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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viously demonstrated that zinc plus arachidonic acid (ZA) treatment lowered blood glucose levels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genetically diabetic obese (ob/ob) mice, and genetically diabetic, non-obese
Goto-Kakizaki rats. However, plasma insulin levels did not increase with ZA treatment, suggesting that ZA
lowers blood glucose levels not by stimulating pancreatic insulin secretion.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se
agents lower blood glucose levels by decreasing hepatic glucose output (HGO) or by increasing glucose utilization
in peripheral tissues, or both. In order to determine ZA target organ of insulin action, we divided 18 SpragueDawley rats weighing ~130 g into 3 groups (6 rats per group) and treated them for four weeks with: (1) Control
diet (regular rat chow), (2) High fructose (60.0%) diet only, and (3) the same fructose diet plus zinc (10 mg/L)
and arachidonic acid (50 mg/L) containing drinking water. After 4 weeks, insulin action was assessed using
the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technique. Food intake and body weights were comparable in all three
groups of rat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Plasma glucose and insulin concentrations, glucose uptake, and HGO
in the basal state were all the same in these three rat groups. During the clamp study, fructose-treated and
fructose＋ZA treated rat groups did not exhibit any detectable change on insulin-mediated glucose uptake compared to controls. High fructose feeding impaired insulin mediated suppression of HGO, compared to controls
during clamp (4.39 vs. 2.35 mg/kg/min; p<0.05). However, ZA treatment in high fructose-fed rats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hepatic insulin sensitivity compared to high fructose-fed rats, reflected by a complete
recovery in suppression of HGO during the clamp (4.39 vs. 2.18 mg/kg/min; p<0.05). This data suggests that
ZA increases insulin sensitivity in liver but not glucose utilization of peripheral tissues in high fructose-f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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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하로 발생하며 인슐린저항성이 당뇨병 발생의 선행하는
원인인자로 인지되고 있다(3,4). 현재 당뇨병의 혈당조절에

국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우리나

이용되고 있는 약제는 인슐린과 경구용인 sulfonylurea,

라에서도 최근 당뇨병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metformin, troglitazone 등이 있다. 인슐린이나 sulfonylur-

연천 및 정읍지역 30세 이상 인구에서 약 7～8%의 유병률을

ea는 단순히 혈중 인슐린의 농도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혈

보이고 있어(1),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이 1990년대 말 구

중 포도당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저혈당 등으

미선진국의 유병률을 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8.3%에 달

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sulfonylurea의 경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우는 체중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Metformin과 tro-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능의

glitazone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약제이나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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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은 lactic acidosis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5,6), trogli-

된 당뇨병 실험동물이다.

tazone은 치명적인 간장 장해로 인해 미국 FDA에 의해 판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fructose 식이를 섭취한

중지된 상태이다(7,8). 그러므로 혈중 포도당 농도를 거의

Sprague-Dawley rat에 AA와 zinc를 섭취시켰을 때 첫째,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혈당강

고 fructose 식이가 Sprague-Dawley rat에서 인슐린 저항성

하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둘째, AA및 Zn의 섭취가

Zinc(Zn)는 체내 필수적인 미량금속이며 인슐린분자와

고 fructose 식이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는

함께 결정체로 β-cell 내에 존재하여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

가를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AA및 Zn이 인슐린 저항성

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Zn는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을 호전시키는 작용에 있어서 간의 포도당 생성률(hepatic

병리기전 중 하나인 insulin receptor substrate-1의 auto-

glucose output, HGO)과 말초조직의 포도당 흡수(glucose

phosphorylation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당 흡수(glucose up-

uptake)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take)를 증가시키며, 인슐린의 분해를 저하시켜서 인슐린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9-14). 그러나 제2형 당

재료 및 방법

뇨병에서 혈중과 조직에서의 zinc 농도와 그 흡수 능력은
저하되어 있으며(15,16), zinc 결핍 상태에서는 인슐린의 합

실험동물

성, 분비와 당 이용(glucose utilization) 능력이 저하되어 있

약 130 g의 male Sprague-Dawley rats(Samtaco, Korea)

다(17,18). 그러므로 정상적인 zinc 농도의 유지는 제2형 당

을 구입하여 Control(normal chow diet), Fructose군(high-

뇨병의 병리작용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유추되어지나

frucose diet), Fructose＋ZA군(high-fructose diet＋ZA in

zinc대사 이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당뇨질환의 치료에 zinc

drinking water)의 3군으로 각각 6마리씩 나눈 뒤 항온

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o
(22±2 C) 사육실(12 hr of light, 06:00～18:00 hr; 12 hr of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9,20).

dark, 18:00～06:00 hr)에서 사육하였다. Table 1과 같이 먹

Prostaglandin(PG)과 그 전구체인 arachidonic acid(AA)

이와 물을 4주간 공급하면서 3일 간격으로 체중, 먹이 및

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의

물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Zn, L-histidine(zinc-chelating

분비와 효소 작용, 이온 수송 등 세포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agent), AA의 농도는 선행 연구들에서 Zn 10 mg/L, L-his-

작용에 관여하며(21-26),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 증가를 비롯

tidine(zinc-chelating agent) 0.5 mg/L, AA 0, 10, 20, 50 및

하여 여러 가지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27-31). 그러

100 mg/L의 다양한 농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나 당뇨병에서 고농도의 포도당은 이들의 합성을 방해하여

에서 AA 50 mg/L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여러 가지 세포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32-35). 또한 AA

근거하여 선택되었다(27,38,39).

및 PG는 zinc-chelating agent로 작용하여 소장에서의 zinc
흡수를 증가시키고, 근육 조직에서의 zinc의 운반 및 당 흡수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6-38). 이전의 동물 실험에
서 Zinc plus AA(ZA)는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Sprague-Dawley rat(type 1 diabetes model), GotoKakizaki Wistar rat(type 2 diabetes without obesity),
ob/ob mouse(type 2 diabetes with obesity)에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고(27,38,39), high fat fed rat(diet-induced
insulin

resistance)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Normal chow diet는 0.025 g zinc와 634.24 g dextrose/kg
diet, high-fructose diet는 dextrose를 대신하여 634.24 g
fructose/kg diet를 포함하는 synthetic diet를 공급하였다.
그 구성 성분(g/kg diet)은 Table 2와 같다.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whole

body

study
준비: 실험 조건에 백서를 적응시키기 위해 최소 실험 4일

증가시켰다

전 실험 cage에 백서를 한 마리씩 옮겨 백서의 꼬리를 실험

(unpulished data). 그러므로 당뇨병에서 ZA는 zinc의 이용

cage의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노출시킨 뒤 고정하였

도(bioavailability)와 생화학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이

다. 이 과정은 실험동안 백서의 꼬리에 설치된 catheter를

들 실험동물에서 당 이용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추되어진다.

보호하기 위함이며 꼬리의 일부를 고정하여도 백서는 물과

High-fructose fed rat는 normal rat에 고 fructose 식이를

음식을 먹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하였다. 실험 전날

제공하여 만들어진 당뇨 모델로서 당 내성(glucose intolerance)을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syndrome X와 유사하게
인슐린 저항성(insulin-resistance), 고혈압, 고트리글리세라
이드혈증(hypertriglyceridemia) 등의 대사이상이 함께 나타
나는 특징을 나타낸다(40-43). 그리하여 탄수화물 섭취와 인
슐린 감수성에 대한 연구와 새로 개발되는 혈당 조절 약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식이로 유발

Table 1. Diet and treatments of rats

Group

Diet

Control
Normal chow diet
Fructose
High-fructose diet
Fructose＋ZA High-fructose diet

Treatment
(/L drinking water)
Distilled water
Distilled water
10 mg zinc, 0.5 mg
L-histidine, 50 mg AA

Zinc와 Arachidonic Acid가 고 Fructose 식이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2. Diet composition

(g)

Casein
Dextrose, monohydrate
Fructose
Corn oil
Cellulose
Vitamin mix
Biotin
Ethoxyquin
Zinc chloride
Calcium phosphate
Magnesium sulf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Ferrous chloriden
Manganese sulfate
Cupric sulfate
Potassium iodate
Chromium potassium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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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측정: whole body glucose flux 측정: Plasma

Control

Fructose

glucose는 Beckman glucose analyzer II(Beckman, CA,

200
634.24
－
100
30
10
0.004
0.02
0.025
19.767
2.4752
2.2882
0.7781
0.2
0.1662
0.0151
0.0004
0.02

200
－
634.24
100
30
10
0.004
0.02
0.025
19.767
2.4752
2.2882
0.7781
0.2
0.1662
0.0151
0.0004
0.02

USA)로, 기저상태의 인슐린은 rat insulin kit(RI-13K,
Linco Research, USA), clamp 중 인슐린은 human insulin
kit(HI-14HK, Linco Research, USA)를 이용하여 RIA방법
으로 측정하였으며, 혈장은 ZnSO4와 Ba(OH)2로 protein을
제거한 후 [3H]glucose와 3H2O 농도를 측정하였다. Whole
body glucose uptake, hepatic glucose output(HGO)는 아래
의 원리로 계산하였다(44,45).
Plasma

Cell

3H-glucose

3H O
2

3H-glucose

3H-glycogen

3H O
2

Glycolysis

Glucose uptake＝[3-3H]glucose infusion rate/[3-3H]glu백서의 꼬리 정맥에 2개의 catheter를 설치하고, 실험 당일

cose SA (specific activity)

아침 꼬리 동맥에 1개의 catheter를 설치한다. Catheter 설치

HGO＝glucose uptake－glucose infusion rate

후에 다시 백서의 꼬리를 이전과 같이 cage의 벽을 통해 고
정시키고 3시간 뒤부터 clamp를 시행하였다. 동맥 catheter
의 혈액응고를 예방하기 위해 heparinized saline(10 U/mL)
을 0.016 mL/min 속도로 주입하였다(44).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공복 상태에서
간의 기저 포도당 생성률(basal hepatic glucose output)을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실험군당 mean±SEM으로 표시하였으며, 통
계처리는 SPSS version 11.0(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다. 각 군 간의 평균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다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측정하기 위해 [3-3H]glucose(HPLC purified; NEN, Boston,

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에 의해 검정하

MA)를 0.05 μCi/min의 속도로 3시간 동안 주입하면서 마지

였다.

막 15분 및 5분전에 채혈하여 혈중 [3H]glucose를 측정하였

결

다. 이후 160분간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를 시
행하였다. Regular insulin(Lilly, USA)을 5 mU/kg/min 속
도로 주입하면서 10분 간격으로 채혈하여 plasma glucose를
측정하여 20% dextrose의 주입속도(glucose infusion rate)
를 조절하면서 plasma glucose를 기저상태인 100 mg/dL에
clamp하였다.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중 insulin stimulated whole body glucose fluxes를 측정하기 위
해 [3-3H]glucose를 0.25 μCi/min의 속도로 주입하였다. 포
도당 흡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20분 이후 10분마다 채

과

실험대상 동물의 체중, 먹이, 물의 섭취량 변화
4주 동안의 실험기간 중 Control군(normal chow diet),
Fructose군(high-fructose diet) 및 Fructose＋ZA군(highfructose diet＋ZA treatment) 간의 체중변화, 먹이 및 물의
섭취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 2).

공복 시(basal state) 혈장 포도당, 인슐린 농도 및 간의
포도당 생성률(basal hepatic output)

혈하여 [3H]glucose와 3H2O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 -15, -5,

Clamp study를 위하여 12시간 공복 후 기저 상태(basal

60, 150분 채혈하여 혈액 내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였다(44).

state)에서 측정된 혈장 포도당, 인슐린 농도 및 간의 포도당
생성률은 Control군과 Fructose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3).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Whole body study
Variable Glucose Infusion

0

0.25 uCi/min
90

euglycemic

clamp:

whole

body

study

Insulin (5mu/Kg/min)
[3-3H]-glucose:0.05 uCi/min
-90
-180

Hyperinsulinemic

160(mi

160분간의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실험 중 인
슐린을 5 mU/kg/min의 속도로 점적 주사하여 혈중 인슐린농
도를 생리적 인슐린 농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세 군

Sample for 3-3H measurement

에서 인슐린 농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혈중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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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lycemic clamp 실험 중 측정된 전신 인슐린감수성 지표

240

Control
Fructose
Fructose+ZA

Body weight(g)

220

인 glucose uptake는 Control군과 Fructose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의 인슐린 감수성 지표

200

인 HGO에 대해서는 Fructos군에서 Control군에 비하여 유

180

의적으로 증가되었고(p<0.05), Fructose＋ZA군에서 대조군

160

의 수준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4, Fig. 3, 4).

140
30

120
5

10
15
Time (Days)

20

25

Fig 1. Effects of zinc plus arachidonic acid (ZA) treatments
on body weights in the Control, fructose-fed (Fructose) and
fructose-fed＋ZA (Fructose＋ZA) treated Sprague-Dawley
rats.

250

25

Fructose
Fructose+ZA

20
15
10
5

Control
Fructose
Fructose+ZA

0
Basal

200

Clamp

Fig. 3. Effects of zinc plus arachidonic acid (ZA) treatments
on glucose uptakes during the basal and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periods in the Control, fructose-fed
(Fructose) and fructose-fed＋ZA (Fructose＋ZA) treated
Sprague-Dawley rats.

150
100
50
0

Food

Control

Water

Fig. 2. Effects of zinc plus arachidonic acid (ZA) treatments
on food and water intakes in the Control, fructose-fed
(Fructose) and fructose-fed＋ZA (Fructose＋ZA) treated
Sprague-Dawley rats.
Table 3. Metabolic characteristics of the rats during the basal
state

Control
(n=6)

Fructose Fructose＋ZA1)
(n=6)
(n=6)

Plasma glucose (mg/dL) 89.7±3.112) 85.5±2.66
Plasma insulin (μIU/mL) 9.12±0.48 7.43±2.88
HGO (mg/kg/min)
5.51±0.22 5.42±0.18

85.3±2.67
6.24±2.64
5.38±0.30

1)

ZA: Zinc plus arachidonic acid.
2)
Data are means±SEM.

당 농도는 공복 시에 비해 약 100 mg/dL로 clamp 되었으나
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Hyperinsulinemic

Fructose

Hepatic glucose output (mg/kg/min)

Intake (g/kg body weight/day)

300

Glucose uptake mg/kg/min)
(mg/kg/min)

Control

0

Fructose+ZA

6
b

5
4
a

3

a

2
1
0
Basal

Clamp

Fig. 4. Effects of zinc plus arachidonic acid (ZA) treatments
on hepatic glucose output (HGO) during the basal and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periods in the Control, fructose-fed (Fructose) and fructose-fed＋ZA (Fructose＋ZA)
treated Sprague-Dawley rat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Table 4. Metabolic characteristics of the rats during the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period

Control (n=6)
Plasma glucose (mg/dL)
Plasma insulin (μIU/mL)
Glucose uptake (mg/kg/min)
3)
HGO (mg/kg/min)
1)

2)

100.1±2.92
102.4±1.82
25.41±1.90
2.35±0.41a4)

Fructose (n=6)

Fructose＋ZA1) (n=6)

101.2±2.75
100.9±5.86
24.31±0.79
4.39±0.59b

100.6±2.3
97.2±4.58
22.87±0.83
2.18±0.58a

ZA: Zinc plus arachidonic acid.
Data are means±SEM.
3)
HGO: Hepatic glucose output.
4)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HGO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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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혈장 포도당, 인슐린 농도 및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측정하였다. Control군과 Fructose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 신생과 당원 분해를 억제하여 포

(Table 3). Stark 등(62)에 의하면 fructose를 3개월간 섭취

도당 생성을 억제하며, 말초조직에서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

시킨 Sprague-Dawley rat에서 혈장 포도당과 인슐린의 상

키는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억

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Hwang 등(60)도 2

제 장애와 말초조직의 포도당 이용이 감소된다. 이런 인슐린

주간 고 fructose 식이를 섭취시킨 정상 쥐에서 혈장 인슐린

의 작용 및 기전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정보에도 불구하고

농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본 연

당뇨병의 병리기전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2

구에서 fructose 섭취는 이전의 여러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

형 당뇨병 발병의 선행 원인으로 알려진 인슐린저항성은 주

과를 나타내었으며 공복 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 농도에

로 비만 및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발되며 인슐린저항성은 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ructose＋ZA군

신비만보다는 간, 근육 등 인슐린에 의한 당질 대사에 중요

에서도 Control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전

한 조직에서 지방의 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축적된

의 연구들(27,38,39)에서 보고된 것처럼 ZA의 섭취가 정상적

지방 중 특이한 지질대사체가 인슐린 신호전달의 억제를 통

인 rats에서는 과도한 혈당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

하여 인슐린저항성의 발생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Song 등(27)은 Streptozo-

고 있다(46-50). 이중 glucose fatty acid cycle(Randle's cy-

tocin으로 당뇨를 유발한 쥐에서 ZA의 섭취는 혈장의 인슐

cle)(27,51-53), hexosamine pathway(54,55), diacylglycer-

린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혈장 포도당의 수준은

ol-PKC Ɵ(46,47,56,57), ceramide(58) 등의 기전이 활발히

낮췄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streptozotocin으로 췌장을 손

연구되어지고 있다.

상시켜 당뇨를 유발시킨 후 ZA의 혈당 저하 효과를 관찰한

Dai와 McNeill(59)에 의하면 streptozotocin-diabetic rat
과 nondiabetic rat에 fructose를 섭취시켰을 때 nondiabetic
rat에서 혈중 인슐린이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Hwang

것으로 제1형 당뇨에 해당되며, fructose를 이용한 본 실험과
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기저상태에서 간의 포도당 생성률 역시 모든 군에서 차이

등(60)도 fructose를 섭취시킨 정상 쥐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고인슐린 혈증(hyperinsulinemia)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

을 하는데, postabsorptive state에서 plasma glucose는 간의

였다.

포도당 생성률과 말초 조직에서의 포도당 이용에 의해 조절

이전의 연구에서 ZA는 streptozotocine으로 당뇨를 유발

되며 이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63).

한 rat, 선천적으로 당뇨와 비만을 가진 mice, 비만 없이 당뇨

기저상태에서 혈장의 인슐린 농도가 모든 군에서 일정하게

만 가진 Goto-Kakizaki rat에서 zinc와 arachidonic acid는

나타난 것을 볼 때 인슐린의 변화가 없는 기저상태에서는

혈당 수준을 감소시켰으나, 혈장 인슐린 수준은 감소시키지

간의 포도당 생성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ZA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인슐린 감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hyperinsulinemic eugly-

자극하지 않고 혈당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보고하였다

cemic clamp 실험에서 인슐린 농도와 포도당 농도는 군 간

(27,38,39). 그러나 ZA가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어서

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말초조직의

HGO의 감소나 말초조직에서 포도당 흡수 증가로 혈당 수준

인슐린감수성 지표인 포도당 흡수에서 세군간의 차이를 발

을 감소시키는가에 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의 인슐린 감수성 지표인 간의

본 연구에서는 고 fructose 식이를 섭취시켜 인슐린 저항성

포도당 생성률에서는 Fructose군이 Control군에 비하여 유

을 유발한 쥐에서 ZA의 섭취가 인슐린작용에 미치는 기전을

의적으로 증가되었고(p<0.05), Fructose＋ZA군이 대조군의

밝히고자 하였다.

수준으로 감소되었다(Table 4, Fig. 3, 4). 이전의 연구들은

4주 동안의 실험기간 중 Control군(normal chow diet),

fructose 식이가 glucose clamp study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

Fructose군(high-fructose diet)과 Fructose＋ZA군(high-

해하여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증가시키고 포도당 흡수를 감소

fructose diet＋ZA treatment) 간의 체중, 먹이 및 물의 섭취

시킨다고 보고한 반면(13,15), Koivisto와 Yki-Jarvinen(64)

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Fig. 1, 2), 이는

과 Thorburn 등(65)은 fructose 식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

고 fructose 식이 유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rats에서 tro-

발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obey 등(66)은 fructose

glitazone의 효과를 관찰한 Lee 등의 연구(61)와도 일치하는

식이 rats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였을 때 근육에서 포

결과였다. 따라서 ZA의 섭취는 식욕의 감퇴나 체중의 저하

도당 흡수는 감소되지 않았으나,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억제

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는 인슐린의 활성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으로

공복 시(basal state) 혈장 포도당, 인슐린 농도 및 간의

볼 때 본 실험에서 fructose와 ZA의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포도당 생성률(basal hepatic output)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말초조직의 포도당 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clamp study 실험 전 12시간 공복 후 기저 상태(basal state)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간의 포도당 생성률에 대해서는

최철수․김영욱․이효선․윤태호․조병만․이수일․김성수․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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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ctose 식이 유도 인슐린 저항성 rats에서 troglitazone의

가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인슐린 감수

효과를 관찰한 Lee 등(61)의 연구와 pioglitazone이 고 fruc-

성을 증가시키지만, 말초조직의 포도당 이용에는 영향을 미

tose 식이 rats에서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개선시키는 것을

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고한 Ikeda와 Fujiyama(67)와 유사하게 fructose군에서

감사의 글

증가된 간의 포도당 생성률이 ZA treament에 의해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ZA는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억
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
나 혈장 포도당과 인슐린, 포도당 흡수 등에 미치는 fructose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 과제 학술 연구비(2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식이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인슐린 저항성
유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ZA의 섭

문

헌

취 효과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fructose 식이는 간에서 인슐린 감
수성을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였으나, ZA 섭취가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간에서의 인슐
린 감수성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ZA는 말초조
직의 포도당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인
슐린 감수성을 가진 rats에 대해서는 혈당저하와 같은 부적
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의 여러 연
구에서 fructose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지
만 한편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인슐린 저항성 유발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을 개발하고, 실험 대상 동물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Zn와 AA는 여러 당뇨 동물
모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많은 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가 인정되므로 향후 당뇨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를 위한 신약 개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요

약

고 fructose 식이를 섭취시켜 제 2형 당뇨를 유발한 쥐에
서 ZA의 섭취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
다. 4주 동안의 실험기간 중 Control군(normal chow diet),
Fructose군(high-fructose diet)과 Fructose＋ZA군(highfructose diet＋ZA treatment) 간의 체중, 먹이 및 물의 섭취
량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기저상태
(basal state)에서 혈장 포도당, 인슐린 농도 및 간의 포도당
생성률을 측정한 결과 Control군과 Fructose군 및 Fructose
＋ZA군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인슐린 감수성을 알
아보기 위한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실험에서
인슐린 농도와 포도당 농도는 군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 지표인 포도당 흡수(glucose uptake)
에서도 역시 군 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
의 인슐린 감수성 지표인 간의 포도당 생성률(HGO)에서는
Fructose군이 Control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되었고
(p<0.05), Fructose＋ZA군이 대조군의 수준으로 감소되었
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fructose 식이는 간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켰으나 당뇨는 유발되지 않았으며, ZA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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