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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T15 세포에서 돼지감자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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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anti-diabetes effect of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HT) in HIT-T15
cells. There were 5 experimental groups according to treatment NC (0 μL/mL), HT2 (1.1 μL/mL), HT3 (1.5
μL/mL), IN2 (1.8 μL/mL), IN3 (2.5 μL/mL). Inulin (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for the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groups. Cell viabil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HT3 (1.5 μL/mL), IN2 (1.8 μL/mL), IN3 (2.5
μL/mL) groups, compared with the NC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ytotoxicity among all
groups. Cell survival by MTT assay with alloxa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HT2 (1.1 μL/mL), HT3
(1.5 μL/mL) groups, compared with the NC group. Insulin secretion and NAD+/NADH ratio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HT3 group, compared with the NC group. We found tha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increased
cell viability, had a protective effect on β-cells, and increased insulin secretion level and NAD+/NADH ratio
in HIT-T15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improves the diabetes-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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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및 고령화 사회가 도

래하면서(1)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당뇨병은 유병율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2), 급성 및 만성 합병증뿐만 아니라 사망률

이 높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3).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

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나타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

출하게 되는 질병으로(4) 크게 췌장 β-세포의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

다(5). 이러한 당뇨병에 있어서 췌장 β-세포는 인슐린을 분

비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존재하여 인슐린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6,7), 최근 β-세

포의 성장과 증식이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prediabetes 시기에 베타세포의 완전한

파괴를 막는 치료방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8,9).

국화과 해바라기속의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L.)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맞아 전국 각지에 자생하고 있다(10,11). 돼지감

자 괴경의 주성분은 fructose 중합체인 inulin이며, 이는 돼지

감자 괴경 건물(dry weight)의 약 75%를 차지한다(12).

Inulin의 구조는 fructose의 중합체로써 β-D-fructofur-

anose가 β-2,1 결합을 하고 비환원성 말단기에 D-glucose

가 α-1,2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13,14), 이

러한 inulin을 산이나 효소 처리하면 fructose의 중합체인

inulin 및 inulooligosaccharides(ISO)와 di-D-fructofur-

anose anhydries(DFA) 등의 fructooligosaccharides(FOS)

가 생성된다. 이는 인간의 위액과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

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되어 장내환경 개선 및

배변기능 촉진에 효과가 있다. 또한 분해되더라도 fructose

형태이므로 혈당치를 상승시키지 않으며, 열량이 낮아(1.0∼

1.5 kcal/g) 비만개선효과, 중성지질의 감소효과, 대장암 발

생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15-17), 장생도라

지에서 추출한 이눌린을 STZ으로 유발된 당뇨흰쥐에 경구

투여한 결과 당뇨대조군에 비해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해

혈당강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최근까

지의 돼지감자 연구는 prebiotic의 효능, 돼지감자로부터의

inulin 추출, 가수분해 물질 생산 및 에탄올 발효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19-21), 돼지감자 분말이나 추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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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당뇨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췌장 β-세포인 HIT-T15 cell을 이용하여 돼지

감자추출물의 생리활성 및 기능을 검증함으로써 돼지감자

의 항당뇨 및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돼지감자는 임실에서 수확한 것으로 열풍 건조하여 분말

화한 뒤 다음과 같이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열풍건조 된 돼

지감자 분말 100 g을 증류수 1 L에 넣고 열수로 80oC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거즈로 여과하고 450×g,
30분간 원심분리(MICRO 17R, Hanil)하여 상등액을 35oC에

서 감압농축하고, 필터 후 사용 전까지 -20oC에서 냉동 보관

하였다. 농축된 돼지감자추출물의 최종 농도는 22.8 Brix였

으며,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NC(0 μL/mL), HT2(1.1

μL/mL), HT3(1.5 μL/mL)군으로 나누어 배양하는데 사용하

였다. Inulin은 정제된 inulin(Inulin from Dahlia tubers,

Fluka, Saint Louis, USA)을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NC(0 μL/mL), IN2(1.8 μL/mL), IN3(2.5 μL/mL)군으

로 나누어 배양하는데 사용하였으며, inulin의 양은 돼지감

자추출물(g)의 70%를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췌장 세포주인 HIT-T15 cell(KCLB, Korea)을 10%

FBS(HYCLONE)와　penicillin/streptomycin(Sigma, Saint

Louis, USA)이 들어 있는 RPMI-1640 배지로 37oC, 5% CO2

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밀도(confluence)가 약 70%에 이르면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하고 1 mM의

trypsin-EDTA용액을 처리하여 탈착 후 계대배양하고

2×105 cells/well의 농도로 plate에 넣은 다음 각 군별로 시

료를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viability assay

세포생존율 측정은 trypan blue exclusion 방법(21)으로

Table 1. Experiment design

Variables Group Conc.

NC NC 0

HT
HT2
HT3

1.1
1.5

IN
IN2
IN3

1.8
2.5

NC, normal control; H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HT2,
RPMI-1640 medium plus 1.1 μL/mL HT; HT3, RPMI-1640
medium plus 1.5 μL/mL HT; IN, inulin; IN2, RPMI-1640 me-
dium plus 1.8 μL/mL IN; IN3, RPMI-1640 medium plus 2.5 μL/
mL IN.

측정하였다. HIT-T15 cell을 37
o
C, 5% CO2에서 24시간 동

안 배양한 후 Free-glucose RPMI-1640 배지로 교환하였다.

각 군별 시료를 다시 첨가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한 후 원심분

리 하여 세포에 0.1% trypan blue 용액을 가하고 dimethly

surfoxide(DMSO) 100 μL를 넣어 세포 내 formazan crystal

을 용해시킨 뒤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ytotoxicity 측정

Plate에 2×105 cells/well의 농도로 HIT-T15 cell을 분주

하여 10% FBS-RPMI-1640 배지로 배양하였다. 세포밀도

가 70%가 되면 새 배지로 교환하여 주고, 각 군별로 시료를

첨가한 후 37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ell

culture supernatant를 이용하여 Cytotoxicity Detection kit

(Roche, Mannheim, Germany)로 500 nm 파장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Alloxan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 측정

HIT-T15 cell의 alloxan에 대한 보호 효과는 MTT as-

say(22)로 측정하였다. 2×105 cells/wel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HIT-T15 cell을 분주하여 10% FBS-RPMI-1640 배

지로 배양 후 각 군별로 시료를 첨가한 후 37
o
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에 각 군별 시료를 첨

가하고 well당 4 mM alloxan(Sigma)을 처리하여 37oC, 5%

CO2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T(Thiazoly blue tet-

razolium bromide, 5 mg/mL)와 10% FBS-RPMI-1640 배

지를 넣어 37oC, 5% CO2에서 30분간(빛 차단) 방치한 뒤

배양액을 버리고 각 well에 dimethly surfoxide(DMSO) 100

μL를 가하여 세포 내 formazan crystal을 용해시키고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인슐린 분비능 측정

HIT-T15 cell을 2×105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여

10% FBS-RPMI-1640 배지로 37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Free-glucose RPMI-1640 배지로 교환하여

1시간 동안 전배양하였다. 여기에 각 군별 시료를 다시 첨가

하고 각 well당 4 mM alloxan(Sigma)을 처리하여 37oC, 5%

CO2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3,000 rpm, 4
o
C, 5분 동안

원심분리한 뒤 Cell culture supernatant를 이용하여 Mouse

Insulin kit(Shibayagi, Shibukawa, Japan)로 측정하였다.

NAD
+
/NADH 함량 측정

NAD+/NADH 함량 측정은 HIT-T15 cell을 2×105 cells/
well의 농도로 분주하여 37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Free-glucose RPMI-1640 배지로 교환하여 1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여기에 각 군별 시료를 다시 첨가하고

각 well당 4 mM alloxan(Sigma)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배

양한 후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4회 세척하여

NAD+/NADH Quantification kit(Bio Vision, Mountain

view, USA)를 이용하여 NAD+/NADH 함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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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D)로 표시하

였고, 각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PSS) version 12.0.1을 이용하여

ANOVA분석을 하였다.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 viability

시료 처리 후 MTT assay에 의한 HIT-T15 cell의 세포생

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에 비해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3(1.5

μL/mL)군과 inulin을 첨가한 IN2(1.8 μL/mL), IN3(2.5 μL/

mL)군에서 세포생존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세포는 성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에 따라 세포의 prolifera-

tion이 달라지는데(23), 본 연구에서는 HIT-T15 cell의 돼지

감자추출물과 inulin 첨가 후 48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세포

의 proliferation에 영향을 주어 세포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Cytotoxicity 측정

시료 처리 후 β-세포 파괴를 유도하지 않고 HIT-T15 cell

의 cell culture supernatant를 이용하여 각 군별 cytotoxicity

를 측정한 결과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과

비교하여 모든 군에서 cytotoxicity가 낮게 나타났다(Table

2). 세포가 상처를 받으면 lactate dehydrogenase(LDH)가

증가하여 세포자멸이 일어나게 되지만(24), 모든 군에서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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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in HIT-T15 cells by MTT assay. All
values are mean±SD (n=5).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C, normal control; HT, Helianthus tuber-
osus extract; HT2, RPMI-1640 medium plus 1.1 μL/mL HT; HT3,
RPMI-1640 medium plus 1.5 μL/mL HT; IN, inulin; IN2,
RPMI-1640 medium plus 1.8 μL/mL IN; IN3, RPMI-1640 medium
plus 2.5 μL/mL IN.

Table 2. Cytotoxicity of HIT-T15 cells culture supernatant

Variables Group F-value

NC NC 1.44±0.18

HT
HT2
HT3

1.31±0.07ns
1.36±0.07ns

IN
IN2
IN3

1.39±0.07ns
1.11±0.13ns

All values are mean±SD (n=5).
NS: Not significant.
NC, normal control; H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HT2,
RPMI-1640 medium plus 1.1 μL/mL HT; HT3, RPMI-1640
medium plus 1.5 μL/mL HT; IN, inulin; IN2, RPMI-1640 me-
dium plus 1.8 μL/mL IN; IN3, RPMI-1640 medium plus 2.5 μL/
mL IN.

totoxicity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돼지감자추출물과

inulin의 세포독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Alloxan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

췌장 β-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당뇨병을 유발시키

는 약물로 알려진 alloxan(25)으로 시료처리 된 HIT-T15

cell의 β-세포 파괴를 유도한 뒤 세포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는 Fig. 2와 같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을

100%로 보았을 때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2(1.1 μL/

mL), HT3(1.5 μL/mL)군에서 HIT-T15 cell의 세포생존율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돼지감자추출물이 al-

loxan의 영향을 막아내어 췌장 β-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돼지감자의 주성분이며, fruc-

tan metabolism이 유사한(26,27) inulin에 의한 효과로 여겨

진다. 한편 inulin을 첨가한 IN2(1.8 μL/mL), IN3(2.5 μL/

mL)군에 비해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2(1.1 μL/mL),

HT3(1.5 μL/mL)군의 세포생존율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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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ll survival in HIT-T15 cells by MTT assay with
alloxan. All values are mean±SD (n=5).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C, normal control; H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HT2, RPMI-1640 medium plus 1.1 μL/mL HT;
HT3, RPMI-1640 medium plus 1.5 μL/mL HT; IN, inulin; IN2,
RPMI-1640 medium plus 1.8 μL/mL IN; IN3, RPMI-1640 medium
plus 2.5 μL/m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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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ulin secretion in HIT-T15 cells. All values are
mean±SD (n=5).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C, normal control; H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HT2, RPMI-1640 medium plus 1.1 μL/mL HT; HT3, RPMI-1640
medium plus 1.5 μL/mL HT; IN, inulin; IN2, RPMI-1640 medium
plus 1.8 μL/mL IN; IN3, RPMI-1640 medium plus 2.5 μL/mL IN.

인 것은 inulase에 의해 돼지감자추출물의 inulin 일부가 가

수분해물질로 분해되면서(28) 소량의 glucose가 생성되어

alloxan에 의한 세포보호 효과(29,30)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

된다.

인슐린 분비능 측정

시료 처리 후 alloxan(4 mM)에 의한 췌장 β-세포 파괴를

유도하여 HIT-T15 cell이 분비한 인슐린의 측정결과는 Fig.

3과 같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에 비해 돼

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3(1.5 μL/mL)군에서 인슐린 분

비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Alloxan(4 mM)에

의한 β-세포 파괴를 유도하면 인슐린 분비능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31),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3(1.5 μL/mL)

군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1.5

μL/mL의 돼지감자추출물은 alloxan에 의한 췌장 β-세포 파

괴를 감소시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돼지감자를 열풍건조 하여 돼지감자추출물을 제

조할 때 inulase에 의해 소량의 glucose가 생성되면서 HT3

군에서의 insulin 분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14,19).

한편 대조군으로 사용된 IN군에서는 농도 증가에 따라 in-

sulin 분비량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Balcázar-Muñoz(32)의

연구와는 다르게 insulin 방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포 내 NAD
+
/NADH 함량 측정

시료 처리 후 alloxan(4 mM)에 의한 β-세포 파괴를 유도

하여 HIT-T15 cell의 NAD
+
/NADH 함량을 측정한 결과

(Fig. 4),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과 비교하여

볼 때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3(1.5 μL/mL)군에서

NAD
+
/NADH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세

포내 DNA fragmentation이 일어나면 이를 보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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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AD
+
/NADH ratio in HIT-T15 cells treated alloxan.

All values are mean±SD (n=5).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C, normal control; HT, Helianthus
tuberosus extract; HT2, RPMI-1640 medium plus 1.1 μL/mL HT;
HT3, RPMI-1640 medium plus 1.5 μL/mL HT; IN, inulin; IN2,
RPMI-1640 medium plus 1.8 μL/mL IN; IN3, RPMI-1640 medium
plus 2.5 μL/mL IN; NA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NAD hydrogen.

poly(ADP-ribose)synthetase의 활성이 증가되어 그 기질인

NAD+ 농도가 감소되는데(25), DNA 손상이 감소한 Yeh 등

(33)의 연구 결과와 같이 1.5 μL/mL의 돼지감자추출물 첨가

는 췌장 β-세포를 alloxan으로부터 보호하여 세포생존율과

함께 NAD+/NADH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실험결과 돼지감자추출물의 첨가는 췌장 β-세포

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보호 효과를 가짐으로써 인슐린

분비의 정상화 및 NAD+ 함량을 회복시켜 혈당조절 및 당뇨

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실험에서는 hamster β-cell인 HIT-T15 cell을 이용하

여 돼지감자추출물의 생리활성 및 기능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NC(0 μL/mL), HT2(1.1 μL/

mL), HT3(1.5 μL/mL)군과 inulin을 첨가한 NC(0 μL/mL),

IN2(1.8 μL/mL), IN3(2.5 μL/mL)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

다. 세포 viability 측정한 결과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군을

100%로 보았을 때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3(1.5 μL/

mL)군과 inulin을 첨가한 IN2(1.8 μL/mL), IN3(2.5 μL/mL)

군에서 세포생존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시료

처리 후 췌장 β-세포 파괴를 유도하지 않고 HIT-T15 cell의

cell culture supernatant를 이용하여 cytotoxicity를 측정한

결과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에 비해 모든

군에서 cytotoxicity가 낮게 나타났다. Alloxan(4 mM)으로

β-세포 파괴를 유도하여 HIT-T15 cell에서 세포보호 효과

를 측정한 결과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에

비해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2(1.1 μL/mL), HT3(1.5



HIT-T15 세포에서 돼지감자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 35

μL/mL)군에서 세포생존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0.05). 또한 췌장 β-세포 파괴를 유도하여 HIT-T15 cell이

분비한 인슐린 분비능 및 세포 내 NAD+/NADH 함량을 측

정한 결과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NC(0 μL/mL)군에 비해

돼지감자추출물을 첨가한 HT3(1.5 μL/mL)군에서 인슐린

분비량과 NAD+/NADH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이상의 연구 결과 돼지감자추출물은 HIT-T15

cell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보호 효과를 가짐으로써 인슐

린 분비능 정상화 및 NAD+ 함량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 및

당뇨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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