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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병증 모델에서 블랙커런트의 사구체 섬유증 및
신장 기능장애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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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ic nephropathy is a major and representative complication of type 2 diabetes. Hyperglycemia increases
the incidence of diabetic nephropathy, and induces kidney inflammation, thereby causing renal fibrosis,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athogenesis of diabetic nephropath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lackcurrant extract
(BLC), which has been implicated in diabetic nephropathy in db/db mice, on glomerular fibrosis and renal dysfun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LC consumption in type 2 diabetic db/db mice ameliorated diabetes-related metabolic disorders,
such as insulin resistance and renal dysfunction, and significantly attenuated renal inflammation and renal fibrosis in
diabetic nephropathy.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LC consumption may help prevent renal fibrosis,
inflammation, and consequent diabetic neph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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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성 신병증은 제 2형 당뇨병의 주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다(Deepa와 Venkatraman Anuradha, 2013). 당뇨병성 신병증은 전

형적인 당뇨병 합병증 중 하나로 사구체 비대와 세포외기질의 축

적이 특징이며, 결국 사구체 섬유증으로 이어진다(Patricia 등,

2014). 현재의 치료방법들은 당뇨병성 신병증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사망률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db/db 마우스 모델은 제 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T2D)의 대표적인 동물 모델이다(Li 등 2010; Robinson 등, 2012).

db/db 마우스는 렙틴(leptin) 수용체 돌연변이를 발현하여 비만 유

발,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 감소, 혈당 수치 증가, β-세포 기능 감

소,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수치 상승 등의 특징

이 있다(Sharma 등, 2003). 따라서 인간 2형 당뇨병과 밀접한 임

상 관련성을 갖는 장점이 있어 당뇨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고혈당증은 당뇨병성 신장 병증 발병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발된 신장 염증은 신장 섬유증을 야기

시킴으로써 당뇨병성 신병증의 발병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Zhong와 Zhang, 2017).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주요 병리학적

변화는 간세포 증식, 세포 외 기질 확장, 세뇨관 간질 손상 및

사구체 경화증을 포함한다(Kolset 등, 2012).

전환성장인자-β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TGF-β)는 단

백질 키나제 및 사이토 카인과 같은 다양한 세포 내 신호를 통

해 섬유증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TGF-β는 또한 당뇨병성 신

병증 발병의 중요한 조절자로 간주되어 왔다(Papageorgis와

Stylianopoulos, 2015). 활성 TGF-β1은 1형 TGF-β 수용체(TGF-β

type I receptors) 및 인산화 수용체 관련 Smads (R-Smads) Smad2

및 Smad3를 추가로 모집하는 구성 활성 키나아제 인 TβRII (Type

II TGF-β 수용체)와 연관된다(Kretzschmar 등, 1999). 인산화된 R-

Smad는 Smad4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핵으로 이동하여 표적 유전

자의 발현을 조절하며(Sung 등, 2016), TGF-β1은 또한 결합 조직

성장 인자(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CTGF) 및 콜라겐 IV

와 같은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주요 콜라겐

성분의 발현 및 합성을 유도한다(Dong 등, 2004). 신장 섬유증은

기질 침착 및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중요한 병리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말기 신부전 및 신부전의 진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

려졌다(Youhua, 2011). CTGF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단백질이다. 최근 연구에 따

르면 CTGF는 결합 조직 항상성에서 섬유 아세포의 증식, 이동,

부착 및 세포외기질 형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wigg와 Cooper, 2004). 사구체 CTGF 수치는 당뇨병 유발 동물

모델과 당뇨병 환자의 신장 조직에서 증가하며, CTGF는 콜라겐

I, 콜라겐 IV 및 피브로넥틴과 같은 세포외기질 성분의 침착을

촉진하여 중생 세포의 분해 및 비대를 향상시킬 수 있다(Twigg

등, 2002). db/db 마우스는 렙틴 수용체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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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기 때문에 2형 당뇨병에 대한 좋은 모델로 사용된다. 이

마우스는 사구체 기질 확장, 신장 콜라겐 및 혈청 크레아티닌의

증가, 알부민뇨, 진행된 인간 당뇨병성 신병증과 유사한 사구체

여과율(GFR)의 감소를 포함하여 인간 2형 당뇨병의 많은 대사

장애(Sharma 등, 1996)와 함께 신부전이 나타난다(Munehiro 등,

2016). 중간기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은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많은 질병에서 자주 관찰된다. 대사성(당뇨병성 신병

증에서와 같이) 질환은 세포외기질 침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

로 사구체 경화증을 유발하여 기능하는 네프론의 손실로 인해 사

구체 여과율을 감소시킨다(Cove-Smith와 Hendry,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블랙커런트(Blackcurrant, Ribes nigrum,

BLC)는 러시아, 폴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잉글랜드, 뉴질랜드

및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 자라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50-60만 톤에 이른다(Shin 등, 2006). 블랙커런트는 비타민, 카로

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Tilg와 Hotamisligil,

2006), 여러 연구를 통해 항 궤양, 항 경련 및 퇴행성 질환에 대

한 보호 효과(Cortez와 Gonzalez de Mejia, 2019)와 항산화 효과

를 가진다고 보고됐다(Bishayee 등, 2011). 블랙커런트의 안토시

아닌은 Nrf2 매개 항산화 메커니즘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제

거하며(Thoppil 등, 2012), 세포 보호 및 항 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Ambrozewicz 등, 2013). 더욱이 블랙커런트는 신장 결석으

로부터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Kessler 등, 2002). 베리류에서 신

장기능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Gomes 등, 2020)가

있으나 당뇨병성 대사 장애상태에서 블랙커런트의 당뇨병성 신

병증 개선 효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블랙커런

트 추출물이 제 2형 당뇨병성 신병증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재료 및 방법

블랙커런트(Blackcurrant) 추출물의 제조

블랙커런트(Blackcurrant, BLC)는 국민 농장(Jeongeup, Korea)에

서 구입하였으며, 바우처 표본(HBF191)이 원광대학교 한의학전

문대학원 식물 표본실에 기탁되었다. BLC (400 g)를 증류수 3 L

로 100oC에서 2 시간 동안 끓인 후 추출액을 Whatman No. 3

(Cytiva, Marlborough, MA, USA) 여과지를 통해 여과하고 990×g

에서 20 분간 4oC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생성 된 상층 액을 회

전 증발기를 사용하여 농축 한 후 생성 된 추출물(63.19 g)을 동

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동결 건조하고 필요할 때까지 –70oC에서

보관했다.

실험 동물

8주령 수컷 db/db 마우스(C57BLKS-Leprdb) 및 연령이 일치하는

비당뇨성 db/m 마우스(C57BLKS/J)는 Clea Japan (Tokyo, Japan)

에서 구입했다. 마우스를 무작위로 4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총

8주간 진행했다. 실험군은(1) db/m 군(control 그룹), (2) db/db 군

(negative control 그룹), (3) db/db+빌다글립틴 군(positive control,

Vildagliptin, 50 mg/kg/day)으로 처리 된 db/db 마우스, db/db+블랙

커런트 추출물 군(BLC, 200 mg/kg/day)으로 구성했다. 양성대조

군으로 사용한 빌다글립틴(vildagliptin)의 경우 노바티스 제약회사

제품을 구입했다(Novartis pharma, Basel, Switzerland). 빌다글립틴

(Vildagliptin)은 인프레틴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디펩티딜펩티

다제-4)를 억제해 고혈당 및 당뇨병성 신증을 조절하는 대표 약

물로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문헌을 통한 농

도를 설정했다(Lee, 2014).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틴의

시료량은 1주일에 한 번 몸무게를 측정하여 각 군의 용량에 맞

춰 mg/kg으로 계산했으며, 약물의 섭취는 증류수에 녹여 자유급

수 했다. 대조군은 동일한 증류수를 자유급수했다. 본 연구에 사

용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농도는 본 추출물의 이전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정하였다(Park 등, 2015). 실험 시작 후 0주, 4주, 및

8주 차에 각 실험 마우스를 24 시간 소변 수집을 위하여 대사

케이지에 단독으로 두었다. 소변 샘플은 분석할 때까지 4oC에 보

관되었다. 실험 기간이 끝나면 모든 마우스를 공복 12 시간 후

희생시키고 혈액 샘플을 안구에서 꺼낸 후 헤파린(Heparin) 코팅

튜브를 이용하여 혈액 샘플을 채취하였고, 분석 할 때까지 –20
oC에서 유지되었다. 동물실험에 대한 모든 절차는 원광대학교 동

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았다(승인번호 WKU21-

19).

신장 기능 모니터링

각 그룹의 마우스를 별도의 대사 케이지(metabolic cage,

Tecniplast, Buguggiate, Italy)에서 2일 동안 유지하여 정량적 소변

수집 및 물/사료 섭취량 등을 측정했다. 크레아티닌, 삼투압 및

기타 신장 기능 매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24시간 소변 샘플을

수집했다. 또한 혈장 내 크레아티닌 수준은 분광 광도계(Milton

Roy, Rochester, NY, USA)를 사용하여 비색법으로 확인했다. 삼

투질농도(osmolality)는 Advanced CRYOMATICTM 삼투압 계

(Model 3900, Advanced Instruments Inc., Norwood, MA, USA)

를 사용하여 검사했다.

혈장 생화학 분석

생화학 분석을 위해 실험이 완료된 이후 혈액을 채취하고

13,0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채취하였다. 혈장 내

혈당(glucose), 크레아티닌(creatinine), 알부민(albumin), 혈액요소질

소(BUN, Blood Urea Nitrogen), 및 요산(uric acid)의 검사는 동물

용 자동 임상 화학 분석기(FUJI DRI-CHEM NX700, FUJI FILM

Corporation,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혈장 인슐린

수치는 상용 마우스 인슐린 ELISA 키트(Shibyagi Co., Gunma,

Japan)를 사용하여 ELISA 방법에 따라 확인되었다.

조직학적 분석

실험이 완료된 이후, 희생 동물의 신장 조직을 5일간 paraform-

aldehyde (4%, Tech & Innovation, Chuncheon, Korea)에 고정 한

후 수화 및 탈수과정을 거쳐 조직 속에 남아있는 포르말린을 제

거하였으며, 파라핀으로 embedding을 시행하여 조직 블록을 제작

했다. 신장조직은 파라핀 블록을 일정한 두께의 크기로 박절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톰(Microtome; Thermo Electron Corporation,

Pittsburg, PA, USA)을 사용하여 3 µm로 잘랐으며, 코팅된 슬라이

드(poly-L-lysing,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에 부착시

켰다. 이후 신장 섬유화를 확인하기 위한 masson’s trichrome 염

색 키트(BBC Biochemical, Mt Vernon, WA, USA) 및 신장 사구

체 조직학적 분석을 위항 Periodic acid shiff 염색 키트(PAS,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사용하여 조직 염색을 시행

하였으며 광학 현미경(EVOSTM M5000, Thermo fisher scientific,

Bothell, WA, USA)으로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했다.

단백질 준비 및 웨스턴 블롯 분석

조직 총 단백질(40 µg)은 10%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 영

동법(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단백질 샘플을 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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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한 다음 Mini-Protean II 기기(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니트로셀룰로오스 전송 멤브레인(nitrocellulose membrane)

으로 옮겼다. 막을 0.05% Tween 20-phosphate buffered saline

(PBS-T)에 5% skim milk (non-fat)로 막고, 1차 항체(Santa

Cruz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를 실온에서 1시간 동

안 배양했다. Overnight한 블롯은 세척후 HRP (horseradish

peroxidase)에 접합 된 2차 항체를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는

향상된 화학 발광(Ez WestLumi plus, ATTO Technology, Tokyo,

Japan)으로 시각화되었다. 단백질 발현 수준은 Chemi-Doc 이미지

분석기(iBright FL100, Thermo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니트로셀룰로오스 막에 캡처 된 신호를 분석

하여 결정되었다. 단백질 밴드의 밀도 측정 분석은 Image J 프로

그램(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Bethesda, MD, USA)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통계 분석

실험 군 간의 유의성은 mean±SE (standard error)로 표현되었

고 데이터는 Sigma 10.0 소프트웨어(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로 평가했다. 두 그룹 간의 비교를 위해 Student’s

t-test가 사용되었다. p값이 0.05는 미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과 및 고찰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혈당 개선 효과

당뇨병성 신병증에 대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개선 효과는 주

로 제 2형 당뇨병에서 신장 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치료 전략

인 인슐린 저항성의 활성화를 통한 포도당 대사의 개선에 기인

한다(Qi 등, 2017). 혈당 감소는 당뇨병 환자의 단백뇨 발생 위험

과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Wada 등,

2013). 따라서 혈당 조절은 당뇨병성 신병증 치료의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db/db 마우스

의 혈당 수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블랙커런트 추

출물로 처리 된 db/db 마우스의 혈당은 10주 섭취 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혈장 인슐린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db/db 마우스

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인슐린 수치는 블랙커런트 처리에

의해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양성 대조군인

빌다글립틴(vildagliptin, VID)은 디펩티딜펩티다제-4(dipeptidyl

peptidase-4, DPP-4)를 억제해 고혈당을 조절한다(Trevisan, 2017).

빌다글립틴은 우수한 혈당 조절 효과와 그로 인한 저혈당이 적

고, 고령인과 심혈관계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당뇨병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다(Penno 등,

2016). 또한, 디펩티딜펩티다제-4 억제제는 신장의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사구체 여과율을 감소시켜 당뇨병성 신병증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Penno 등, 2016). 따라서, 빌다

글립틴 만큼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뛰어난 혈당 개선 및 당뇨병

성 신병증 개선 효과를 보이기에 2형 당뇨에 있어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포도당 대사 및 인슐린 저항성에 대

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에서 공복 혈

당 및 인슐린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db/db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훨씬 높은 혈당 수치를 보였으나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

다글립틴 처리 군은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Fig. 1A). 또한, 혈장 인슐린 수준은 db/db군에서 현저하게 증

가하였으며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틴 처리 군에서 유의

성 있는 감소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B). 따라서 블랙커

런트 추출물이 db/db마우스의 혈당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체액 대사 개선 효과

당뇨병에 의한 신장에 나타나는 특징은 사구체 비대,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 기질 확장, 및 지속적인 알부민 뇨 등이 있다

(Declèves와 Sharma, 2010). 알부민뇨증은 당뇨병의 미세 혈관 손

상에 대한 무증상 임상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상은 사구체

에서 알부민이 누출되고 사구체 경화증 및 섬유증을 동반하는 말

기 신장 질환이 발생하여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며 궁

극적으로 만성 신장 기능 장애로 이어진다(Lin 등 2014; Nagai

등, 2003). db/db 마우스에 블랙커런트 추출물을 처리 한 결과 db/

db 군에서 크게 증가했던 사료 섭취량, 물 섭취량 및 소변량이

빌다글립틴 처리 마우스에서 관찰된 수준과 유사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체중(Body weight) 역시 대조군에 비해 db/db 그

룹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블랙커런트 추출물 처리 군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혈청 삼투압이 증

가하게 되어 신장손상이 일어나며 혈액과 소변 속의 물과 용질

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Oyaert 등, 2019). 이러한 소변 농축 능력

즉, 혈액과 소변 속의 물과 용질의 균형을 평가하고자 삼투질 농

도(osmolality)로 확인했다. db/db군은 삼투질 농도가 대조군에 비

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틴 처

리 군에서 유의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따라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db/db 마우스의 체액 대사 이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성 신병증은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이다. 본 연구에 사

용된 db/db 마우스는 신장에 구조적 및 기능적 손상(장애)을 초

래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Tesch와 Lim, 2011). 블랙커런트 추

출물의 당뇨병에 의한 신병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db/

db 마우스에서 신장기능 관련 매개 변수인 크레아티닌(creatinine),

Table 1. Blackcurrant extract (BLC) reduces diabetes-induced nephropathy in db/db mice

CON db /db VID BLC

Water intake (mL) 8.99±0.82 19.90±0.08** 15.33±1.09## 14.00±1.48##

Food intake (g) 4.87±0.65 8.87±0.03*** 8.38±1.11 8.00±1.02#

Urine volume (mL) 6.95±0.37 18.75±0.85*** 17.67±1.33# 16.92±0.11#

Body weight (g) 29.54±0.55 52.53±1.57*** 51.30±0.94 48.61±2.31##

Urine Osmolality (mOsm) 700.3±25.16 378.33±21.41*** 423.33±25.93## 415.00±13.29#

CON, control, db/m mice; db/db, type 2 diabetic models; VID, Vildagliptin 50 mg/kg-treated db/db mice; BLC, blackcurrant extract 200 mg/kg-
treated db/db mice. The data of values show mean±SE. **p<0.01, ***p<0.001 vs. Cont; #p<0.05, ##p<0.01 vs. d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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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albumin), 혈액 요소 질소(BUN, blood urea nitrogen) 및

요소(uric acid) 수준을 분석했다. db/db 마우스에서 신장 내 기능

손상으로 인해 삼투질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블랙커런

트 추출물의 섭취로 인해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Table 1). 당

뇨병성 신병증에 있어 신장 기능평가를 위해 크레아티닌(creatinine),

알부민(albumin), 혈액 요소 질소(BUN, blood urea nitrogen) 및

요소(uric acid) 수준 확인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

에 신장 기능의 좋은 지표가 되고(Dabla, 2010), 분자가 작은 알

부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 단백질 거르는 능력을 잃게 되

어 최초로 소변에서 검출되게 된다(Bongartz 등, 2010; Szymanski

등, 2012). 신장 배설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BUN은 체

내에서 단백질의 이화작용으로 생긴 대사산물로써 신장으로 배

설 된다(Huang 등, 2005). 그 결과, 실험동물의 혈장에서 혈장 내

크레아티닌(Fig. 1C), 알부민(Fig. 1D), BUN (Fig. 1E)및 요소(Fig.

1F)의 수치가 db/db 마우스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여 당뇨

병 동물모델에서 신장 병변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블

랙커런트 추출물과 빌다글립틴 처리 군에서 현저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은 당뇨병성 신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이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신장 손상 및 사구체

형태 변화

당뇨병성 신병증에서 사구체 메산 지움에 세포외기질 성분이

축적되면 사구체 비대와 경화증이 발생 한다(Gohda 등, 2014). 주

요 전형적인 형태학적 변화는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변화이다. 세포외기질의 증가 된 양으로 인해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사구체 mesangial matrix와 tubulointerstitial space가 확

장된다(Kolset 등, 2012). Mesangial matrix 확장과 사구체 기저막

의 두꺼워 짐은 당뇨병에서 신장 질환의 진행과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성 신병증의 특징이다(Weekers와 Krzesinski, 2005). 당뇨병

성 신병증의 발병 기전에서 가장 빨리 발견 할 수있는 변화는 세

포외기질 단백질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구체의 확

장이다(Kolset 등, 2012). 신장의 PAS (Periodic acid schiff reaction)

염색은 세포외기질의 증가와 사구체 기저막 비후 확장을 확인할

수 있어 신장의 조직학적 변화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당뇨병선

신병증에 의한 사구체에서 신장 구조에 대한 블랙커런트 추출물

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신장 단면을 PAS 염색 이후 inner

medular, outer medular, cortex로 나누어 조직학적 분석을 진행했

다. 결과, db/db군의 outer medullar에서 세포 기저막을 선택적으

로 붉게 염색되게 하여 손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cortex

Fig. 1. Blackcurrant extract (BLC) reduced the levels of diabetic parameters (A-B) and kidney function parameters (C-F) in db/db mice

plasm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p<0.01 and ***p<0.001 vs. CON.; #p<0.05 and ##p<0.01 vs. d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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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ackcurrant extract (BLC) administration improved renal glomerular lesions in db/db Mice. Typical findings of Periodic Acid
Shiff (PAS) staining in kidney of mouse (Original magnification: X200). PAS staining ;indicating tubular injury and mesangial expansion. CON,
control, db/m mice; db/db, type 2 diabetic models; VID, Vildagliptin 50 mg/kg-treated db/db mice; BLC, blackcurrant 200 mg/kg-treated db/db
mice.

Fig. 3. Blackcurrant extract (BLC) administration improved diabetes-induced fibrosis in db/db mice. Masson’s trichrome staining of
fibronectin were performed to assess renal fibrosis, arrows indicate the extracellular matrix (Original magnification: X200). CON, control, db/m
mice; db/db, type 2 diabetic models; VID, Vildagliptin 50 mg/kg-treated db/db mice; BLC, blackcurrant 200 mg/kg-treated db/db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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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구체의 구조 및 혈관간부(mesangium)가 대조군에 비하여

db/db군에서 비후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블랙커런트 추

출물과 빌다글립틴 처리는 처리되지 않은 db/db 마우스에 비해

사구체 손상을 개선했다(Fig. 2). 따라서, db/db 마우스에서 cortex

사구체 팽창, outer medulla 및 inner medulla에서 세뇨관 팽창이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틴 처리에 의해서 회복됨을 확인했다.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신장 섬유증 개선

세포외기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사구체 경화증 즉, 신장 섬유

화를 유발한다(Cove-Smith와 Hendry, 2008). 콜라겐(collagen) 및

결합조직 성장인자(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CTGF)는 섬유

화를 증가 시킨다(Grotendorst, 1997). 당뇨병에 의한 신장 섬유화

를 블랙커런트 추출물에 의해 개선시킬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Masson’s trichrome 염색과 웨스턴 블롯 분석을 통하여 콜라겐

(collagen) 및 CTGF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의 발현량을

확인했다. 조직 내 콜라겐이 많을수록 더욱 파랗게 염색되는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 db/db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섬유

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Fig. 3). db/db 마우스에서의 병리학

적 변화는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틴 섭취에 의해 상당

히 개선되었으며, 신장 섬유화 바이오마커인 콜라겐 I, IV, 및

CTGF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으로 조직의 비특이적 성장과 섬

유화를 방지한 것으로 사료된다(Fig. 4). I형 콜라겐은 뼈, 피부,

각막, 혈관 조직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IV형 콜라겐는 세포

막 형성 기반하여 분포하고 있다(Miner, 2020). 당뇨병성 신증후

군에서 IV형 콜라겐이 신사구체 섬유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iner, 2020), 앞선 연구에서 빌다그립

틴이 collagen VI 발현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Bayrasheva

등, 202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빌다그립틴은 collagen I에서 VI

보다 발현량이 더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당뇨병성 신

병증으로 인한 심장 섬유화를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개선키는 항

-섬유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신장 염증 개선

TGF-β1은 세포 증식, 분화, 세포 자멸사,자가 포식 및 세포외

기질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기여하는 다기능 사

이토 카인이다. TGF-β1이 콜라겐, 피브로넥틴 및 라미닌을 포함

한 세포외기질 구성 요소의 전사를 자극하고, TGF-β1 신호 전달

은 손상된 신장에서 조절되며 당뇨병성 신병증의 발병에 관여한

다고 알려져 있다(Yue 등, 2017). db/db 마우스에서 당뇨병성 신

병증의 진행에 따라 간질 확장에 중요한 요소인 콜라겐 IV의 양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hen 등, 2001). 당뇨병에 의한

신장 염증에 있어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웨스턴 블롯 분석을 통해 염증 매개 인자들의 발현량을 조

사했다. 그 결과, TGF-β1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db/db군에서 크

게 증가한 반면, TGF-β1 수준은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

틴 처리 된 db/db에서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db/

Fig. 4. Inflammation in renal tissue induced by diabetes was partly prevented by blackcurrent extract (BLC) in db/db mice.

Representative western blots for TGF-β(A), p-smad2 (B), p-smad3 (C), collagen I (D), collagen IV (E), and CTGF (F) lysates of renal tissues
from db/m, db/db, and blackcurrant group and semi-quantitation for corresponding proteins.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p<0.01 vs.
CON; #p<0.05, ##p<0.01 vs. d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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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마우스의 신장에서 Smad-2 및 Smad-3의 인산화 역시 감소시

켰다. 이는 블랙커런트 추출물 및 빌다글립틴이 TGF-β/Smad 신

호 전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신장 섬유증을 개선하고 당뇨병성

신병증에 대해 상당한 보호 효과를 가질수 있음을 보여준다.

염증성 질환과 연관이 있는 복합단백질인 NLRP3 인플라마좀

(inflammasome)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2형 당뇨병을 촉발시키며

대사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am 등, 2020).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2형 당뇨병에서는 만성적 전신 염증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러한 염증은 비만에서 2형 당뇨병으로 진행

하는 데 기여한다(Ferreira 등, 2019).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

베리의 NLRP3 인플라마좀 활성화의 비교 억제효과나(Wang 등,

2017), 대사증후군에서의 TLR4 억제 효과(Nair 등, 2014), 지질당

류로 인한 염증 발현 억제(Gasparrini 등, 2021) 등 NLRP3 인플

라마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블랙커

런트 추출물의 인플라마좀(inflammasomes) 활성 조절에서의

NLRP3 염증조절결합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NLRP-

3 (NOD-like receptor pyrin domain-containning protein 3) 및

capase-1의 발현량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제 2형 당뇨병의 염증조

절과 당뇨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염증조절결합체 구성단백질인

NLRP3, ASC, 및 caspase1이 db/db 마우스에서 높은 발현을 보였

다. 또한, NLRP3 및 caspase 1은 db/db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발현을 나타냈으며, 빌다글립틴 처리 군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

으며 블랙커런트 추출물 역시 비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이러한 결과는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염증 매개체를 조

절함으로써 당뇨병성 신장 염증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요 약

본 연구를 통하여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섭취가 제 2형 당뇨

동물 모델인 db/db 마우스에서 혈당 개선 및 사구체 확장, 신장

섬유증, 염증을 억제하여 당뇨병성 신병증을 개선했다는 것을 입

증했다. 제 2형 당뇨병 db/db 마우스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 및 신장 기능 장애와 같은 당뇨병 관련 대

사 장애를 개선하고, 당뇨병성 신병증에 있어 신장 염증 및 신장

섬유증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신장 섬유증, 염증 및

이에 따른 당뇨병성 신병증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당뇨병 관련 신기능 장애에 대한 블

랙커런트 추출물의 보호 역할은 당뇨병성 신병증 개선 건강성 식

품 개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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