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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biological activity and synergistic effects of an extract of Wa-song (Orostachys
japonicus, OE), a medicinal plant mixture (MPE) and a combination of both at different ratios (1:1, OMPE-1
and 3:1, OMPE-3). Extracts of the medicinal plants mixture were comprised of Baekbokyung, Changchul and
Sa-in at the same ratio.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extracts and their complex were tested in vitro. The
in vivo antioxidant activity was also analyzed by examining the lipid composition in the liver and kidney of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es rats. The nitric 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more than 50%
in OMPE-3 at a 1,000 μg/mL concentration. Regarding metal ions, such as Fe

2+
and Cu

2+
, the antioxidant activity

of OMPE-1 and OMPE-3 was higher than that of OE and MPE. OMPE-1 and 3 had higher activity on Cu2+

ions than Fe2+ ions. The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OE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MPE and
OMPE-1 but the relative activity of OMPE-3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s. Freeze-dried MPE,
OMPE-1 and OMPE-3 were added to the diet at a level of 1% given to STZ induced diabetes rats for 4 weeks.
The OMPE-1 and OMPE-3 administered group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in the liver and kidney. In these groups, the glycogen accumulation level of the liver
w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content of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in the liver and
kidney was decreased but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Wa-song extract exhibits antioxidant and antidiabetic activity, which are enhanced by a complex with a medical
plant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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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위솔, 옥송(屋松), 암송(岩松) 등으로 불리는 와송(Oro-

stachys japonicus A. Berger)은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는

산지 또는 기와지붕 등에서 자생하는 돌나물과의 다년생 초

본식물이다(1,2). 한방에서는 해열, 소종, 지혈, 이뇨 등에 사

용되어 왔고, 민간에서는 토혈, 열독, 급성 무황달성 전염성

간염, 말라리아, 습진, 폐렴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3,4).

최근 연구결과 와송은 주요 면역세포인 임파구의 활성을 항

진시키는 면역 조절능력을 가지며, 암세포의 apoptosis 촉진

(1) 및 in vitro cell transformation 억제를 통해 항암활성을

가짐이 규명되어 있다(4). 또한, 와송 추출물은 다양한 유지

기질에 대해서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5), 와송 잎의 에탄올

추출물은 식품 부패 및 식중독 미생물에 대해 항균활성이

있고 열과 pH에 대해서도 안정하다고 보고되어 있다(6). 와

송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는 4-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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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xy benzoic acid, 3,4-dihydroxybenzoic acid, gallic acid

및 methyl gallate, 4종류의 벤조산 유도체, 페놀산류 4종,

플라보노이드류 8종 등이 밝혀져 있으며, 이들 성분들은 조

사된 빛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빛의 양이 증가하면 총

페놀 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와송과 관련

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지만 항암, 항산화, 항균활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아직도 다양한 분야에서 생

리활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현대인은 식생활의 변화, 환경적․사회적 다양한 스트레

스에 대한 노출 증대, 고령화, 운동부족 등 다양한 인자들과

연관하여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성 대사증후군에 노출되고 있다. 이 중 당질대

사 이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당뇨병은 만성적인 고

혈당으로 인해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장 기능장애 및 동맥경

화증의 2차 합병증을 유발하며(8), 지질대사 이상을 초래하

여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한다(9). 당뇨상태에

서는 대체 에너지원인 지방산의 산화 증가로 인한 자유 라디

칼의 생성 촉진, 비효소적 당화와 자기 산화적 당화의 증가,

항산화계의 저하로 인한 생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

게 되어 체내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0,11) 당뇨

에 따른 지질대사 이상과 동맥경화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생체 내 항산화계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슐린이나 기존의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천연 식물류로부터 항당뇨 활성이 있는 소재를 발

굴하거나 이들을 혼합함으로써 당뇨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8,12). 본 연구

에서는 와송의 항당뇨 활성을 규명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복합 조성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와송

과 생약재 복합조성물의 혼합 비율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추출물의 제조

와송(Orostachys japonicus A. Berger)은 경남 산청지역

의 산에 자생된 것을 동정한 후 지상부를 수세한 다음 열풍건

조 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13). 생약재는 문헌조사를 통

하여 ‘소갈’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던 것 중 사용빈도가 높

은 10종을 1차 선택해 예비실험을 거쳐 항산화 활성이 우수

한 백복령(Poria cocos Wolf), 창출(Atractylodis rhizoma)

및 사인(Amomum xanthoides)의 3종을 최종 선택하였으며,

이들 생약재는 진주시 소재 약재상에서 시판되는 건조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와송 및 3종의 생약재는 건조시료 중

량에 대해 10배의 물을 가해 95oC의 수욕상에서 3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여 추출물을 모두 모아 동결건조 하였다.

각각 동결 건조된 3종의 생약재 추출물을 동량(w/w/w)

으로 혼합한 것을 생약재 혼합물(MPE)로 하고, 와송 복합물

은 와송 추출물(OE)과 생약재 혼합물(MPE)을 1:1(OMPE-

1) 및 3:1(OMPE-3)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각 혼합

물은 -40
o
C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으며, 실험직전에 일정농

도로 증류수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물 0.5 mL에 5 mM

sodium nitropruside 용액 0.5 mL 및 20 mM phosphate 완충

용액 2 mL를 혼합한 후 25oC의 수욕상에서 150분간 반응시

켰다. 여기에 griess reagent [2% sulfanilamide-4% H3PO4

: 0.2% naphthylethylenediamide＝1:1(v/v)] 0.5 mL를 가하

여 충분히 혼합한 후 54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4).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

광도 비(%)로 계산하였다.

금속이온에 대한 항산화능 측정

금속이온의 존재시 와송 복합물의 항산화능은 thiobar-

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법(15)에 따라 pH

6.5의 maleic acid 완충액, fish oil(Sigma Co., St. Louis, MO,

USA), Tween-20 및 0.1 N HCl을 혼합하여 제조한 oil

emulsion 0.5 mL에 50 μg/mL 농도의 FeCl2 또는 CuSO4 용

액 0.1 mL 및 농도별 시료액 0.3 mL를 차례로 첨가한 후 37
o
C의 수욕상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7.2%의 BHT

용액 50 μL 및 trichloroacetic acid/thiobarbituric acid(TCA

/TBA) 용액 2 mL를 가하여 90oC 수욕상에서 15분간 반응시

킨 후 냉각하였다. 이를 5,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상층액을 취하여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항산화능은 대조구에 대한 시료액 첨가구의 흡광도 비(%)

로 계산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0.1 M phosphate 완충액(pH

6.8)에 용해한 2.5 mM의 ρ-nitrophenyl-α-D-glucopyrano-

side 100 μL, 0.2 unit/mL의 α-glucosidase(Sigma Co.) 및

시료액 각 50 μL를 혼합하여 37o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어 0.1 M NaOH 100 μ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SOD)를 측정하였으며, 효소액을 첨가하지 않은 실험

구의 흡광도(BOD) 및 시료액 무첨가구의 흡광도(COD)를 각

각 측정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저해활성을 계산하였다(16).

Inhibition activity (%)＝(1－
SOD－BOD )×100COD

실험군의 구성 및 식이조성

와송과 생약재의 복합조성물이 당뇨 흰쥐의 간장과 신장

중 지질 조성 및 생체 내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정상군(normal) 및 stre-

ptozotocin(STZ, Sigma Co.)으로 당뇨를 유발한 군을 당뇨

대조군(diabetic)으로 하였다. 각각의 실험군은 당뇨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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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100 g)

Ingredients
Groups1)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Corn starch
Sucrose
Dextrin
Casein
Corn oil
Cellulose
Mineral mix.2)

Vitamin mix.
3)

L-Cysteine
Choline bitartrate
Wa-song extracts
Medicinal plant composites

39.74
10
13.2
20.0
7.0
5.0
3.5
1.0
0.3
0.2
－
－

39.74
10
13.2
20.0
7.0
5.0
3.5
1.0
0.3
0.2
－
－

38.74
10
13.2
20.0
7.0
5.0
3.5
1.0
0.3
0.2
－
1

38.74
10
13.2
20.0
7.0
5.0
3.5
1.0
0.3
0.2
0.5
0.5

38.74
10
13.2
20.0
7.0
5.0
3.5
1.0
0.3
0.2
0.75
0.25

1)
Normal: Normal control group. Received only basial diet.
Diabetic: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group fed with basial diet only.
D-MPE: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group fed with medicinal plant mixtures 1% added diet.
D-OMPE-1: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group fed with Wa-song extracts : medicinal plant mixtures (1:1, w/w) 1% added diet.
D-OMPE-3: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group fed with Wa-song extracts : medicinal plant mixtures (3:1, w/w) 1% added diet.
2)
AIN-93G mineral mixture.

3)
AIN-93G vitamin mixture.

된 흰쥐에 생약재 혼합물을 첨가한 식이 제공군(D-MPE),

와송 추출물과 생약재 혼합물을 동량으로 혼합한 와송 복합

물 급이군(D-OMPE-1) 및 3:1의 비율로 혼합한 와송 복합

물 급이군(D-OMPE-3)으로 구분하여 4주간 실험사육 하였

다. 실험식이는 AIN-93G 식이조성 비율에 따라 제조하되

Table 1과 같이 starch 대신에 시료추출물을 조제사료 총량

에 대해 총 1%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양관리 및 처리

실험동물은 생후 5주된 150±10 g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주)샘타코(Osan, Korea)로부터 분양받아, 온

도 22±2oC, 습도 50±5%, 명암주기 12시간이 자동 설정된

동물사육실(DJ1-252-2, Daejong Instrument Industry Co.

Ltd., Seoul, Korea)에서 사육하였다. 사육 최초 1주간은 시

판 고형사료(Samyang Corp., Seoul, Korea)로 적응시키고

난괴법에 따라 각 군당 7마리씩으로 나누어 정상군 식이를

1주간 공급한 후 STZ를 pH 4.5의 0.01 M citrate buffer에

용해하여 체중 kg당 45 mg을 복강주사 해 당뇨를 유발하였

다. 이 때 정상군은 동량의 citrate buffer를 복강주사 하였으

며, 48시간 후 공복상태에서 꼬리정맥으로부터 채혈하여 혈

당계(ACCU-CHEK, Mannheim, Germany)로 혈당을 측정

하여 300 mg/dL 이상인 것만을 당뇨 유발군으로 간주하여

4주간 각각의 실험식이를 급이하였다.

실험 최종일에 실험동물을 16시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시켜 복부를 절개하여 장기를 분리하였다. 분리

된 각각의 장기는 생리식염수로 혈액을 씻은 다음 흡수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중량을 측정한 다음 -70
o
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간장 및 신장 조직의 지질 성분

간장 및 신장 조직의 지질 함량은 각 조직 0.5 g에 chloro-

form : methanol 혼합액(C:M=2:1, v/v)을 가해 Poter-El-

vehjem tissue grinder(WOS01010, Daihan, Wonju, Korea)

로 마쇄하여 30 mL로 정용한 다음 냉암소에 하룻밤 정치시

켜 지질을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Whatman No. 7, What-

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한 후 일정량을 취

하여 용매를 모두 제거해 완전 건조시킨 것을 사용하였으며,

간장 및 신장 조직의 지질은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AM

202-k, Asan pharm. Co., Seoul, Korea) 및 중성지방(AM

157S-k, Asan pharm. Co.)을 해당 kit 시약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간장 조직의 glycogen 함량 측정

Glycogen 함량은 간장 조직 일정량에 30% KOH 용액을

가하여 100
o
C의 수욕상에서 20분간 가열한 후 급냉하였다

(17). 여기에 95% 에탄올을 혼합하여 다시 5분간 가열하고

3,000 rpm에서 4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였

다. 침전물에 증류수를 가하고 0.2% anthrone(Fluka Chem-

ical Co., Buchs, Switzerland) 용액을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가열․냉각한 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lucose

(Sigma Co.)를 표준당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한 후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glycogen 함량을 산출하였다.

지질과산화물 함량

간장 및 신장 조직 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각 조직 1 g에

1.5% KCl 용액을 가하여 10% 균질액을 만든 후 Uchiyama

와 Mihara(18)의 방법에 따라 균질액 0.5 mL를 취하였다.

여기에 1% phosphoric acid 3 mL와 0.6% TBA 용액 1 mL를

가해 잘 혼합한 후 95
o
C 수욕상에서 45분간 가열한 다음 bu-

tanol로 추출하여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

질로 1,1,3,3-tetraethoxypropane(TEP, Sigma Co.)을 사용

하여 생성된 malondialdehyde(MDA) 함량을 mmol MD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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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 mixture and their complex (%)

Samples
1)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OE
MPE
OMPE-1
OMPE-3

4.84±1.10aB2)
8.62±1.27aC
2.31±0.14aA
5.98±0.73aB

9.56±3.02bAB
19.82±2.00bC
6.38±1.17bA
11.96±0.67bB

18.67±1.19cA
33.51±2.38cC
21.71±0.32cA
29.40±2.80cB

51.58±0.73dB
45.55±2.04dA
48.89±1.79dB
57.15±0.69dC

1)OE: water extract from Wa-song (O. japonicus), MPE: same ratio mixture of water extract from Baekbokryung, Changchul
and Sa-in, OMPE-1: complex of Wa-song (O. japonicus) extracts and medicinal plant mixtures (1:1, w/w), OMPE-3: complex
of Wa-song (O. japonicus) extracts and medicinal plant mixtures (3:1, w/w).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d) and column (A-C) significantly difference.

Table 3. Effect of the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 mixture and their complex on antioxidation of lipid in oil emulsion
containing FeCl2 or CuSO4 solution (%)

Samples1)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In FeCl2 condition
OE
MPE
OMPE-1
OMPE-3

10.93±0.71aA2)
15.10±0.41aB
9.64±1.36aA
13.38±0.97aB

17.08±0.58aA
23.56±0.95bC
19.71±0.93bB
23.31±0.43bC

31.07±0.72bA
32.26±0.12cA
31.87±0.31cA
35.40±0.38cB

44.43±0.26cA
44.18±0.59dA
49.66±0.56dB
50.88±0.33dC

In CuSO4 condition
OE
MPE
OMPE-1
OMPE-3

28.86±2.50aA
42.09±4.93aB
25.76±1.64aA
68.63±1.01aC

35.11±1.06bA
44.41±1.71aC
38.94±0.62bB
75.69±0.57bD

50.98±1.70cA
53.85±0.64bB
53.67±0.64cB
81.12±0.41cD

62.38±0.72dA
64.11±1.11cB
69.40±0.96dC
85.50±0.50dD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d) and column (A-D) significantly difference.

으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간장 및 신장 조직의 항산화 활성은 지질과산화물 함량

측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장기조직 균질액을 100

μL 취하여 pH 7.4의 100 mM tris-HCl 완충액 및 0.5 m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용액을 각각 4 mL

씩 가한 다음 37
o
C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chloro-

form 4 mL를 가하고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다음 chloroform층을 회수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고,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비(%)로 나타내었

다(19).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SPSS packag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평균±표준편차

로 나타내었으며 각 시험구에 대한 유의차 검정은 분산분석

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와송 복합물의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

와송 추출물, 생약재 혼합물 및 이들 복합물의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Table 2와 같다. 와송 추출물의 활성은

1,000 μg/mL 농도에서 51.58±0.73%였으나, 생약재 혼합물

은 1,000 μg/mL 농도에서도 50% 미만으로 활성이 낮았다.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로 제조된 복합물 중 OMPE-1의 ni-

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1,000 μg/mL 농도에서 48.89

±1.79%였으나 OMPE-3은 57.15±0.69%로 와송의 함유비

율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활성이 높았다.

Nitric oxide는 superoxide 음이온과 반응하여 강력한 산

화제인 peroxynitrite를 형성하므로 조직손상에 의한 만성질

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20). 최근 식물체를 통한 in vitro

상에서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총 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함량에 의존적이며, 이들 식물류의 섭취로 생체 내에서

과량의 nitric oxide 생성에 따른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1). 본 연구결과 와송과 생약재 복합

물도 50% 전후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므로 생체 내 유해 ni-

tric oxide 생성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똥쑥 추출물은 2,000 μg/mL 농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나 nitric oxide 라디

칼 소거활성은 50% 이하로 활성이 낮아 동일 시료도 반응

조건이나 라디칼의 종류에 따라 활성의 절대값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

금속 존재 시 지질산화 저해활성

와송 복합물이 지질산화 촉진 인자로 알려진 Fe2+ 및 Cu2+

이온이 공존하는 fish oil emulsion 조건에서 지질산화에 미

치는 영향을 MDA의 생성 저해활성으로 나타내었다(Table

3). FeCl2가 첨가된 반응계에서 와송 추출물 및 생약재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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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 mixture and their complex (%)

Samples
1)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OE
MPE
OMPE-1
OMPE-3

25.35±0.96aC2)
17.15±0.43aA
20.82±1.47aB
24.60±0.62aC

29.76±1.32bD
18.31±1.01aA
22.75±0.55aB
27.37±0.88bC

43.88±2.26cC
26.40±0.79bA
34.24±0.98bB
51.96±0.63cD

53.05±1.60dC
34.87±0.74cA
42.59±1.46cB
62.25±1.02dD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d) and column (A-D) significantly difference.

물의 지질산화 저해활성은 50% 이하였으며, 100～250 μg/

mL 농도에서는 생약재 혼합물의 저해활성이 높았으나, 500

～1,000 μg/mL 농도에서는 시료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와송

복합물 중 OMPE-3이 OMPE-1에 비해 지질산화 저해활성

이 더 높았다. CuSO4가 첨가된 반응계에서는 와송 추출물이

생약재 혼합물에 비해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저해활성

이 높았으며, 와송 복합물의 저해활성은 FeCl2가 첨가된 반

응계에서 유사한 경향이었다. 더욱이 Cu2+ 이온 존재 시 지

질산화 저해활성은 500 μg/mL 농도에서 50% 이상으로 Fe2+

이온 존재 시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금속이온이 존재하는 반응계에서 와송 추출물은 유지의

자동산화에 관여하는 양성의 금속이온과 복합체를 형성하

여 금속 봉쇄효과를 나타내므로 지질산화 저해활성을 가지

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3). Kang(24)은 Fe2+ 이온 그 자

체가 지질산화를 강하게 촉진시키는 인자인데 항산화 활성

인자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Fe
2+

이온의 분해가

오히려 촉진되므로 Fe2+ 이온이 존재하는 반응계에서 항산

화 활성은 더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결과 Fe2+

이온 존재 시 와송 및 복합물의 지질산화 저해활성이 낮았던

것은 상기 보고와 유사한 결과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능

와송 추출물과 생약재 혼합물의 α-glucosidase 활성 저해

능은 Table 4와 같다. 와송 추출물의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능은 모든 농도에서 생약재 혼합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 활성은 53.05±1.60%였다.

와송 추출물과 생약재 혼합물의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

합물의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능은 상대적으로 활성이 높

은 와송 추출물의 함유 비율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또,

OMPE-3의 경우 500 μg/mL의 농도에서 활성은 51.96± 
0.63%였고, 1,000 μg/mL에서는 62.25±1.02%로 와송 추출

물에 비해 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와송은 STZ로 유발된 당뇨 쥐에서 혈당강하 및 생체 내

과산화물의 생성 억제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시료 중의 플라

보노이드류에 의한 항산화 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5). 본 연구에 사용된 생약재 중 사인 추출물은 allox-

an으로 유발된 당뇨쥐의 손상된 β-세포의 복구 및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당뇨병의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으며(26), 복령은 세뇨관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이

뇨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부종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

어 있다(27). 이러한 생약재들은 각각으로도 항당뇨 활성을

나타내지만 서로 혼합되었을 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

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전호, 구기자 및 사삼을

혼합하여 추출한 생약 복합물의 항당뇨 효과가 각각의 단일

시료의 효과보다 더 높았다는 Park 등(8)의 보고와도 일치하

는 경향이었다.

항산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식물류의 섭취는 당뇨로

인한 생체 내 항산화 방어시스템을 증강시켜 당뇨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완화에 유효하며, 항당뇨성과 항산화성

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기능성 소재로써의 활용에도 효과

적일 것으로 추정되므로(16) 항산화 효과 및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능이 우수한 와송과 생약재 복합 조성물 역시 기능

성 소재로써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중량

당뇨 유발 흰쥐에 생약재 혼합물과 와송 추출물과의 복합

물을 4주간 급이하여 실험사육한 후 간장, 심장, 신장, 고환

및 지라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장의

중량은 정상군에서 3.79±0.40 g/100 g body weight였는데,

당뇨군 및 시료 추출물 급이군에서는 4.47±0.29～5.19±0.60
g/100 g body weight의 범위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실

험군 중 D-OMPE-3군의 간장 중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신장도 정상군에 비해 당뇨 대조군 및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

의 1:1 복합 급이군(D-OMPE-1)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의 3:1 복합물을 급이한 경우 신장의

무게는 0.80±0.11 g/100 g body weight로 정상군과 실험군

의 중간범위였다. 심장 및 지라의 무게는 모든 실험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Han 등(28)은 당뇨 시 간장의 중량 증가는 인슐린 결핍으

로 체지방 분해가 증가되고, 분해된 유리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에 이용되어 지방축적이 증가되기 때문이

며 신장의 중량 증가는 당뇨로 인한 배설량의 증가로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어 비대해지기 때문인데 인진, 창출 및 민들레

건조 분말을 급이함으로써 간 기능 회복과 당대사를 호전시

켜 당뇨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간장과 신장의 무게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Shin 등(29)은 당뇨가 유발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어

당대사의 불균형 초래, 면역기능 저하, 장기 조직 손상,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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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extracts from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s and their complex on organ weight in STZ induced
diabetic rats (tissue g/100 g body weight)

Groups
1) Liver Heart Kidney Testis Spleen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3.79±0.40A
5.19±0.30B
5.13±0.32B
4.91±0.24B
4.47±0.29C

0.34±0.17NS
0.35±0.15
0.36±0.02
0.36±0.01
0.35±0.02

0.72±0.05A
0.88±0.06B
0.88±0.12B
0.88±0.09B
0.80±0.11AB

0.94±0.08A
1.08±0.04B
1.07±0.13AB
1.10±0.08B
1.06±0.14AB

0.18±0.01NS
0.20±0.02
0.19±0.01
0.20±0.03
0.20±0.02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SD (n=7).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ence.
NS
Not significant.

Table 6. Effect of extracts from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s and their complex on total lipid, total choles-
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in liver and kidney of STZ
induced diabetic rats (mg/g wet tissue)

Groups
1) Total lipid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In liver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14.34±0.66A
18.44±0.50C
17.11±1.33B
16.94±0.59B
15.43±0.41A

2.05±0.39B
2.36±0.26C
1.81±0.23ABC
1.76±0.15AB
1.50±0.46A

5.68±0.35A
10.83±1.36B
6.45±0.95A
6.40±1.11A
6.18±0.28A

In kidney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19.97±1.79C
24.03±2.16C
15.45±2.89B
15.33±5.64B
10.64±1.31A

2.34±0.47A
3.20±0.26B
2.95±0.27B
2.45±0.57A
2.41±0.29A

7.81±0.69B
10.40±1.40C
8.79±0.79B
8.27±0.44B
6.14±0.73A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SD (n=7).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
nificantly difference.

으로 생성되는 glucose flux 및 비정상적인 RNA와 DNA의

합성으로 장기조직의 비대가 초래되는데 삼나물 에탄올 추

출물을 0.6% 첨가 급이함으로써 당뇨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간장과 신장의 중량이 감소하였고 심장의 무게는 유의

차가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기의 보고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할 때 α-glucosi-

dase 저해 활성이 우수한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의 3:1 복합

물의 급이가 간장과 신장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나

타난 것은 상대적인 당 대사의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간장 및 신장 조직 중 지질 함량

간장 및 신장 조직에 함유된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간장 조직

의 총 지질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당뇨 유발 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8.44±0.50 mg/g이었으며, 생약재 혼합물 급이

시보다는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의 복합물 급이 시 유의적으

로 감소하여 D-OMPE-3군에서는 15.43±0.41 mg/g으로 정

상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 콜레스테롤의 함량도 총 지질

의 함량과 유사한 경향으로 와송 추출물의 혼합 비율이 높을

수록 총 지질의 함량은 더 낮았다. 당뇨 대조군의 중성지방

함량은 10.83±1.36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와송 추출물

및 생약재 혼합물의 복합물 급이 시 당뇨 대조군 대비 약

65% 미만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신장 조직 내 총 지질 함량은 정상군(19.97±1.79 mg/g)과
대조군(24.03±2.16 mg/g)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반면 와송

과 생약재 복합물을 급이함으로써 10.64±1.31～15.45±2.89
mg/g의 범위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간장 조직과 동

일한 경향으로 D-OMPE-3군에서 가장 낮은 함량이었다.

총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생약재 혼합물만 급이하였을 때는

당뇨 유발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와송과 생약재 혼합

물을 복합 급이함으로써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 신장 조직 중 중성지방의 함량은 당뇨군이 10.40±1.40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D-OMPE-1군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정상군과 유사한 범위였고, D-OMPE-3군은 6.14

±0.73 mg/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이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 이용능이 저하됨으로써 지방조직

의 분해와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증가된 지방산은 말초조

직의 인슐린 수용체 활성을 저해하여 LDL 분해를 감소시킴

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의 함량 증가를 유발하는데, 감태

추출물의 급이는 당뇨쥐의 LDL-콜레스테롤 및 atherogenic

index를 감소시켰으므로 체내 지질개선 효과 및 혈관계통합

병증의 억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가 있다

(3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의 복합

급이는 간장 및 신장 조직의 지질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므

로 당뇨로 인한 체내 지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장 조직의 글리코겐 함량

당뇨유발 흰쥐에 생약재 혼합물 및 와송과의 복합물을 급

이한 후 간장 조직의 글리코겐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정상군의 간장 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은

493.44±20.56 mg/g이었는데, 당뇨군에서는 276.70±11.53
mg/g으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D-OMPE-1과 생약재

혼합물 급이군 간에는 간장 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에 유의차

가 없었으나, 당뇨군에 비해서는 두 실험군 모두 글리코겐

함량이 높았다. 한편, D-OMPE-3군의 간장 조직 내 글리코

겐 함량은 431.35±21.00 mg/g으로 당뇨 유발군 중 가장 높



516 신정혜․이수정․서종권․이현주․주종찬․성낙주

Table 7. Effect of extracts from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s and their complex on glycogen contents in
liver of STZ induced diabetic rats (mg/g)

Groups
1) Glycogen content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493.44±20.56D
276.70±11.53A
326.56±27.18B
346.89±15.10B
431.35±21.00C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SD (n=7).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
nificantly difference.

Table 8. Effect of extracts from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s and their complex on TBARS contents in
liver and kidney of STZ induced diabetic rats

(mmol MDA/g)

Groups1) Liver Kidney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211.40±25.58B
364.39±17.36E
286.59±11.16D
256.53±12.59C
164.27±7.63A

228.11±14.79A
377.55±30.99D
336.36±21.73C
289.22±2.87B
275.02±8.58B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SD (n=7).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
nificantly difference.

Table 9. Effect of extracts from Wa-song (O. japonicus),
medicinal plants and their complex on DPPH radical scav-
enging activity in liver and kidney of STZ induced diabetic
rats (scavenging activity, %)

Groups1) Liver Kidney

Normal
Diabetic
D-MPE
D-OMPE-1
D-OMPE-3

74.50±4.22D
49.86±2.72A
61.64±2.85B
63.56±1.97B
68.45±2.32C

70.01±2.07B
53.33±4.67A
57.72±4.47A
66.50±3.71B
69.24±2.42B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SD (n=7).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
nificantly difference.

아 와송 추출물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간장 조직의 글리코겐

함량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위적인 당뇨 유발 시 췌장의 β-세포 파괴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여 glycogen synthase phosphatase가 비활성

화 됨으로써 글리코겐의 합성은 줄어드는 반면 glycogen

phosphorylase의 활성화로 글리코겐의 분해는 증가하는데,

당뇨쥐에서 국화과 식물 추출물의 급이가 정상군보다는 낮

고, 당뇨 대조군보다는 높은 간장 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을

나타낸다는 보고(28)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간장 및 신장 조직 중 TBARS 함량 및 항산화 활성

간장 및 신장 조직에서 와송과 생약재 복합조성물이 지질

과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과산화 과정의 2

차 단계에서 생성되는 MDA를 중심으로 한 TBARS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간장 조직의 TBARS 함량은

정상군에서 211.40±25.58 mmol MDA/g이었는데, 당뇨 대

조군에서는 364.39±17.36 mmol MDA/g이었다. 와송 추출

물과 생약재 혼합물을 복합 급이한 실험군에서는 유의적으

로 감소되었는데, D-OMPE-3에서 164.27±7.63 mmol MDA/
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이었다.

신장 조직의 TBARS 수준은 정상군에서 228.11±14.79
mmol MDA/g이었는데, 대조군에서는 377.55±30.99 mmol
MDA/g이었다. 간장 조직에서와 동일한 경향으로 와송 추

출물과 생약재 혼합물의 복합 조성물을 급이한 실험군에서

는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와송 추출물의 첨가량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지질과산화물은 반응성이 높은 유리기에 의해 세포막 지

질의 불포화지방산이 산화적 분해를 일으켜 생성되며, 이러

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지표가 되는 TBARS 수준은 장기 조

직에 따라 민감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당뇨 유발 시 간장과 신장 조직의 TBARS

함량이 각각 364.39±17.36 mmol MDA/g, 377.55±30.99
mmol MDA/g인 것으로 보아 장기 조직에 따라 과산화물의

생성량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32)은 간장 조직에서 당뇨로 인하여 증가된 TBARS

함량이 오디 제품을 급이함으로써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

데 이는 오디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작용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Yang 등(33)도 STZ 유도 당뇨쥐에

홍화씨와 한약재 혼합추출물을 투여함으로써 간장 조직 내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홍

화씨와 한약재 추출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성 화합물이 당뇨 초기 지질과산화 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간장과 신장 조직 중의 TBARS 함량 감소도 와송 및 생약재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장 및 신장 조직의 항산화 활성은 Table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간장 조직에서 정상군의 항산화 활성은 74.50± 
4.22%였으나 당뇨 대조군에서 49.86±2.72%로 약 33% 정도

감소되었다. D-OMPE-1과 D-OMPE-3군에서는 각각

61.64±2.85%와 68.45±2.32%로 당뇨 대조군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신장 조직의 항산화 활성은

당뇨 대조군에서 53.33±4.67%였는데, 생약재 혼합물 급이

군(D-MPE)에서는 57.72±4.47%로 대조군과 유의차가 없

었다. 그러나 와송이 첨가된 D-OMPE-1 및 D-OMPE-3군

은 각각 66.50±3.71%와 69.24±2.42%로 당뇨 대조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활성이 높았으며, 와송 추출물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요 약

와송의 생리활성 및 생약재 혼합조성물과의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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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고자 와송 추출물과 백복령, 창출, 사인 추출물의

동량으로 제조된 혼합물 및 이들의 1:1, 3:1 복합조성물을

시료로 하여 in vitro 상에서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strep-

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한 흰쥐의 간장과 신장 조직의 지

질조성과 체내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1,000 μg/mL 농도에서 와송

추출물 및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 3:1 복합물의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50% 이상이었다. 금속이온에 대한 항산

화 활성도 와송과 생약재 혼합물을 혼합하였을 때 각각의

추출물에 비해 활성이 더 높았으며, Fe
2+

이온보다는 Cu
2+

이온에 대한 항산화 활성이 더 높았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생약재 혼합물에 비해 와송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와송 추출물과 생약재 혼합물을 3:1로 혼합함으로

써 상대적인 활성이 증가하였다. 와송 추출물과 생약재 혼합

물의 3:1 복합물을 식이에 1% 첨가 급이하였을 때 간장과

신장 조직 내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농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간장 조직 내 글리코겐의 축적량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간장과 신장 조직 중 지질

과산화물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

한 경향으로 와송의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TBARS 함량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와송은 자체

로도 항산화 및 항당뇨 활성을 가지지만 생약재 혼합물이

더해짐으로써 활성이 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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