.1
**** 94.7± 14.0

****

Triglyceride 

(mg/dL)
57.5± 8.5 57.3± 34.7 48.2± 15.9 55.5± 11.5

HDL-cholesterol 

(mg/dL)
25.1± 3.3 27.5±  5.8 24.0± 3.5 26.7± 4.5

LDL-cholesterol 

(mg/dL)
20.1± 3.7 20.3± 4.4 17.7± 1.5 18.7± 2.3

AST (IU/L) 124.4± 28.3 130.1± 24.4 150.7± 44.1 140.2± 26.7

ALT (IU/L) 43.1± 4.2 44.1± 8.5 51.5± 19.2 52.2± 11.7

BUN (mg/dL) 18.7± 3.3 16.9± 4.0 15.4± 1.6 16.4± 5.4

Cr (mg/dL) 0.60± 0.00 0.68± 0.71 0.70± 0.00 0.70± 0.00



6.지방 무게 분석
고지방식이군이 대조식이군에 비해 피하지방,부고환주위 지방,복부
지방 모두 각각의 무게가 증가하였는데 고려인삼투여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지방 무게가 감소하였고 특히 복부지방의 감소가 뚜렷하
였다(Figure5).

Figure 5.EffectofPanax ginseng C.A.Meyeron weightof
adiposetissues
CD,controldiet:HFD,highfatdiet;PBS,phosphatebufferedsaline;
Ginseng,PanaxginsengC.A.Meyer.
＊P<0.05vsCD,†P<0.05vsHFD

*
,

*



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 동물 모델에 있어서
고려인삼의 혈당 강하 효과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이다.고지방식이 쥐 모델은 체중 증가 및 내당능 장애,인슐린 저항
성을 나타내어 제 2형 당뇨병 연구에 적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지방식이를 한 흰쥐군에 고려 인삼을
투여한 경우 체중 감소,체지방 감소와 혈당 강하 효과가 있고 인슐
린 내성 검사 및 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를 통하여 인슐린 저
항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인삼의 항당뇨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Kimura등19)이 유전적으로 비만한
당뇨 쥐인 KK-CAymice에 일회의 90mg/kg의 인삼 추출물을 투
여한 후 6시간 뒤에 의미있게 혈당이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으며,
Vuksan등13)은 사람에게 3g의 인삼을 경구 당부하검사 전에 복용시
켰을 때 식후 혈당 감소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그러나 당뇨병이
만성 질환임을 감안할 때 일회 투여에 의한 급성 혈당 강하 효과를
보는 것보다 장기 투여로 인한 혈당 강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12주간 고려인삼 투여
후에 체중 변화 측정과 경구 당부하검사,인슐린 내성 검사와 정상혈
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를 하였으므로 고려인삼의 혈당 강하와 인슐
린 저항성에 대한 장기 투여 효과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는 복강 내로 인삼을 투여하였으나 본 실험에서

는 존대를 통한 경구 투여를 하여 소화기관을 통한 인삼의 흡수에 따



른 효과를 잘 반영하였고 고지방식이군과 고지방식이군에 인산완충
식염수를 투여한 군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때 경구 투여에 의한 실험적인 오차 가능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실험에서 고려인삼이 고지방식이로 인해 생기는 체지방의 증가를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인삼이 지방 분획(lipidprofile)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Yun 등16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지방식이
를 한 쥐에 인삼을 투여한 경우 부고환주위 지방과 견갑골 사이 지방
을 감소시키고 혈장 지방 수치를 낮추었다고 보고 하였으나,다른
논문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삼을 투여하였을 때 지방 분획
의 변화가 없어서 인삼이 지방 분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의 항당뇨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작용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

으나 현재까지 제시되는 것에는 인삼이 음식의 소화를 느리고 하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한다는 것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것과,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는 가설 등이 있다10,20,21.
인슐린 저항성은 제 2형 당뇨병의 중요한 병인으로 생리적 인슐린

농도에서 인슐린작용 (인슐린 감수성,insulinsensitivity)이 정상보다
저하된 대사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슐린 내성 검사,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
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후자가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22.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는 DeFronzo가 고안한 방
법으로 외부에서 투여한 인슐린에 대한 조직의 예민도 즉 포도당 이
용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고려인삼 투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이러한 효과는 우선적으로 체중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체중을 감소시킬 때 인슐린에 의해 근
육으로의 포도당 이용이 증가되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고지방식이 대조군과 고려인삼 투여군을 비교해 볼
때 식이 섭취량이 비슷하였으나 체중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본 실험
에서의 체중 감소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체온 측정이나 산소 소비 측
정법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인삼의 항비만 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다
15,16,21,25

.

또한,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 수송체에 의한 포도당의 세포내 운
반 과정,hexokinase에 의한 세포내 포도당의 인산화 과정 또는 당원
으로의 합성 단계 등 여러 단계의 장애에서 기인할 수 있다.Ohnish
등26은 인삼이 간의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GLUT-2)을 증가시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냄을 주장하였고,Yokozawa등11은 streptozotocin으
로 유도된 당뇨 쥐 모델에 ginsenoside-Rb2를 투여하였을 때 간에서
glucokinase활성이 증가되고 glucose6-phosphatase이 감소하여 혈
당을 감소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현재까지 고려인삼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설명할

만한 정확한 작용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분자생물학적인 작용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삼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약제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Sieven등27,28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batch에 따라 미국 인삼의 혈당 강하 효과가 달라지고,여러 종류의



인삼을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여 식후 혈당 강하 효과를 평가한 결
과 식후 혈당에 대한 효과가 인삼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났다.이 결
과에 따르면 인삼의 식후 혈당 강하 효과가 ginsenoside의 성분 종류
와 ginsenoside외의 인삼의 다른 성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따라서,인삼 성분을 표준화하고 구성성분
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추가 연구를
통하여 고려인삼의 장기 복용에 의한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다면 제
2형 당뇨병 치료 약제로써 고려인삼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 동물 모델에 있어서 고려인삼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였다.고려인삼은 체중 감소,체
지방 감소 및 혈당강하 효과가 있으며,인슐린 내성검사와 정상혈당
고인슐린 클램프검사를 통하여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향후 고려인삼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분자생물학적 작
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고려인삼의 장기 복용 효과 및 안전
성이 증명된다면,제 2형 당뇨병의 치료 약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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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PPPaaannnaaaxxxgggiiinnnssseeennngggCCC...AAA...MMMeeeyyyeeerrrooonnnIIInnnsssuuullliiinnn
RRReeesssiiissstttaaannnccceeeiiinnn SSSppprrraaaggguuueee---DDDaaawwwllleeeyyyRRRaaatttwwwiiittthhhHHHiiiggghhhFFFaaatttDDDiiieeettt

SSSeeeuuunnngggJJJiiinnnHHHaaann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HHyyyuuunnnCCChhhuuulllLLLeeeeee)

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Recentlytheprevalenceoftype2diabetesmellitus
hasbeenincreased.Foreffectivetreatment,theneedofmedicine
which has no adverse effect and diverse mechanisms on
antidiabeticeffectwasincreased.PanaxginsengC.A.Meyerhas
beenusedasaremedyforthediseasewhichhassimilarsymptom
like diabetes mellitus in orientalmedicine,and its antidiabetic
effecthasbeendemonstratedbytheinvivo,invitro,andclinical
study
OOObbbjjjeeeccctttiiivvveee :Weevaluated the effectofPanax ginseng C.A.
MeyeroninsulinresistanceinSprague-Dawleyratwithhighfat
diet.
MMMeeettthhhoooddd:6-week-oldSprague-Dawleyratswererandomlychosen
anddividedinto4groups;controldietgroup,highfatdietgroup,
highfatdietplusphosphatebufferedsalinegroup,andhighfat
dietplusPanaxginsengC.A.Meyergroup.
Panaxginseng C.A.Meyer(200mg/kg/d)andphosphatebuffered



salinewereorallyadministeredbysondefor12weeks.
Aftertreatment,oralglucosetolerancetest,insulintolerancetest
and euglycemichyperinsulinemicclamp testwereperformed.In
addition,theweightofadiposetissueswasmeasured.
RRReeesssuuulllttt:When Panaxginseng C.A.Meyerwereadministered
with high fatdiet,body weightgain and body fatgain was
inhibited,andtheelevationofbloodglucoselevelafteroralglucose
challengecomparedtohighfatdietcontrolwasprevented.Also,in
insulin tolerance test,rapid decrease in glucose after insulin
injectionwasshowninPanaxginsengC.A.Meyer-treatedgroup
compared to high fat diet control group (2.1±0.60%/min,
1.65±0.56%/min,p<0.05)andineuglycemichyperinsulinemicclamp
test,glucoseinfusionratewasincreasedinPanaxginsengC.A.
Meyer-treatedgroup(139.0±23.0 μmol/kg/min,p<0.05).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Panax ginseng C.A.Meyer improved insulin
resistanceinducedbyhighfatdiet.
--------------------------------------------------------
KeyWords:PanaxginsengC.A.Meyer,insulinresistance,high

fat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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