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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hyperglycemic effect of Gleditschiae Spina (GS) in strepto-
zotocin (STZ)-nicotinamide (NA)-induced type 2 diabetic rats. The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rmal
control (NC), diabetic control (DC), diabetic rats supplemented with acarbose (AC, 4 mg/kg), and with GS ethanol
extracts (GSE, 50 mg/kg). Weekly fasting blood glucose (FBG) for 10 weeks and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at 10th week were monitored using glucose oxidase-peroxidase reactive strips. The FBG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AC group after 8 weeks and in GSE group at the end of period. The AUCs for the
glucose response from OGTT and blood glucose level after sacrific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AC and
GSE groups than the DC group. GSE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plasma total radical-trapping anti-
oxidant potential (TRAP) in STZ-NA-induced diabetic rats, compared with DC group. The present study in-
dicates that GSE could ameliorate type 2 diabetes and be comparable to acarbose, a standard hypoglycemic drug.
Also, we suggest that GSE may possess antioxidant activity against the STZ-NA-induced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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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9년 사망원인통계(1)에 따르면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

이 인구 10만 명당 19.6으로 5위를 차지하였으며, 전 국민의

약 10%가 당뇨병 환자로 보고되고 있다. 당뇨병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췌장 β-cell의 기능 상실에 의해 발생하는 제1

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β-cell의 기능부전으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된다. 특히, 한국인에서 제2

형 당뇨병 유병률이 85～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당

뇨병의 주증상인 고혈당과 뇨당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장기

간 지속되면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성 망막증, 신증, 말초

신경증,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3-5). 또한 당뇨병 상

태에서는 활성산소의 증가로 과산화지질 증가와 산화적 스

트레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조직세포의 손상은 세포의 기능

저하와 노화촉진 및 각종 퇴행성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당뇨병의 증세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요법

가운데 현재 경구용 혈당강하제로는 설포닐요소제, 메트포

르민, α-glucosidase 저해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물들은 저혈당, 간독성, 체중증가, 복부팽만감, 젖산증 등

의 부작용을 유발함으로 이들 약해를 최소화한 새로운 타입

의 혈당강하소재의 발굴이 필요하다(6). 최근 건강유지와 질

병예방 및 합성의약품에 비해 독성 및 알레르기가 적은 천연

물 유래 생리활성성분들의 분리 정제를 통해 기능성식품 및

신약개발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7,8). 혈당저하나 지질대

사에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 유래 소재로는 뽕잎(9,10), 인

삼(11-13)과 홍삼(14,15), 대두(16), β-glucan(17)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조각자는 조각자나무의 가시부분으로써 시기에 상관없이

채취가 가능하며, 외용약으로 쓸 때는 가루내서 뿌리거나

기초제에 개어 바른다. 약리 실험결과 평활근 진경작용, 혈

압강하작용, 호흡중추에 대한 흥분작용, 항암효과, 항균효

과, 미백효과, 항HIV효과 등의 활성이 보고되어 있지만(18-

20) 항당뇨 효과는 보고된 바 없고, 전보의 연구(21)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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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추출물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을 확인하였다.

Masiello 등(22)은 실험동물에 streptozotocin(STZ)과 nico-

tinamide(NA) 투여 시 포도당에 대한 인슐린 반응에 이상이

있는 중증 고혈당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TZ 투여

시 세포독성에 의해 파괴되는 β-cell이 NA에 의해 부분적으

로 보호되어 실험동물에서 인슐린 비의존성인 제2형 당뇨병

유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과량의 NA 섭취,

NA의 대사산물인 N1-methylnicotinamide 해독 또는 체내

과량 축적된 NA와 N1-methylnicotinamide 체외배출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장 N
1
-methylnicotin-

amide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산화적 스트레스와 인슐

린 저항성이 유도된다고 Zhou 등(23)은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STZ과 NA로 유도된 제2형 당뇨유도모델에서 조

각자 추출물 섭취에 따른 항당뇨 효과를 밝히고, 아울러 당

뇨환자를 위한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활용가능성을 제

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조각자 1.8 kg에 EtOH 20 L를 첨가하여 3일간 상온 추출

을 하여 65 g을 획득하여 증류수에 녹여 다시 동결건조를

실시하였다. 3일간 동결건조 후 얻어진 고형분을 -20oC 냉동

보관 하면서 사용하였다.

동물실험

100 g 정도의 5주령 Sprague-Dawley 수컷 흰쥐 28마리

를 구입하여 1주일간 Lab-chaw 식이(2018S Tekla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 Harlan, Madison, WI, USA)를 제

공하면서 적응시켰다. 제2형 당뇨를 유발시키기 위해 STZ

45 mg/kg을 0.01 M citric acid에 녹여 복강주사를 실시하고,

15분 후 nicotinamide 110 mg/kg을 증류수에 녹여 복강주사

를 재실시 하였다(24). 1주일 후 미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

여 공복혈당 농도가 300 mg/dL 이상으로 당뇨 유발을 확인

한 후에 체중에 따라 난괴법으로 당뇨군, acarbose(AC) 섭

취군, 조각자 추출물 투여군(Gleditschiae Spina extract,

GSE)으로 나누었으며, 당뇨를 유발시키지 않은 대조군

(normal control, NC)을 포함하여 총 4군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동물실험을 수행하였으며, acarbose는 양성대조군으

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한 마리씩 cage에 넣어 사육하였

으며, 사육실의 온도는 20
o
C, 습도는 55%를 유지하였으며,

명암은 12시간을 주기로 자동 조절하였다. 식이는 AIN-93G

를 기준으로 조제하였으며, 4
o
C에 보관하면서 해당 식이를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대조군과 당뇨군은 일반 물을

섭취하였으며, AC 섭취군은 acarbose 4 mg/kg, GSE 투여

군은 GSE 50 mg/kg을 매일 제공되는 물에 혼합하여 섭취하

도록 하였다. 식이섭취량과 물 섭취량은 매일 기록하였고,

매주 체중과 혈당을 측정하였다.

혈액 및 장기 채취

10주간의 사육을 끝내고 12시간 공복시킨 쥐를 ethyl-

ether로 마취하여 하대정맥에서 헤파린 tube에 혈액을 채취

한 후 3000 rpm에서 30분간 분석에 이용되기 전까지 혈장은

-8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경구 당부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경구 당부하 검사는 실험종료 3일전에 12시간 절식시킨

다음 미정맥에서 채혈하여 공복 시 혈당수준을 측정하여 초

기혈당으로 한 후 2 g/kg 포도당을 경구투여하고 30, 60, 120

분에 미정맥으로부터 혈당측정기(Accu-check, Roche,

Berlin, Germany)로 측정하였다.

혈장 총 유리기 포집 항산화능 측정

혈장 Total Radical-Trapping Antioxidant Potential

(TRAP)은 Rice-Evans과 Miller의 방법(25)에 의하여 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ate(ABTS), 150 μM)

와 metmyoglobin(2.5 μM)을 H2O2(75 μM)로 활성화시킴으

로써 생성된 ferryl myoglobin radical species와의 상호 작

용에 의해 형성된 ABTS radical cation의 흡광도를 측정하

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흡광도의 억제 정도는 시료

중(0.84% plasma)에 들어 있는 antioxidant capacity에 비례

하게 된다. 시험관에 phosphate buffer saline(PBS), ABTS,

metmyoglobin을 혼합한 후 시료를 넣고 H2O2로 반응시켜

740 nm의 파장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Shimadzu

UV-1601, Tokyo, Japan)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장의 TRAP 농도는 trolox의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 mM)로 표현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SPSS/Windows 14.0(Sta-

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실험군 간의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식이 및 물 섭취량

STZ-NA로 유도된 당뇨그룹(DC, AC, GSE)의 체중 증가

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당뇨 유도군들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Table 1). 이는 STZ에 의한

당뇨 모델에서 체중 감소를 보고한 Shin의 연구(26)와 일치

한 결과이다. Brooks 등(27)과 Kim 등(28)은 STZ에 의해

유도된 당뇨 동물은 췌장내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한 인슐린

생성의 부족과 그 작용이 저하되므로 당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산부족이 생기며, 간, 근육 및 지방조직의 지방과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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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GSE added on weight gain, food intake, water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of STZ-nicotinamide
induced rats

Group
1)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Water intake (mL/day) FER
4)

NC
DC
AC
GSE

143.0±4.62)a3)
15.0±8.8b
-3.8±12.8b
3.0±11.2b

19.5±0.2a
23.9±1.7b
24.0±0.5b
23.9±1.3b

31.9±1.1a
157.8±3.5d
114.2±3.0b
140.1±4.3c

0.104±0.003a
0.000±0.008b
-0.002±0.007b
0.02±0.006b

1)NC, normal control; DC, STZ-nicotinamide-induced rats; AC, STZ-nicotinamide-induces rats＋acarbose (4 mg/kg); GSE,
STZ-nicotinamide-induces rats＋GSE (50 mg/kg).
2)Values are mean±SE (n=7).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FER＝Food intake (g/day)/ Weight gain (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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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GSE on fasting blood glucose level in normal
rats and STZ-NA induced diabetic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in the groups at each time poi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normal control; DC, STZ-nic-
otinamide induced rats; AC, STZ-nicotinamide induced rats＋
acarbose (4 mg/kg); GSE, STZ-nicotinamide induced rats＋GSE
(50 mg/kg).

로부터 부족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어 체중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식이와 물 섭취량은 정상군에 비해 당뇨그룹 DC, AC,

GSE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Kim(29)의 연구에서

도 정상군에 비해 당뇨군에서 다식현상을 보고하였고, 이는

인슐린이 결핍된 쥐에게서 NPY(neropeptide Y) mRNA의

증가와 시상하부의 leptin 수용체의 작용저하로 식이섭취량

이 현저히 증가에 의한 것으로 Malabu 등(30)은 보고하였으

며, 인슐린이 보충되었을 때는 이러한 식이섭취량의 증가는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Preton 등(31)은 STZ에 의해 유발된

당뇨 쥐에서는 정상 쥐에 비해 수분섭취량이 4～7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중 음료섭취량은 DC에

비해 AC, GSE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1). Pari

와 Srinivasan(24)은 STZ-NA로 유도된 당뇨 쥐에 diosmin

섭취 시 음료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은 diosmin에

의해 당조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

서도 당뇨병의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인 다음(多飮)이 acar-

bose나 GSE 섭취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이이용효율은 정상군이 당뇨 유발군들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Table 1), Lim과 Lee(32)의 연구에서도 당뇨유

발군의 식이효율이 정상군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GSE군은 다른 당뇨 실험군들과 같이 식사섭취량이

증대되고, 급격한 체중감소를 보여 식이효율 증대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GSE가 STZ-NA 유도 당뇨쥐의 혈당변화에 미치는 영향

STZ-NA로 유도된 당뇨쥐에 GSE 섭취 후 매주 혈당 변

화를 측정하였다(Fig. 1). 정상군은 10주 동안 정상 수준 공

복혈당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뇨 유발군에서는 453～600

mg/dL의 혈당을 나타내었다. 이는 STZ에 의한 β-세포 파

괴와 동시에 NA에 의한 insulin 내성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Pari와 Srinivasan(24)는 보고하였다. 양성대조군 acarbose

는 8주부터 공복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9주까지

GSE군은 DC군보다 공복혈당은 낮았지만 유의적 차이는 보

이지 않다가 마지막 10주에서는 DC군보다 공복혈당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10주 이상의 계속적인 GSE 섭취 시

acarbose와 유사한 혈당상승 억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

각된다. Kang(33)은 STZ로 유도된 제2형 당뇨모델 쥐에게

청국장 섭취 시 α-glucosidase 활성을 저해하고, 인슐린 민

감도를 개선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STZ-NA로 유도된 제2

형 당뇨모델 쥐에 GSE 섭취 시 나타난 공복혈당의 저하효과

도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보(21)에서

GSE의 α-glucosidase 억제활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GSE

의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보고된 바 없기에 성분

규명이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GSE가 STZ-NA 유도 당뇨쥐의 경구 당부하 후에 미치는

영향

GSE 섭취가 STZ-NA로 유발된 당뇨 쥐의 경구 당부하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포도당을 경구투여 후 30분 간격

으로(0, 30, 60, 90, 120분) 채혈하여 경구 당부하 검사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포도당 투여 30분 후

부터 혈당이 상승되기 시작하여 정상군보다 당뇨군들에서

유의적으로 상승하였고, 당뇨군들에서는 DC군에 비해 AC

군과 GSE군에서 유의적으로 혈당상승이 억제되었으며,

GSE군과 AC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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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od glucose level after administration of GSE in normal rats and STZ-NA induced diabetic rats (A).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in the groups at each time poi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areas under the curve
of the glucose response in normal rats and STZ-NA induced diabetic rats (B).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normal control; DC, STZ-nicotinamide induced rats; AC, STZ-nicotinamide induced
rats＋acarbose (4 mg/kg); GSE, STZ-nicotinamide induced rats＋GSE (5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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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SE on plasma total antioxidant potential
in normal rats and STZ-NA induced diabetic ra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normal control; DC, STZ-nicotinamide
induced rats; AC, STZ-nicotinamide induced rats＋acarbose (4
mg/kg); GSE, STZ-nicotinamide induced rats＋GSE (50 mg/kg).

이와 같은 경향은 90분까지 지속되었고, 120분에서 DC 그룹

은 공복혈당 수준으로 감소하여 AC와 GSE 섭취 그룹의 혈

당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Woo 등(34)은 α-

glucosidase 억제제 voglibose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

자에게 섭취 시 혈당 상승정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Orhan 등(35)은 STZ 유도 당뇨모델에 포도나무 잎의

에탄올 분획 섭취 후 경구 당부하 검사 시 혈당상승을 현저

히 낮출 수 있었는데, 이는 이 분획이 인슐린 분비 촉진과

포도당 흡수 지연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찰하였다.

포도당 곡선 하면적(area of under curve, AUCs)은 DC 그룹

(47046 min·mg/dL)보다 AC(30446 min·mg/dL)와 GSE 섭

취군(31860 min·mg/dL)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혈당 상

승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2B).

GSE가 STZ-NA 유도 당뇨쥐의 항산화상태에 미치는 영향

혈장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들의 복합된 활성을 측정하

여 혈장의 총 유리기 포집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방법인(25)

혈장 TRAP을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혈장 TRAP

수준은 정상군에 비해 DC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AC군의 혈장 TRAP은 DC군보다 상승되었지만 이들 모두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GSE군에서 DC군보

다 혈장 TRAP 수준이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실제로 건강

한 정상인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장 TRAP 수

준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치

료제 gliclazide 섭취 후에는 혈장 TRAP이 유의적으로 증가

한 결과가 보고되었다(36). 따라서 GSE에 의한 유리라디칼

소거능에 따른 혈장 TRAP 증가는 제2형 당뇨모델 쥐의 산

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모델 쥐에서 조각자 추출물의 항당

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D계 수컷 흰쥐에 streptozotocin

(STZ)을 복강주사 15분 후 nicotineamide(NA)로 복강에 재

주사하여 제2형 당뇨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당뇨대조군

(DC), 당뇨 유발군＋acarbose 4 mg/kg(AC), 당뇨유발군＋조

각자 추출물(Gleditschiae Spina ethanol extract) 50 mg/kg

(GSE), 그리고 정상군(NC)으로 나누어 10주간 식이와 함께

물을 자유 급여하였다. 10주 동안 매일 식이 섭취량과 음료

섭취량 및 매주 체중과 공복혈당을 측정하고, 마지막 주에

경구포도당 부하검사(OGTT)를 실시하였으며, 부검 시 혈

액을 채취하여 혈장 TRAP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상군에 비

해 당뇨그룹(DC, AC, GSE)의 체중 증가는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고, 당뇨 유발군들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식이

섭취량, 음료섭취량 및 식이이용효율은 정상군에 비해 당뇨

그룹 DC, AC, GSE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음료

섭취량은 DC에 비해 AC, GSE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정상군은 10주 동안 정상 수준 공복혈당을 나타내었고,

acarbose는 8주부터 공복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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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까지 GSE군은 DC군보다 공복혈당은 낮았지만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10주에서는 DC군보다 공복혈

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에서는

포도당 투여 30분 후부터 혈당이 상승되기 시작하여 정상군

보다 당뇨군들에서 유의적으로 상승하였고, 당뇨군들에서

는 DC군에 비해 AC와 GSE군에서 유의적으로 혈당상승이

억제되었다. 10주간의 GSE 보충은 DC군에 비해 혈장 내

총항산화(TRAP) 수준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에서 조각자 추출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혈당증가 억제에 있어 확연한 효과를 보일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조각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조각자 추출물의 혈당강하작용

효과를 가지는 물질의 분리 및 정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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