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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β-carotene on the antioxidant system of rats
with diabetes. Forty Sprague Dawley rats were fed the AIN-76 control diet or the same diet supplemented with
β-carotene (7.2 mg/kg diet) for 3 weeks, then diabetes was induced in half the rats by administering streptozoto-
cin (45 mg/kg BW) into the femoral muscle. Diabetic and normal rats were fed the experimental diets for 2
more week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β-carotene on diabetes, the activities of antioxidative enzymes
and glutathione concentration were determined in normal and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The plasma
glucose levels in diabetic rats were not influenced by the dietary supplementation of β-carotene. Hepatic activ-
ities of catalase and superoxide dismutase in diabetic ra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ontrol rats
but β-carotene tended to induce these activities. Glutathione-S-transferase activ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
ent between experimental groups. Glucose-6-phosphatase activity was induced in diabetic rats, but dietary sup-
plementation of β-carotene reduced this activity. The hepatic concentration of reduced glutathione in diabetic
rats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rats, but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β-carotene restored the content to
some extent. These data suggest that diabetic rats are exposed to increased oxidative stress and that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β-carotene may reduce its detriment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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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사회의 서구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등으

로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에

비해 2005년 9.2%, 2007년 9.5%, 2008년 9.7%, 2009년 9.6%

로 같은 기간의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1) 당뇨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베타세포의 기능 손

상에 의해 체내 free radical의 농도와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

가되며,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등과 같은 항

산화효소의 활성도를 감소시키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3). 고혈당에 따른 산화스트레스

에 의한 당뇨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고혈당은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으며, 세포 또는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ROS))을 증가시키고(4), TAS

(total antioxidant status)와 GSH-Px(glutathione perox-

idase)의 활성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5,6). 당뇨병

성 혈관합병증 환자의 경우에는 적혈구의 과산화지질 함량

이 높고, 항산화 방어체계가 저하되며 생성된 과산화지질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손상시켜 관상심혈관계질환을 유

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7,8). 따라서 당뇨병의 산화성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항산화계의 강화는 만성합병증 발생의

예방과 완화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9). 최근 미국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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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basal diet

Ingredient Content (%)

Casein
DL-Methionine
Corn starch
Sucrose
Corn oil
Lard
α-Cellulose
Mineral mix

1)

Vitamin mix
2)

Choline bitartrate

20
0.35
15
40
5
10
5
3.5
1
0.15

1)
Mineral mixture according to AIN-76 (Teklad, Madison, WI,
USA).
2)
Vitamin mixture according to AIN-76 (Teklad).

Table 2. Experimental design (mg/kg diet)

Group
1)

Basal diet β-Carotene Streptozotocin
2)

NC
DC
NB
DB

＋
＋
＋
＋

－
－
7.2
7.2

－
＋
－
＋

1)
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NB: normal＋β-car-
otene, DB: diabetic＋β-carotene.
2)
Streptozotocin (45 mg/kg BW) was injected to rats intra-
muscularly.

학회에서는 변경된 당뇨병 표준진료 권고안을 발표하여 당

뇨병의 조절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10).

Streptozotocin(STZ)이나 alloxan으로 당뇨병을 유발시

킨 실험동물과 당뇨병 환자에게서 지질과산화물 함량이 증

가되고 체내 항산화영양소 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서(11-

13), 이들 변화기전을 구명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4-26). 이와 관련하여 비타민 E, C나 아연을 보충하여

섭취함으로써 인슐린의 작용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진전을

완화시켰고(14), 혈중 lycopene과 β-carotene 등의 항산화

영양소 함량이 낮을수록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항산화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 산화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15). 그리고 제2형 당뇨병환자의 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엽산을 보충 섭취하는 것이 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

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6). 또한 streptozotocin에 의해

유도된 당뇨쥐에서 비타민 A의 대사 이용성이 저하되었고,

retinol binding protein의 합성에 중요한 아연의 혈중 농도가

저하되었다고 보고되어(17) 당뇨병의 진행과 비타민 A 대사

와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당뇨병의 산화스트레스 손상에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비타민 C, 비타민 E, β-carotene 등의 항산화영양소의 소모

가 증가되는데, 이때 비타민 A의 전구체인 carotenoids는

비타민 A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18) 항산화영양소로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여 질병과 암의 발생빈도를 저하시키는데

유효하다(19-23). 따라서 혈중 β-carotene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22), β-carotene은 약물에 의한 산화적 간

손상을 감소시키고(13), 혈중 carotenoids 함량이 높을수록

혈당장애의 위험이 낮아지므로(24) β-carotene이 풍부한 채

소나 과일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25). 그러나 Song 등

(26)은 제2형 당뇨병에서 유발되는 심혈관계질환에 비타민

C와 E는 효과적이었지만 β-carotene은 유의적인 효과가 없

어서 좀 더 연구가 되어야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arotenoids의 생리작용에 관한 연구들

을 토대로 β-carotene의 섭취가 당뇨상태에서 혈당 조절과

항산화계 활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간조직의

항산화효소 활성과 glutathione 함량을 측정하여 당뇨병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통해 당뇨병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식이섭취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사육 및 당뇨 유도

실험동물은 체중이 평균 90 g인 4주령의 Sprague-Dawley

종 숫쥐(대한실험동물센터, 한국)를 일반 고형사료와 물을

공급하면서 1주일 동안 환경에 적응시킨 뒤 난괴법에 따라

10마리씩 대조군(NC군), 당뇨유발군(DC군), β-carotene 급

여군(NB군), 당뇨유발 및 β-carotene 급여군(DB군)으로 나

누어 stainless steel cage에 한 마리씩 분리․사육하였다. 이

때 사육 환경은 온도 20～25
o
C, 습도는 55±1 %, 명암주기는

12시간 간격(light 08:00～20:00)으로 유지하였다.

실험식이는 AIN-76 식이를 기본으로 기본식이(Table 1)

와 β-carotene을 급여한 식이(7.2 mg/kg diet)로 구분하였

고, 3주간 실험식이로 흰쥐를 사육한 후 당뇨를 유도하였다

(Table 2). β-Carotene 급여수준은 Furusho 등(27)과

Maritim 등(28)의 0.1% 수준을 참조하여 예비실험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당뇨상태는 실험식이 급여 3주 후 대퇴부

근육에 streptozotocin(45 mg/kg BW)을 0.1 M citrate buf-

fer(pH 4.5)에 용해시켜 주사하여 유도하였다. 당뇨유도 이

틀 후 요당을 측정하여(Glucotest,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 뇨당이 300 mg/dL 이상인 것을 당뇨

가 유발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당뇨 유도 후 다시 2주간 실험

식이로 흰쥐를 사육한 후 희생시켜 시료를 준비하였다.

시료 준비 및 전처리

실험식이를 공급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희생

시키기 직전에 체중을 측정하고,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시켜

개복한 후 쥐의 복부 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은

냉장상태에서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분리한 후 일정량씩 나

누어 -70oC에서 냉동․보관하였다.

간조직은 1.15% KCl buffer로 관류시킨 후 적출하여 동일

한 buffer로 여러 번 세척하고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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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β-carotene on
plasma concentration of glucose in normal and diabetic rats.
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NB: normal＋β-car-
otene, DB: diabetic＋β-carotene. Values shown are mean±SD.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간조직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일정 분량씩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하여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켜 -7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간조직 중 1 g을 10 mL 1.15% KCl buffer로 마쇄하여 균질

화시킨 후 6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가라앉은 하부층의

pellet은 2 mL의 1.15% KCl buffer로 균질화하여 미토콘드

리아 분획을 일정량씩 나누어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킨 후

-70oC에서 보관하고, 상등액은 다시 105,000×g에서 1시간

원심분리 하였다. 여기서 얻은 하부층의 pellet은 1.15% KCl

buffer로 균질화하여 마이크로솜 분획으로, 상등액은 사이

토졸 분획으로 하고 각각 일정량씩 나누어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켜 -70
o
C에서 보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4

o
C의 냉장

온도에서 진행되었다.

혈당치 측정

혈당 측정은 glucose oxidase법으로 제조된 포도당 측정

용 시약(Glucose-E Kit, 영동제약, 용인, 한국)을 사용하여

505 nm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간조직의 항산화효소 및 glucos-6-phosphatase 활성

측정

간조직 중 catalase 활성도는 50 mM phosphate buffer

(pH 7.0)로 희석시킨 미토콘드리아 현탁액을 사용하여 H2O2

분해에 따른 흡광도의 감소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29). 간

조직의 sur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도는 pyro-

gallol의 자동산화가 O2 의존성이 매우 높고, SOD에 의해

대부분 저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0). 간 사이

토졸 100 μL에 chloroform : EtOH(3:5) 혼합용액 40 μL를 첨

가하여 잘 혼합한 후 5,000×g에서 15분간 냉장․원심분리

한 후 상징액을 SOD 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Pyro-

gallol에 의한 자동산화를 50% 저해했을 때의 값을 SOD 1

unit로 정의하였고, 단백질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SOD의

unit를 표기하였다. GST 활성은 Habig 등(31)의 방법에 의

해 세포질에서 1-chloro-2,4-dinitrobenzene(CDNB)과 glu-

tathione을 기질로 사용하여 340 nm에서 단백질 mg당 1분

간 포합되는 CDNB의 nmole로 표시하였다. 간조직의 glu-

cose-6-phosphatase 활성은 sucrose/EDTA 완충용액 일정

량에 0.1 M glucose-6-phosphate 1.0 mL, cacodylate 완충

용액 0.1 mL를 차례로 섞은 후 10 mM phosphate 완충용액

으로 희석시킨 마이크로솜 부유액을 이용하여 반응을 유도

한 후 8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은 단

백질 1 mg당 1분 동안 방출되는 무기인의 함량을 nmol로

표기하였다(32).

Glutathione 함량 측정

간조직 내 총 glutathione의 함량은 Theodorus와 Helmut

의 방법(33)에 의한 glutathione reductase-DTNB re-

circulation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일정량의 간조직을 1 M

HClO4 용액으로 균질화시킨 다음 200×g에서 2분간 원심분

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4 M K2CO3 용액으로 pH 7.0으로

맞추었다. 그런 다음 6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상층액

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정량의 시료에 NADH, DTNB, 그

리고 glutathione reductase를 가하여 412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5분 동안 측정하였다. 총 glutathione의 표준용액은

산화형 glutathione(GSSG)을 이용하여 표준검량선을 구해

그 양을 산출하였다. 간조직 내 GSSG 함량은 NADPH와

glutathione reductase에 의해서 GSSG가 GSH로 변화됨에

따라 감소되는 NADPH를 340 nm에서 표준검량선을 구한

후 nmol로 계산하였으며, GSH 함량은 총 glutathione과

GSSG의 차를 구하여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 통계 package(Version 10.0)를 이

용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실험군 평균치 간

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흰쥐의 성장상태 및 혈장 포도당 농도

흰쥐의 성장상태는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전보의 내용

(34)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체중증가량은 당뇨를 유도한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식이섭취량은 β-car-

otene을 급여한 당뇨군에서 나머지 실험군에 비해 증가하였

다. 식이효율은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 저하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위해 측정한 흰쥐의 공복 혈당은 Fig. 1에서와

같이 정상대조군은 143.7 mg/dL, 당뇨대조군은 394.0 mg/

dL, β-carotene 급여군은 140.9 mg/dL, β-carotene을 급여

한 당뇨군은 372.2 mg/dL로 당뇨군이 비당뇨군에 비해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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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β-carotene on
liver catalase, SOD and GST activities in normal and diabetic
rats (unit/min/mg protein)

Group
1)

Catalase SOD GST

NC
DC
NB
BD

15.4±2.6ab2)
12.8±2.3a
16.5±3.1b
14.4±2.7ab

6.4±1.6b
5.0±1.5a
6.4±1.6b
6.0±1.1b

139.6±20.1NS
141.4±23.8
144.5±24.2
151.2±21.9

1)
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NB: normal＋β-car-
otene, DB: diabetic＋β-carotene.
2)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with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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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β-carotene on
liver glucose-6-phosphatase activity in normal and diabetic
rats. 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NB: normal＋β-
carotene, DB: diabetic＋β-carotene. Values shown are mean± 
SD.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이 매우 높았다(p<0.05). 당뇨군들 중에서 β-carotene 급여

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는 없어서 본 실험조건 하에서 β-

carotene 급여는 혈당 조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는 β-carotene이 제2형 당

뇨환자를 보호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연구(35)와 유사하였

다. β-carotene의 당뇨에 대한 방어효과는 인슐린 작용과

유사한 기전의 일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도 있다(36).

그리고 당뇨상태에서 증가된 산소 유리기 때문에 산화스트

레스가 증가되고 이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여 심장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데(7,8,35), 이에 대하여 Garg 등(13)은 당뇨

쥐에게 5주간 비타민 E를 급여하였을 때 혈중 과산화물의

농도는 정상치로 감소되었지만 혈당치는 감소되지 않았다

고 하여 항산화영양소의 급여가 혈당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ong 등(26)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β-carotene의 공급이 다른 항산화영양소에 비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에서와 같이 β-

carotene은 혈당 조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간조직의 항산화 효소계 및 glucose-6-phosphatase

활성

간 미토콘드리아에서의 catalase 활성은 Table 3에서와

같다. 대조군(15.4 unit/min/mg protein)에 비해 당뇨군에서

12.8 unit/min/mg protein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활성을 나타

내었고(p<0.05), β-carotene 급여군에서는 증가되었다(p<

0.05). 이는 Ahn 등(9)의 혈당 증가에 따라 내재성 항산화제

인 catalase가 증가하였다는 보고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간 사이토졸 내의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

은 β-carotene을 급여하지 않은 당뇨군에서 5.0 unit/min/

mg protein으로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나(p<

0.05), β-carotene 공급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p<

0.05). 간 사이토졸 내의 glutathione-S-transferase 활성은

당뇨 유발과 β-carotene의 급여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간 마이크로솜에서의 glucose-6-phosphatase 활성은 대

조군에 비하여 β-carotene을 급여하지 않은 당뇨군에서

155.2 unit/min/mg protein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β-carotene을 급여한 당뇨군에서는 127.1 unit/min/

mg protein으로 활성이 유의적으로 저하되었다(p<0.05,

Fig. 2).

항산화효소는 활성산소 독성에 대한 중요한 방어기전으

로 작용하지만 당뇨병의 경우에는 활성도가 감소되며 이는

당뇨합병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5,8,26). 고혈당에서

는 항산화효소가 비효소적으로 당화되며 이는 효소의 구조

와 기능에 변화를 주어 활성도가 감소되며 SOD는 50% 이상

당화될 경우에 활성도가 감소된다(36). 산화-환원 반응을 조

절하여 활성산소종을 해독시켜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SOD,

glutathione peroxidase, catalase 등과 같은 효소의 농도가

베타세포에서는 더욱 감소되고, 베타세포에서 급격히 증가

된 활성산소종은 쉽게 세포 손상을 유발한다(6).

Levy 등(37)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동맥경화성 병변이 많

이 발병하고 있으며, 이는 당뇨병 상태에서 지질과산화가

유도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당뇨병환자의

혈장에서 LDL 산화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고

당뇨병 상태에서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그

러나 β-carotene을 보충하였을 때 LDL의 산화 민감성이 감

소되고 지질과산화물 함량도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식이 중

에 β-carotene을 보충함으로써 증가된 LDL 산화를 조절하

여 당뇨병 합병증인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Woodall 등(38)은 β-carotene 급여가 항산

화효소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β-carotene의 작용기

전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β-carotene의 11번째

conjugated π 결합이 산소 유리기를 무독화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Maritim 등(28)은 streptozo-

tocin으로 당뇨를 유도한 흰쥐에게 14일간 하루에 10 mg/kg

의 β-carotene을 복강 주사한 결과, 간조직의 catalase 활성

은 β-carotene을 급여한 당뇨쥐에서 대조군에 비해 저하되

었던 활성이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당

뇨쥐에서 β-carotene의 급여로 유리기의 수준이 정상범위



1096 장정현․이경순․서정숙

c

a

bc
b

0

2

4

6

8

NC DC NB DB

G
S

H
 (μ

m
ol

/g
 li

ve
r) 

 .

Fig. 3.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β-carotene on
hepatic concentration of glutathione in normal and diabetic
rats. 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NB: normal＋β-
carotene, DB: diabetic＋β-carotene. Values shown are mean±SD.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내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타민 C,

E와 함께 β-carotene을 급여하였을 때 흰쥐 신장에서 지질

과산화물 함량, glutathione 농도, GSH-Px, GST 활성 등이

정상수준으로 변화되었는데(39), 이는 여러 항산화제가 함

께 이용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항산화제로서 β-carotene 이용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결과

가 발표되고 있다. β-carotene은 유리기를 포획한 후에 β-

carotene 유리기가 산화촉진제로서 다른 산소 분자와 작용

하여 유리기 사슬을 전파시킬 수 있어서 β-carotene의 산화

작용 방어효과는 산소 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40). 그

러나 적정한 생리상태에서는 β-carotene은 산화상태를 조

절하는 신체 능력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28). Zheng 등

(41)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여성에서는 혈중 car-

otenoids 함량과 혈장 SOD의 활성도가 반비례하지만, 당뇨

병이나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여성들은 다른 결과를 나타

내어서 건강한 상태와 질병상태에 따라 항산화영양소가 효

소활성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혈당 조절을 위한 간의 역할에서 glucose-6-phosphate의

가수분해와 포도당 인산화 간의 조절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42). 따라서 glucose-6-phosphate

의 분해에 관여하는 glucose-6-phosphatase의 역할은 당뇨

상태에서 혈당 조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당뇨쥐에서 β-carotene을 급여한 군이 당뇨대

조군에 비해 glucose-6-phosphatase의 활성이 저하되어 혈

당 조절에 간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뇨쥐에

게 coumarin의 급여효과를 본 연구에서도 glucose-6-

phosphatase 활성은 당뇨쥐에서 대조군에 비해 활성이 유의

적으로 증가되었고 coumarin의 공급에 의해 그 활성이 저하

되었다고 하였다(43).

간조직의 glutathione 함량

간조직의 환원형 glutathione 함량은 당뇨군에서 유의적

으로 감소되어(p<0.05), glutathione의 소모가 관찰되었고,

당뇨군에서 β-carotene의 급여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p<0.05, Fig. 3).

Furusho 등(27)은 β-carotene을 급여한 당뇨쥐에서 환원

형 glutathione의 산화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당

뇨환자에게 과일과 채소를 보충 급여하였을 때 환원형

glutathione 농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항산화계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44). 이는 과일과 채소 중에

는 여러 생리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carotenoids의 영

향도 함께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1형 당뇨환자에서 gluta-

thione의 소모가 관찰되었는데, 그 기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cysteine을 이용하여 glutathione의 합성속도를 측정하였다

(45). 그 결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에서 gluta-

thione의 농도가 더 낮은 반면에 glutathione 합성속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환자에서 glutathione 이용 속도가

증가되어 혈중 glutathione과 cysteine의 고갈이 현저하게

일어나 합성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당뇨환자에서 항산화체계가 약화되어 당뇨병의 합병

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뇨를 유도한

흰쥐에게 14일간 하루에 10 mg/kg의 β-carotene을 복강 주

사한 실험에서 심장조직의 glutathione 농도가 β-carotene

투여로 거의 1.5배 증가되었다. 당뇨쥐의 간에서는 gluta-

thione 수준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50%까지 감소되었으나

β-carotene 투여 후에는 대조군보다도 거의 30% 이상 증가

되었다고 보고되었다(28).

본 실험의 결과로 항산화영양소의 급여방법, 급여기간, 비

타민 C와 E 등 다른 항산화영양소의 체내 상태 등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β-carotene의

적절한 보충은 당뇨로 인한 항산화물질의 소모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항산화제로서

β-carotene의 작용은 급여방법, 기간, 다른 항산화영양소의

체내 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의 치료에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제

기되고 있는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녹황색 채소 등을 통

해 식사 시 한국인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β-carotene의

혈관계 합병증 예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간 미토콘드

리아에서의 catalase 활성은 β-carotene을 급여한 비당뇨군

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당뇨군에서는

β-carotene 급여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간 사이토

졸 내의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은 β-carotene을 급여하

지 않은 당뇨군에서 그 활성이 가장 저하되었으나 β-car-

otene 공급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간 사이토졸 내

의 glutathione-S-transferase 활성은 β-carotene의 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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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 마이크로솜에서의 glucose-6-pho-

sphatase 활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β-carotene을 급여하지

않은 당뇨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β-carotene

을 급여한 당뇨군에서는 활성이 유의적으로 저하되었다. 간

조직의 환원형 glutathione 함량은 당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당뇨군에서 β-carotene의 급여로 증가하였

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β-carotene의 섭취는 당뇨 유도

에 의한 산화스트레스가 증가된 생리적 상태에서 glu-

tathione의 소모를 감소시키고, 항산화 효소계 중 특히 su-

peroxide dismutase 활성을 유도하여 과산화 라디칼을 환원

시킴으로써 활성산소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적 손상의 일차

적 방어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체시험 등을

통한 후속연구와 연계하여 β-carotene 수준을 적절하게 보

충 섭취한다면 당뇨로 인한 항산화계 활성의 변화를 조절함

으로써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를 나타내어 당뇨병

합병증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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