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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기술은 마이엘로크로아 속 지의류 형성 곰팡이에서 분리한 시탈론
(scytalone)을 포함하는 제 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 지의류 추출물 및 이에서 분리된 시탈론이 알파 클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을
가져 당뇨 치료에 활용 가능함

• 본 기술은 마이엘로크로아 속 지의류 형성 곰팡이에서 분리한 시탈론
(scytalone)을 포함하는 제 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 지의류 추출물 및 이에서 분리된 시탈론이 알파 클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을
가져 당뇨 치료에 활용 가능함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본 발명의 시탈론은 천연물인 지의류 형성 곰팡이로부터 유래하여 인체에 무
해하고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내성의 염려가 적음

•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을 가지므로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

Key Technology Highlights

시탈론(scytalone) 화합물의in vitro 세포 독성평가

• 마이엘로크로아 갈비나(Myelochroa galbina) 지의류 형성 곰팡이의 75% 에탄올 추
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IC50이 0.112㎎/㎖로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이 가장 우수

• 상기 분획물의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으로 시탈론을 분리하였음

• 250㎍/㎖ 농도 이하에서는 췌장 베타 세포의 세포 생존 정도는 변함이 없어 시탈론
화합물은 췌장 베타 세포에 대하여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음

• 마이엘로크로아 갈비나(Myelochroa galbina) 지의류 형성 곰팡이의 75% 에탄올 추
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IC50이 0.112㎎/㎖로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이 가장 우수

• 상기 분획물의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으로 시탈론을 분리하였음

• 250㎍/㎖ 농도 이하에서는 췌장 베타 세포의 세포 생존 정도는 변함이 없어 시탈론
화합물은 췌장 베타 세포에 대하여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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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탈론의화학구조식] [시탈론의췌장세포독성평가]



시탈론(scytalone) 화합물의알파 글루코시다아제저해 활성

• 시탈론 화합물의 알파 글루코시다아제에 대한 IC50은 91.42㎍/㎖로 양성 대조군인 글
루코바이에 비하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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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ield or Comparative analysis

Inventor Information

TRL

• 제 2 당뇨병 치료제로 적용 가능

• 제 2 당뇨병 개선 및 예방용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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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탈론의농도에따른알파글루코시다아제저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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