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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당으로 유도된 제브라피쉬 당뇨망막병증 모델에서 

약용식물의 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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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 The zebrafish (Danio rerio) is an established model organism for several pathophysiological conditions which are

related to human diseases. In this study, we tested the preventive effect of eight herbal extracts, which show the inhibitory effect

of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or aldose reductase (AR) in our previous study, on high glucose (HG)-induced ret-

inal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and analyzed the change of hyaloid vasculature. HG-induced zebrafish hyaloid vas-

culatur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thickness compared to untreated zebrafish (P<0.001, n=6~10). Eight herbal extract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retinal vessel dilation on the inhibitory activity. Particularly, Brandisia hancei (twigs and fruits),

Castanopsis orthacantha (leaves and twigs), Litsea japonica (leaves and twigs), Spenceria ramalana (whole plant), and Syn-

edrella nodiflora (leaves and stems) showed potent inhibitory activity against retinal vessel dilation in HG-induced larval

zebrafish.

Keywords − Zebrafish, Diabetic complications, Diabetic retinopathy, Herbal medicines

당뇨병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 당

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이상이나 작용경로의 비정

상적 반응으로 당질대사 장애가 초래되어 고혈당을 나타내

는 질환이다.
1)

현재 전 세계 성인인구의 6.4%인 2억 8천만명이 당뇨병

을 앓고 있으며,
2)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06년 163

만명에서 2010년 202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당이 지속되면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

성 신경병증과, 당뇨병성 망막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4)
 그

중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는

망막의 혈관이 확장되고 출혈이 되다가, 좀 더 진행되면 새

로운 혈관이나 섬유조직이 형성되며 결국에는 망막박리나

초자체 출혈이 발생하면서 실명에 이르게 된다.
5)

 현대 의학

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대한 완치법이 아직까지 개

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약물요법,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이

당뇨병 치료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도되는 약물

요법은 위장장애, 급격한 혈당감소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운동요법이나 식사요법만으로는 당뇨병의 완치

가 어렵다.
6-8) 
최근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합

성의약품의 경우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

타나므로, 한약재를 포함한 천연물로부터 분리된 생리활성

물질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부작용이 적은 소재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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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의 기전연구 및 약물의 효능

연구를 위해 제1형 당뇨동물모델인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STZ)에 의해 유도된 설치류와 렙틴 리셉터

(Leptin receptor)를 유전적으로 불활성화시킨 제 2형 당뇨

모델db/db 마우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9-11)

 특히, 기존 동

물모델에서 당뇨합병증 치료제 효능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약물의 체중당 투여량을 최소 12주간 투여 해

야 하므로 약물 소요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팀은 당뇨합병증의 치료제 개발 연구에 기존 동물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모델동

물인 제브라피쉬(Danio rerio)를 이용하였다.
 
제브라피쉬는

척추동물로 유전자 구성면에서 인간과 90% 이상 유사하며

기관형성 과정이 비슷하고, 발생배(embryo)가 투명하여 일

반적인 해부 현미경 아래에서 발생의 모든 과정을 육안으

로 관찰하기 용이하여 모델동물로써 큰 장점을 가지고 있

다.
12-14)

 제브라피쉬는 현재 위암, 간암, 췌장암 등의 종양질

환,
15,16)

 심혈관질환,
 17,18)

 뇌신경질환,
19-21)

 피부질환,
22)

 비만

과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23)

 시각과 청각 장애
24,25)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동물모델로 이용되고 있으며, 당뇨병성 망막증

모델로는 고혈당에 의해 유도된 망막 혈관 확장 현상을 보

이는 모델이 보고 되었다.
26)

 본 연구그룹은 고혈당으로 처

리된 제브라피쉬 치어의 유리체 혈관 변화를 통해 단기 당

뇨병성 망막질환 모델로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VEGF 리

셉터 억제제, 산화질소(Nitric oxide, NO) 억제제 및 상용화

된 Lucentis
®
(ranibizumab)의 처리에 의해 혈관 확장이 억제

됨을 확인함으로써 in vivo 효능평가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27)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질병

연구 및 질환모델개발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실험

에서는 천연물 추출물의 당뇨병성 망막질환 억제 효능을 in

vivo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제브라피쉬 치어를 이용하여 고혈당 조건에서

망막의 유리체 혈관(hyaloid vasculature)이 대조군에 비해

확장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현재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

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Metformin)을
28,29)

 처리하여 유리체

혈관 확장이 정상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뇨

합병증의 주요 원인 인자인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과 알도즈 리덕테이즈(aldose reductase,

AR) 억제 효능이 우수하다고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8종의

천연물 추출물(Table 1)에 대해 망막 유리체 혈관 변화를 관

찰하였다.
30-37)

재료 및 방법

제브라피쉬 사육 및 산란 −제브라피쉬는 소형 열대담수

어로 순환 여과 시스템을 갖춘 수조에서 생육 적정온도인

28.5
o
C 유지되도록 사육한다. 최초 먹이는 수정 후 5일째부

터 수정 후 15일째까지 encapsulon을 소량씩 투여하고, 이

후에는 시판하고 있는 Brine shrimp(Artemia salina)를 24시

간동안 부화시켜 먹이로 사용하였다. 제브라피쉬의 산란과

수정은 빛에 의해 유도되므로, 수정란을 얻기 위해 전날 저

녁에 제브라피쉬 암, 수 각각 한 마리씩 전용 mating cage

에 넣고 암반응을 유지한 뒤 다음날 빛에 반응하여 교미 및

산란이 유도된다. 수정란을 수집하여 Petri dish에 옮기고

egg water(Sea salts, 0.06 g/L)를 채워 28.5
o
C의 배양기에서

발생시켰다.
38)

제브라피쉬 치어를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증 효능 검색 −

혈관내피세포에 특이적으로 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ce

Protein, GFP)이 발현하는 형질전환 제브라피쉬[Tg(kdrl:

EGFP)] 암수를 교배하여 발생배를 획득하였다.
39)

 수정 24

시간 째 형광단백질을 발현하는 발생배를 선별하여 24 well

plate에 5 개체씩 분주한 후 30 mM glucose를 이용하여 고

혈당(high glucose, HG)을 유도하였다. 이때 확인하고자 하

는 약물을 glucose 용액에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약물 처리 후 2일 째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하였다. 고혈당

조건에서 5일간 처리 한 후 고정액(4% paraformaldehyde)

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개체를 D.W

(distilled water)로 수세하고, 3% trypsin[Tris-HCl(pH 7.8)]

을 이용하여 37
o
C에서 80분간 반응시킨 후, 수정체를 분리

하여 형광현미경(Olympus, SZX16, Japan)으로 유리체 혈관

의 이미지를 얻은 후 Image J 프로그램으로 시신경 유두(optic

disc)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혈관의 두께를 측정하

고, GraphPad Prizm 5 software(GraphPad, San Diego, CA,

USA)로 분석하였다.
27)

식물 재료 − Brandisia hancei Hook. f.(내강등)의 소지와

Spenceria ramalana Trimen(마제황)의 전초는 중국 운남성에

서 2008년 8월 경에 채집하였으며, Castanopsis orthacantha

Franch.(원강고)의 소지는 중국 운남성에서 2010년 6월 경

에 채집하였으며, Harrisonia perforate (Blanco) Merr.의 줄

기와 잎은 베트남 꽝찌성에서 2007년 11월 경에 채집하였

으며, Litsea japonica(Thunb.) Juss.(까마귀쪽 나무)의 잎과

줄기와 Mallotus japonicus(Thunb.) Muell. Arg.(예덕나무)의

잎과 소지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2010년 6월 경에 채집하였

으며, Robinia pseudoacacia L.(아카시아나무)의 잎과 소지

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0년 11월 경에 채집하였으며,

Synedrella nodiflora(L.) Gaertn.의 줄기와 잎은 2010년 12

월 경에 베트남 랑손에서 채집하였다. 채집한 식물은 가천

대학교 김주환 교수에 의해 정확히 동정되었으며, 증거표본

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식물표본실에 보관중이다.

추출 및 시료조제 −분쇄 또는 절단한 시료 200 g에 2 L

의 에탄올을 넣고 실온상태에서 3일간 3회 추출하였다. 이

를 여과하여 40
o
C 수욕상에서 감압농축을 실시한 후, 동결

건조기에서 건조하였다.
31)

 추출물은 실험 수행 전에 감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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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P2O2를 이용하여 12시간 이상 재 건조한 후 DMSO

(Sigma, St. Louis, MO, USA)에 용해시켜 stock solution을

조제하였으며 최종 DMSO의 농도가 0.1%가 되도록 30 mM

glucose 용액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성인병 중의 하나로, 최

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당뇨병 유병

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발생 연령이 낮아짐과 동시에 인간

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어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7)
 기존 연구에서 선별된 최종

당화산물 생성저해효능과 알도즈 리덕테이즈 억제 효능이

입증된 추출물 8 종에 대해서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효능평

가를 시행하였다.
30-37)

 Fig.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30 mM

glucose 용액에서 5일간 배양한 고혈당군에서 치어 제브라

피쉬 망막의 유리체 혈관이 대조군(Normal, NOR)과 비교

하여 유의적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p<0.001,

n=6-10), 확장된 혈관이 대조약물로 사용한 메트포르민

(10 µM, 20 µM)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Fig. 2에서와 같이 glucose와 Castanopsis

orthacantha 80% 에탄올 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실험군(1 µg/

ml, 5 µg/ml)에서 고혈당에 의해 유도되는 혈관 확장 현상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8종의 80% 에

탄올 추출물에 대해 유리체 혈관 확장 변화에 대해 분석하

였다(Fig. 2). 현삼과의 B. hancei 에서 분리한 phenylethanoid

glycosides는 항산화효과,
40)

 소태나무과의 H. perforate 뿌리

에서 분리한 추출물은 대식세포항균효과,
41)

 녹나무과의 L.

japonica열매 추출물은 항골관절염 효과,
42)

 대국과의 M.

japonicus는 산화질소 발생 억제 효과,
43)

 콩과의 R. pseudo-

acacia는 치석 및 치주염에 효과,
44)

 국화과의 S. nodiflora는

Fig. 1. Effect of Metformin on HG-induced hyaloid-retinal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A) Representative images. a. Control

zebrafish (NOR), The diameter of hyaloid vessels was measured at locations proximal to the optic disc (red circle); b. high glucose

(30 mM) glucose treated zebrafish (HG); c-d. HG and metformin treated zebrafish (10 µM and 20 µM). B) Quantitative analysis of

hyaloid-retinal vessel diameter. Metformin were significantly reduced the vessel dilation induced by high glucose. Data are pre-

sented as the mean ± S.E.M. (n=6~10). ###P < 0.001 vs. NOR, ***P < 0.001, vs. HG. Scale bar = 50 µm

Fig. 2. Effect of C. orthacantha on HG-induced hyaloid-retinal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Representative images. a.

Control zebrafish (NOR). The diameter of hyaloid vessels was

measured at locations proximal to the optic disc (red circle). b.

high glucose (30 mM) treated zebrafish (HG). c-d. HG and

80% EtOH extracts of C. orthacantha treated zebrafish (1 µg/

ml and 5 µg/ml). C. orthacantha were significantly reduced

the hyaloid-retinal vessel dilation induced by high glucose.

Scale bar =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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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Quantitative data of herbal extracts on HG-induced retinal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The extracts of herbs were

treated in HG-induced larval zebrafish. Hyaloid vasculature were analyzed from each lens. Vessel diameter was analyzed using

Image J softwar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E.M. (n=6~10). ###P < 0.001 vs. NOR, ***P < 0.001, vs. HG.

Table I. Inhibitory activity of 80% ethanol extracts on high glucose induced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Family name Scientific name Part used Habitat
Inhibition (%)

Ref.
1 µg/mL 5 µg/mL

Scrophulariaceae

(현삼과)

Brandisia hancei

(내강등)
Fruits, Twigs China 76.57±7.62 96.99±8.42 30, 31

Fagaceae

(참나무과)

Castanopsis orthacantha

 (원강고)
Leaves, Twigs China 121.4±6.51 117.7±5.19 32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Harrisonia perforate Leaves, Stems Vietnam 78±7.60 66.7±10.09 33

Lauraceae

(녹나무과)

Litsea japonica

(까마귀쪽나무)
Leaves, Stems Korea 107.4±6.29 81.21±8.42 34

Euphorbiaceae

(대극과) 

Mallotus japonicus

(예덕나무)
Leaves, Twigs Korea 93.86±11.55 0.25±16.87 35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Leaves, Twigs Korea 81.43±17.66 86.27±8.89 35

Rosaceae

(장미과)

Spenceria ramalana

(마제황)
Whole plant China 117.4±6.94 104.3±7.98 36, 37

Asteraceae

(국화과)

Synedrella nodiflora

(금요전)
Leaves, Stems Vietnam 95.58±17.3 102±20.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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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및 항산화효과,
45)

 간 보호 효과,
46)

 항우울증 효능
47)
에

대해 보고되었다. 참나무과의 C. orthacantha와 장미과의 S.

ramalana는 현재 다른 활성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으며, 효

과가 우수한 현삼과의 B. hancei, 녹나무과의 L. japonica,

장미과의 S. ramalana는 본 연구팀에서 추출물과 분획물에

대해 당뇨합병증예방 및 치료용 물질로 확인하여 특허 출

원을 한 바 있다(Fig. 3).

8종의 80% 에탄올 추출물에 대해 고혈당에 의한 유리체

혈관 확장 현상을 억제하는 효능(inhibition percent)을 분석

하여 Table I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I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실험을 진행한 8종의 한약재 추출물 모두 고혈당

조건에서의 확장된 혈관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효능을 보

였고, 그 중에서 5종의 추출물(Brandisia hancei, Castanopsis

orthacantha, Litsea japonica, Spenceria ramalana,

Synedrella nodiflora)은 억제 효능이 우수하여, 실험을 수행

한 농도에서 정상수준(대조군 기준)까지 회복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언급된 기존에 보고된8종의 약용식물에 대해서 최종

당화산물 생성 억제 효능과 함께 in vivo제브라피쉬에서 망

막 유리체 혈관 확장 현상을 탁월하게 억제하는 효능까지

확인하였다(Table I). 본 연구는 제브라피쉬 치어를 이용하

여 당뇨에 의해 나타나는 합병증의 치료제 개발에 유용하

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최종당화산물 생성저해효능과 알도즈 리덕테이즈 억제 효

능이 입증된 추출물 8종의 80% 에탄올 추출물을 in vivo에

서 고혈당에서 유도된 제브라피쉬 망막 유리체 혈관 확장

억제 효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8종 모두 억제 효과가 있

었으며, 그 중에서도 5종이 고혈당 조건에서 두꺼워진 유리

체 혈관을 정상수준까지 회복하는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효능이 확인된 약용식물 추출물은 설치류 당뇨병

성 망막증 모델에서 전임상 연구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며,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제 개발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일반사업비(K15140, K16270)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인 용 문 헌

1. Kim, J. Y., Park, J. Y. and Lee, K. U. (1994) Diabetes and tra-

ditional medicine effect of several traditional drugs on the

plasma glucose levels in streptozocin induced diabetic rat. J.

Korean Diabetes Assoc. 18: 377-380.

2. Shaw, J. E., Sicree, R. A. and Zimmet, P. Z. (2007) Global

estimates of the prevalence of diabetes for 2010 and 2030.

Diabetes Res. Clin. Pract. 87: 4-14.

3.국민건강보험공단. 298 질병 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2006-2010.

4. Shen, L., You, B. A., Gao, H. Q., Li, B. Y., Yu, F. and Pei, F.

(2012) Effects of phlorizin on vascular complications in dia-

betes db/db mice. Chin. Med. J. 125: 3692-3696.

5. Lorenzi, M. and Gerhaedinger, C. (2001) Early cellular

changes induced by diabetes in the retina. Diabetologia 44:

791-804.

6. Krentz, A. J. and Bailey, C. J. (2005) Oral antidiabetic agents:

current role in type 2 diabetes mellitus. Drugs 65: 385-411.

7. Kang, H. (2012) Current therapeutic agents and anesthetic

considerations for diabetes mellitus. Korean J. Anesthesiol.

63: 195-202.

8. Corns, C. M. (2003) Herbal remedies and clinical biochem-

istry. Ann. Clin. Biochem. 40: 489-507.

9. Lee, J. H., Cho, C. W., Han, X. F., Hwang, J. Y., Kang, M.

J., Joo, H. J., Kim, M. E., Seo, Y. J. and Kim, J. I. (2008)

Amelioration of plasma glucose and cholesterol levels in db/

db mice by a mixture of Chinese herbs. Korean J. Medicinal

Crop. Sci. 16: 225-230.

10. Robinson, R., Barathi, V. A., Chaurasia, S. S., Wong, T. Y.

and Kern, T. S. (2012) Update on animal models of diabetic

retinopathy: from molecular approaches to mice and higher

mammals. Dis. Model Mech. 5: 444-456.

11. Schlegel, A. and Stainier, D. Y. (2007) Lessons from "lower"

organisms: what worms, flies, and zebrafish can teach us

about human energy metabolism. PLoS Genet. 3: e199.

12. Jörgens, K., Hillebrands, J. L., Hammes, H. P. and Kroll, J.

(2012) Zebrafish: a model for understanding diabetic com-

plications. Exp. Clin. Endocrinol. Diabetes 120: 186-187.

13. Gleeson, M., Connaughton, V. and Arneson, L. S. (2007)

Induction of hyperglycaemia in zebrafish (Danio rerio) leads

to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retina. Acta. Diabetol. 44:

157-163.

14. Tobia, C., De, Sena. G. and Presta, M. (2011) Zebrafish

embryo, a tool to study tumor angiogenesis. Int .J. Dev. Biol.

55: 505-509.

15. Feitsma, H. and Cuppen, E. (2008) Zebrafish as a cancer

model. Mol. Cancer Res. 6: 685-694.

16. Jing, L. and Zon, L. I. (2011) Zebrafish as a model for normal

and malignant hematopoiesis. Dis. Model Mech. 4: 433-438.

17. Bakkers, J. (2011) Zebrafish as a model to study cardiac

development and human cardiac disease. Cardiovasc. Res.

91: 279-288.

18. Tanaka, T., Oka, T., Shimada, Y., Umemoto, N., Kuroyanagi,

J., Sakamoto, C., Zang, L., Wang, Z. and Nishimura, Y.

(2008) Pharmacogenomics of cardiovascular pharmacology:



30 Kor. J. Pharmacogn.

pharmacogenomic network of cardiovascular disease models.

J. Pharmacol. Sci. 107: 8-14.

19. Xi, Y., Noble, S. and Ekker, M. (2011) Modeling neuro-

degeneration in zebrafish. Curr. Neurol. Neurosci. Rep. 11:

274-282.

20. Fleming, A. and Rubinsztein, D. C. (2011) Zebrafish as a

model to understand autophagy and its role in neurological

disease. Biochim. Biophys. Acta 1812: 520-526.

21. Ingham, P. W. (2009) The power of the zebrafish for disease

analysis. Hum. Mol. Genet. 18: R107-12.

22. Patton, E. E., Mitchell, D. L. and Nairn, R. S. (2010) Genetic

and environmental melanoma models in fish. Pigment Cell

Melanoma Res. 23: 314-337.

23. Howarth, D. L., Passeri, M. and Sadler, K. C. (2011) Drinks

like a fish: using zebrafish to understand alcoholic liver dis-

ease. Alcohol Clin. Exp. Res. 35: 826-829.

24. Ou, H. C., Santos, F., Raible, D. W., Simon, J. A. and Rubel,

E. W. (2010) Drug screening for hearing loss: using the

zebrafish lateral line to screen for drugs that prevent and

cause hearing loss. Drug Discov. Today 15: 265-271.

25. Fadool, J. M. and Dowling, J. E. (2008) Zebrafish: a model

system for the study of eye genetics. Prog. Retin. Eye Res.

27: 89-110.

26. Alvarez, Y., Chen, K., Reynolds, AL., Waghorne, N., O'Con-

nor, J. J. and Kennedy, B. N. (2010) Predominant cone pho-

toreceptor dysfunction in a hyperglycaemic model of non-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Dis. Model Mech. 3: 236-

245.

27. Jung, S. H., Kim, Y. S., Lee, Y. R. and Kim, J. S. (2016) High

glucose-induced changes in hyaloid-retinal vessels during

early ocular development of zebrafish: a short-term animal

model of diabetic retinopathy. Br. J. Pharmacol. 173:15-26.

28. Olokoba, A. B., Obateru, O. A. and Olokoba, L. B. (2012)

Type 2 diabetes mellitus: a review of current trends. Oman

Med. J. 27: 269-273. 

29. Kim, J. H., Shon, E. J., Kim, C. S. and Kim, J. S. (2012)

Renal podocyte injury in a rat model of type 2 diabetes is pre-

vented by metformin. Exp. Diabetes Res. Published online

2012 September 27. doi: 10.1155/2012/210821.

30. Yu, S. Y., Lee, I. S., Jung, S. H., Lee, Y. M., Lee, Y. R., Kim,

J. H., Sun, H. and Kim, J. S. (2013) Caffeoylated phen-

ylpropanoid glycosides from Brandisia hancei inhibit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formation and aldose reduc-

tase in vitro and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in vivo.

Planta Med. 79: 1705-1709.

31. Lee, Y. M., Kim, Y. S., Kim, J. H. and Kim, J. S. (2011)

Screening of herbal medicines from China with inhibitory

activity on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for-

mation (VI). Kor. J. Pharmacogn. 42: 161-168.

32. Choi, S. J., Kim, Y. S., Kim, J. H. and Kim, J. S. (2014)

Screening of Chinese herbal medicines with inhibitory effect

on aldose reductase (X). Kor. J. Pharmacogn. 45: 359-365.

33. Choi, S. J., Kim, Y. S., Kim, J. H. and Kim, J. S. (2014)

Screening of Vietnamese herbal medicines with inhibitory

effect on aldose reductase (XI). Kor. J. Pharmacogn. 45: 366-

375.

34. Sohn, E. J., Kim, J., Kim, C. S., Lee, Y. M., Jo, K., Shin, S.

D., Kim, J. H. and Kim, J. S. (2013) The extract of Litsea

Japonica reduced the development of diabetic nephropathy

via the inhibition of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ccu-

mulation in db/db mic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 769416.

35. Choi, S. J., Kim, Y. S., Kim, J. H. and Kim, J. S. (2014)

Screening of Korea Herbal Medicines with Inhibitory Effect

on Aldose Reductase (IX). Kor. J. Pharmacogn. 45: 354-358.

36. Kim, Y. S., Choi, S. H., Kim, J. H. and Kim, J. S. (2011)

Screening of herbal medicines from China with inhibitory

activity on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for-

mation (V). Kor. J. Pharmacogn. 42: 46-53.

37. Lee, I. S., Yu, S. Y., Jung, S. H., Lee, Y. R., Lee, Y. M., Kim,

J. H., Sun, H. and Kim, J. S. (2013) Proanthocyanidins from

Spenceria ramalana and their effects on AGE formation in

vitro and hyaloid-retinal vessel dilation in larval zebrafish in

vivo. J Nat Prod. 76: 1881-1888.

38. Westerfield, M. (1995) The Zebrafish Book: A guide for the

laboratory use of zebrafish (Danio rerio). Eugene, OR: Univ.

of Oregon Press.

39. Jin, S. W., Beis, D., Mitchell, T., Chen, J. N. and Stainier, D.

Y. (2005) Cellular and molecular analyses of vascular tube

and lumen formation in zebrafish. Development 132: 5199-

5209.

40. He, Z. D., Lau, K. M., Xu, H.X., Li, P. C. and Pui-Hay, B. P.

(2000) Antioxidant activity of phenylethanoid glycosides

from Brandisia hancei. J Ethnopharmacol. 71: 483-486.

41. Somsill, P., Itthipanichpong, C., Ruangrungsi, R. and Lim-

panasithikul, W. (2010) Inhibitory effect of Harrisonia per-

forate root extract on macrophage activation. Thai J.

Pharmacol. 32: 168-171.

42. Jeong, Y. J., Kim, I., Cho, J. H., Park, D. W., Kwon, J. E.,

Jung, M. W., Meng, X., Jo, S. M., Song, H. S., Cho, Y. M.,

Song, S. M., Ham, Y. M., Jung, Y. H., Kim, C. S., Yoon, W.

J. and Kang, S. C. (2015) Anti-osteoarthritic effects of the

Litsea japonica fruit in a rat model of osteoarthritis induced

by monosodium iodoacetate. PLoS One 2015 10: e0134856.

43. Ishii, R., Horie, M., Saito, K., Arisawa, M. and Kitanaka, S.

(2001) Inhibitory effects of phloroglucinol derivatives from

Mallotus japonicus on nitric oxide production by a murine

macrophage-like cell line, RAW 264.7, activated by lipo-

polysaccharide and interferon-gamma. Biochim. Biophy.s

Acta 1568: 74-82.

44. Patra, J. K., Kim, E. S., Oh, K., Kim, H. J., Dhakal, R., Kim,

Y. and Baek, K. H. (2015) Bactericidal effect of extracts and

metabolites of Robinia pseudoacacia L. on Streptococcus

mutans and Porphyromonas gingivalis causing dental plaque



Vol. 50, No. 1, 2019 31

and periodontal inflammatory diseases. Molecules 20: 6128-

6139.

45. Wijaya, S., Nee, T. K., Jin, K. T., Hon, L. K., San, L. H. and

Wiart, C. (2011) Antibacterial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ynedrella nodiflora (L.) Gaertn. (Asteraceae). J. Comple-

ment Integr. Med. Doi: 10.2202/1553-3840.1499

46. Gnanaraj, C., Shah, M.D., Haque, A. T., Makki, J. S. and

Iqbal, M. (2016) Hepatoprotective and immunosuppressive

effect of Synedrella nodiflora L. on carbon tetrachloride

(CCl
4
)-intoxicated rats. J. Environ. Pathol. Oncol. 35: 29-42.

47. Amoateng, P., Kukuia, K. K. E., Mensah, J. A., Osei-Safo,

D., Adjei, S., Eklemet, A. A., Vinyo, E.A. and Karikari, T. K.

(2018) An extract of Synedrella nodiflora (L) Gaertn exhibits

antidepressant properties through monoaminergic mecha-

nisms. Metab. Brain Dis. doi: 10.1007/s11011-018-0244-0.

(2018. 12. 17 접수; 2019. 1. 14 심사; 2019. 3. 6 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