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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콘 추출물이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당뇨 동물모델에서

혈당강하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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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improvements in diabetes mellitus by extracts of yacon in streptozo-
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Fifty rats were divided into a normal group and four experimental groups.
STZ (45 mg/kg) was injected intraperitoneally to induce type I diabetes in the four experimental groups. Yacon
extracts were administered for 5 weeks. Forty-five ICR mice were also divided into one positive control group
and four experimental groups for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after fed yacon extract. The control
group did not eat any yacon extracts, while Group 1 (GI) was fed 125 mg/kg of yacon extracts, Group 2 (GII)
was fed 250 mg/kg of yacon extracts, and Group 3 (GIII) was fed 500 mg/kg of yacon extracts. After treatment
for 5 weeks, blood glucose in GIII group showed decreased tendency at the 5 week. In OGTT by glucose, the
glucose level of yacon treatment group in diabetic rat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glucose
level of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OGTT by maltose. In ICR mice, the glucose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 in OGTT by maltos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area of the islets of Langerhans was increased by yacon treatment in a dose-dependent manner on diabetic
rats. Insulin concentration of the GIII group was also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le the concen-
tration of fructosamin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in serum showed no difference. OGTT by glucose
or maltose in ICR mice or diabetic rats, area of the Islets of Langerhans, and insulin concentration improved.
Yacon treatment may be a useful therapeutic and preventive strategy for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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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당뇨병, 심혈관

계 질환, 암 등의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당

뇨병은 우리나라 4대 사망원인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보

건문제가 되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감소나 기능 이상

으로 혈액내 영양소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여러 대사성 질환

이 함께 발병되는데, 혈관장애, 망막증, 신증, 신경장애, 감염

증 등이 당뇨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영양대사를 야기함으로써 면역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

히 체액성 면역보다 세포 매개성 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졌다(1). 제1형 당뇨병의 발생은 췌장 β-세포

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면

β-세포의 기능 이상이 악화되어 β-세포의 탈과립이 증가되

어 β-세포의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2,3). 만성 고혈당증은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가 감소됨으로

혈액 내 인슐린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발생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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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섬의 β-세포의 증식능력과 미분화된 β-세포 전

구체의 성숙에 따라 β-세포 재생능력은 영향을 받으며

(6-9), 노화에 의해 β-세포의 재생능력은 감소한다(10). 당

뇨병 치료법으로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약물요법이 있으

나, 현재 사용되는 약물요법의 경우는 대부분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11,12), 천연식물을 이용한 약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3).

야콘(Smallanthus sonchifolius)은 남미 에콰도르와 페루

가 원산지로 국내에서는 일부 제주지역에서 재배되며 국화

과에 속하는 다년생 구근작물이다. 야콘은 fructose, glucose,

sucrose, inulin, fructo-oligo당 등이 함유되어 있다(14). 특

히, 괴근에서 inulin, fructo-oligo당의 함유량은 3～10%로

보고되었다(15). 야콘에 함유된 유리질소의 성분은 aspar-

agine, glutamine, proline 및 arginine 등이며, 높은 함량의

fructose나 fructo-oligo당은 중요한 기능성 천연 감미 성분

으로 이용되고 있다(16). 또한 야콘의 성분 중 inulin은 식이

섬유로서 변비 개선, 장 질환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야콘 잎은 고혈당, 신장장애

그리고 피부재생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다(18).

야콘은 만성질환과 다이어트 그리고 당뇨환자의 식재료로

적당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19), 피부재

생 효과(18), 항산화 효과(20), 항균 효과(21) 및 항진균 효과

(22)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reptozotocin(STZ)에 의해 유도

된 1형 당뇨모델에서 야콘 추출물 투여 효과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5주간 투여하여 혈당강하, 랑게르한스섬 베타 세포

변화 및 인슐린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물질

시험에 사용된 물질은 제주 지역에서 재배된 야콘으로 증

류수를 이용하여 100
o
C에서 6시간 동안 열수추출 후 수분을

증발시켰다. 이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야콘 추

출물을 제주 테크노파크(Jeju, Korea)로부터 공급받았다.

실험동물

당뇨 유발 후 혈당강하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Specific-

pathogen free(SPF) 상태의 6주령 male Sprague-Dawley

rats 50마리를 구입하였으며, 경구 당부하 검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7주령 male ICR mice 45마리를 오리엔트(Gyeonggi,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실험동물은 원광대학교 동물자

원개발연구센터 실험동물사육실에서 1주일 동안 순화 사육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기간 중 온도는 23±1oC, 습도

50±5%, 소음 60 phone 이하, 조명시간 08:00～20:00(1일 12

시간), 조도 150～300 lux, 환기는 시간당 10～12회의 환경을

유지하였다. 동물 입수 시 모든 동물의 일반 건강상태에 대

한 수의학적 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을 실시하는데 적합

하도록 설치류용 고형사료(Samtoko, Gyeonggi, Korea)와

필터 및 자외선살균기로 여과 살균된 정제수를 자유롭게 섭

취하도록 하며 약 1주일간의 순화 후 실험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실험에 관련된 모든 실험과정과 절차

는 원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윤리 규

정을 준수하였다.

당뇨유발 및 시료의 투여

STZ(Sigma, St. Louis, MO, USA)을 0.1 M citrate 완충

용액(pH 4.2)에 녹여 45 mg/kg을 단회 복강주사 하여 당뇨

를 유발하였다. 당뇨유발 확인은 STZ을 투여 48시간 후 8시

간 동안 절식시키고 미정맥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하여

200 mg/dL 이상의 개체를 선별하였다. 시험군 구성은 정상

군(Normal, 일반식이), 대조군(Control, STZ), GI(STZ＋

125 mg/kg 야콘 추출물), GII(STZ＋250 mg/kg 야콘 추출

물), GIII(STZ＋500 mg/kg 야콘 추출물)군으로 임의 배정하

여 5주간 투여하였다.

체중, 혈당의 측정 및 경구 당부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체중은 주 1회로 매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으며, 혈당

은 매주 8시간 절식 후 미정맥에서 채혈한 혈액은 혈당측정

기(SD Check Gold, SD, Gyeonggi, Korea)를 사용하여 혈당

을 측정하였다. ICR mice 모델에서 경구 당부하 검사는

maltose 투여 30분 전에 각각의 시료를 강제 경구투여 하였

으며, 2 mg/kg의 maltose(Sigma) 투여 0, 30, 60, 90, 120분

후에 혈당을 측정했고, STZ에 의한 당뇨모델의 경구 당부하

검사는 각각 glucose(Sigma)와 maltose을 2 mg/kg 투여 후

0, 30, 60, 90, 120분에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 inhibitor

로 알려진 acarbose(Sigma)는 50 mg/kg 농도로 사용하였

다.

혈청 중 인슐린, fructosamin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TG) 측정

부검 시 ether로 마취하여 개복 후 복대동맥에서 채혈한

후 분리한 혈청은 측정 시까지 -70oC에 보관하였다. 인슐린

은 insulin ELISA kit(Roche, Basel, Swiss)와 자동화학분석

기(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ruc-

tosamine은 FRUC(Roche)을 이용하였으며, total choles-

terol은 L-type CHO H(JW Pharmaceutical, Seoul, Korea),

triglyceride는 L-type triglyceride M(JW Pharmaceutical)

과 자동화학분석기(Hitach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검사

적출한 췌장은 10% 포르말린 용액에 24시간 고정시킨 후

5 μm 두께로 절편하여 avidin biotin complex(ABC) 방법으

로 췌장소도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였다. 췌장

소도 항체와 guinea pig anti-porcine insulin(Dako Co.,

Carpinteria, CA, USA)을 1:100으로 희석한 용액을 4o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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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yacon on change of body weight in type
I diabetic model induced by STZ. Data was means±SE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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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yacon on change blood glucose in type I
diabetic model induced by STZ. Data was means±SE (n=10).

24시간 반응시켰다. 발색은 Liquid DAB＋substrate kit(Life

Science division, Berkeley, CA, USA)를 이용하여 발색 후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그룹 간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

Duncan 사후검정 비교를 실시하여 p<0.05일 때 유의한 것

으로 판정하였다(SPSS V12, SPSS Inc, Chicago, IL, USA).

결과 및 고찰

체중 및 혈당 변화

총 5주간 체중변화는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과 모

든 실험군(GI, GII, GIII)의 체중이 감소하였으나 control군과

실험군 간의 체중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 STZ을

투여한 control군과 모든 실험군(GI, GII, GIII)의 혈당은 300

mg/dL 이상으로 normal군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으며,

STZ 투여에 의하여 당뇨 유발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

야콘 추출물 투여 3주까지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야콘 추출물 투여 5주째 control군에 비하여 GIII군에서 혈당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STZ-nicotinamide에 의해 당뇨 유발된

모델에서 당분해 효소 억제제인 acarbose를 투여 후 8주부

터 공복 혈당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23). 본 연구에서

는 야콘 추출물 투여 후 5주째 공복혈당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야콘 추출물 투여기간이 짧아 통계학적인 유의

한 변화를 관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구 당부하 변화

야콘 추출물 섭취가 STZ으로 유발된 당뇨 모델과 ICR계

마우스의 경구 당부하시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당을

경구투여 후 0, 30, 60, 90, 120분에 미정맥 채혈하여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TZ으로 유도된 모델에서 당

분해 및 당 흡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glucose와 maltose

를 투여 후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였다(Fig. 3). Glucose

투여 후 30분에서 control군의 혈당은 473±29 mg/dL로 측

정되었고 GIII군의 혈당은 330±52 mg/dL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GI군과 GII군의 혈당은 각각 348±44 mg/dL, 379
±34 mg/dL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3A). 이를

포도당 곡선 하면적(area of under curve, AUC)으로 나타냈

다(Fig 3C). 당뇨 유발 후 glucose를 투여한 control군의 포

도당 곡선 하면적은 808±66 mg/dL로 측정되었으며, 야콘

추출물 투여에 의해 GIII군은 563±95 mg/dL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GI군과 GII군에서는 각각 617±79 mg/dL,
674±68 mg/dL로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야콘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혈당이 감소하는 결과를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maltose를 이용하여 당 분해 능력을 관찰하였으며,

maltose 투여 후 120분에서 control군의 혈당은 363±37 mg/
dL에서 GIII군은 288±50 mg/dL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

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3B). 또한 포도당

곡선 하면적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Fig.

3D). 따라서 추가적인 당 분해 능력을 관찰하기 위하여 ICR

계 마우스를 이용하여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였다(Fig.

4). Maltose 투여 후 30분에 control군과 GIII군의 혈당은

316±15 mg/dL에서 243±32 mg/dL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

으며, acarbose군(양성 대조군)의 264±170 mg/dL보다 혈

당강하 효과가 높았다(Fig. 4A). 또한 maltose 투여 후 60,

90분에 각각 control군(314±28, 237±26 mg/dL)보다 GII군

(263±13, 151±8 mg/dL)과 GIII군(167±20, 110±9 mg/dL)
의 혈당이 야콘 추출물 투여에 의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acarbose군(284±21, 229±16 mg/dL)보다 혈당강하 효

과가 높았다. 포도당 곡선 하면적에서도 control군(496±33
mg/dL)에 비하여 GIII군(301±32 mg/dL)에서 유의하게 포

도당 곡선 하면적이 낮았으며, GII군(406±17 mg/dL)에서

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4B). 포도당 곡선 하면적

결과 또한 acarbose군(450±27 mg/dL)보다 혈당강하 효과

가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STZ을 이용한 당뇨모델에서 야콘 추

출물 섭취에 의해 당 흡수가 억제됨을 보여주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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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yacon on change of oral glucose tolerance test by glucose (A, C) and maltose (B, D) in type I diabetic
model induced by STZ. The results were represented by line graph (A, B) and area under the curve (C, D). Data was means± 
SE (n=10).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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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yacon on change of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 and area under the curve (B) by maltose in ICR mice.
Data was means±SE (n=9).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TZ 당뇨모델에서 당 분해 효소인 α-glucosidase 억제를

통한 혈당 강하효과는 없었으나 ICR계 마우스에서는 mal-

tose의 당 분해 억제 기전을 통한 혈당강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당뇨모델이 아닌 정상동물모델인 ICR계 마우스

에는 야콘이 α-glucosidase 억제를 통한 혈당 강하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간농도설정군의 GII에

서 감소 경향이 나타났으며, 고농도군인 GIII군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STZ에 의한 당뇨모델에서는 ICR계 마

우스와는 달리 고농도군인 GIII에서만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 공복혈당이 control군에서 가장 낮았으

며, 이로 인해 maltose 투여 후 혈당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공복혈당에서 maltose 투여 후 변화

율을 고려한다면 ICR계 마우스와 당뇨모델에서 유사한 경

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Teranda 등의 보고(24)에 의하면 야콘 추출물에서 분리

된 49 μg/mL의 2,3,5-tricaffeoylaltraric acid가 α-glucosidase

를 50%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ybar 등의 연구(25)

에 의하면 정상 rat의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2% 야콘 차를 투여 시 혈당강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순천대학교에서 재배한 1,

5% 야콘 잎 추출물 투여 시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control군

과 추출물 투여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26). 약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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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yacon on change of blood parameters in
type I diabetic model induced by STZ

　
Fructosamine
(μmol/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Normal
Control
GI
GII
GIII

118.90±2.22b
210.20±17.39a
212.70±15.76a
239.50±16.71a
206.80±19.26a

57.50±2.57
67.20±4.82
62.90±4.40
67.60±3.24
59.10±5.37

32.80±2.71
74.30±17.07
60.10±14.01
77.00±18.26
69.40±18.35

Data was means±SE (n=10). Result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물은 기후나 재배 조건에 따라 구성성분과 기대효과가 다른

사실을 고려 시, 본 연구에 이용된 야콘은 제주지역에서 야

콘의 구성성분이 순천대학교에서 재배한 야콘 잎 성분과는

다를 것으로 추측되며, 그에 따른 혈당 강하 효과나 기전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췌장조직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 변화 및 인슐린 변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의 조

직학적 형태와 크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 분석

법을 통하여 비교 관찰하였다(Fig. 5). Normal군(Fig. 5A)의

랑게르한스섬 크기는 0.59±0.10 mm2으로 control군(Fig.

5B)의 0.05±0.02 mm2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랑

게르한스섬의 경계면 또한 뚜렷하였다. 실험군인 GI, GII,

GIII군(Fig. 5C-E)은 각각 0.18±0.03 mm2, 0.18±0.04 mm2,
0.39±0.09 mm2로 야콘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GIII군의 크기는 contro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랑게르한스섬의 경계면은 normal군

과 유사할 정도로 뚜렷하였다. 각 실험군의 랑게르한스섬

크기를 정량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Fig 5F). STZ는 췌장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 xanthine oxidase에 의해 O2
-

free radical을 유리시키며 과산화수소(H2O2)를 발생시켜

DNA 단편조각을 유발시키고, nitric oxide(NO)는 염증반응

을 유발 및 촉진시킴으로써 조직 내의 대식세포에 의해 췌장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를 파괴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7,

28). 이러한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랑게르한

스섬의 크기가 STZ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야콘

추출물 투여에 의하여 랑게르한스섬의 크기는 회복되었다.

또한 랑게르한스섬의 크기에 비례하여 인슐린의 분비량

이 증가되었다(Fig. 6). 인슐린 분비량은 normal군 3.40± 
0.29 ng/mL에서 STZ 투여에 의하여 control군 1.18±0.21
ng/mL로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인 GI, GII, GIII군은 각각

0.86±0.18 ng/mL, 2.16±0.70 ng/mL, 3.14±1.35 ng/mL로
야콘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였

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120일 동안 야콘 시럽 섭취를 통하여 인슐린이 증

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29). Habib 등의 보고(30)에 의하면

STZ로 유도된 당뇨질환 모델에서 야콘 뿌리 분말을 90일

동안 섭취 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가 증가하였으며,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였고 triglyceride와 low density

lipoprotein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혈

액 내 total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함량은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증가하였으나 control군에 비하여 야

콘을 고농도로 투여한 실험군 GIII군에서 감소 경향은 나타

났으나 유의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또한 fructos-

amine은 혈청단백이 포도당과 결합한 형태로, 당뇨질환에

서 증가한다. 혈청단백의 반감기가 약 17일로 과거 1～3주간

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함으로써 단기간의 혈당 지표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혈당강하 효과를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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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fructosamine을 측정하였다. 혈액 내 fructosamine은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증가하고 고농도 투여군

인 GIII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야콘 전체 부분을 열수 추출하여

추출물의 성분함량이 다를 것으로 추측되며, 5주간 짧은 투

여 기간으로 혈액 내 fructosamine, total cholesterol 및 tri-

glyceride 등의 함량에 대한 조절효과가 장기간 투여했을 때

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5주간 야콘 추출물을 경구투여 하여 STZ

에 의한 제1형 당뇨모델에서 주간혈당, 경구 당부하 검사,

랑게르한스섬의 크기 및 혈중 내 인슐린 농도를 관찰함으로

써 당뇨 개선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7주령 SD rats은 nor-

mal군, control군(STZ), GI(STZ＋125 mg/kg 야콘), GII

(STZ＋250 mg/kg 야콘)와 GIII(STZ＋500 mg/kg 야콘)으

로 군 구성을 하였다. 주간 체중은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주간 혈당은 5주차의 control군에 비하여 GIII군에서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는 STZ으로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glucose

투여에 의한 혈당변화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maltose 투여

에 의한 혈당변화는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또한 ICR계 mice에서의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maltose에 의한 혈당변화는 control군에 비하여 GIII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STZ에 의해 감소한 랑게르한

스섬의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비슷한 결과로 혈중

인슐린 농도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혈중 fructosamine, total

cholesterol 및 triglyceride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5주간의 야콘 추출물 섭취가 경구

당부하 검사, 췌장조직 내 랑게르한스섬의 크기 및 혈중 인

슐린 농도를 개선시킴으로써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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