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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ets with mulberry leaf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f supplements
on blood glucose-related biomarkers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Male diabetic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groups and fed several diets. Group A was fed a diet with a 10% supplement of mulberry
leaves. Group B was fed a diet with a 10% supplement of mulberry leaves and an additional 10% supplement
of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Group C was fed a diet with a 10% supplement of mulberry leaves and an
additional 30% supplement of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Group D was fed a diet with a 10% supplement
of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Group E was the DM control. All diets were based on AIN-93G diet and they
all lasted 6 weeks. The blood glucose levels of groups B and C stayed similar to initial levels (reference blood
glucose) for the experimental period,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levels in groups A, D, and E at the
6th week (p<0.05). And the area under the blood glucose curve (AUC) was also significantly lower in groups
B and C than in groups D and E (p<0.05). The fasting blood glucose level after the experiment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s B and C (p<0.05), and the C-peptide content of group C was as high as 50 pmol/L on average.
The HbA1c content was also significantly lower in groups A and B than in group E (p<0.05). The serum TG,
AST, and ALT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s A, B, and D than in group E (p<0.05). From the
findings, it is shown that a diet of 1:1 mulberry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f supplements could improve blood
glucose-related bio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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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

들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면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

되는 추세에 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핍으로 인하여 야기되며 여러 조직에서 인슐린 작용 저하

에 의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 장애를 비롯하여

각종 병리학적 증세를 초래한다(1,2).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의한 질병 및 대사증후군으로는 실명,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 및 혈중 중성지방의 증가, HDL-콜레스테롤

의 감소, LDL-콜레스테롤의 증가 등의 지질대사 이상을 들

수 있다(3-5).

한편, 뽕나무(Morus alba L.)는 열대지방에서부터 온대지

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뽕나무과(Moraceae), 뽕나무속

(Morus)에 속하는 식물자원으로, 뽕잎은 수천 년간 누에의

먹이공급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98년도 이후부터 식품

의 사용 가능한 원료로 식품공전에 등재된 후 각종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의 원료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6-8). 뽕잎의

유용성분으로 알려진 flavonoid계의 rutin은 모세혈관 강화

작용과 수축작용을 나타내며, 혈압 강하물질로 알려져 있는

GABA(γ-aminobutyric acid) 성분은 녹차 잎에 비해 약 10

배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뽕잎에는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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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animal study

Group (n=8) Treatment

A
B

C

D
E

Rat chow1) (90%)＋ML2) powder (10%)
Rat chow (80%)＋ML powder (10%)＋
CTL3) powder (10%)
Rat chow (60%)＋ML powder (10%)＋
CTL powder (30%)
Rat chow (90%)＋CTL powder (10%)
Rat chow (100%, DM control)

1)Basal diet (AIN-93G) ingredients (g/kg diet): corn starch
397.486, sucrose 100.00, dextrose 132.00, casein 200.00, soy-
bean oil 70.00, cellulose 50.00, mineral mixture 35.00, vitamin
mixture 10.00, choline bitatrate 2.50, L-cystine 3.00, t-bu-
tylhydroquinone 0.014.
2)
ML: mulberry leaves.
3)CTL: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tal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Group1)
Moisture
(g/100 g)

Crude fat
(g/100 g)

Crude protein
(g/100 g)

Crude ash
(g/100 g)

Carbohydrate
(g/100 g)

Dietary fiber
(g/100 g)

Energy
(kcal/100 g)

Ca
(mg/100 g)

P
(mg/100 g)

A
B
C
D
E

10.08
10.05
10.15
10.59
9.55

15.56
16.78
16.26
16.47
15.91

17.74
18.08
18.30
18.25
18.10

6.00
5.88
5.95
5.92
6.00

56.62
55.09
55.29
54.69
56.44

19.73
20.29
20.83
19.49
19.05

437.48
443.70
440.70
439.99
441.35

1029.84
1045.28
1036.49
1053.28
1087.48

776.18
776.92
747.34
754.59
759.39

1)
See Table 1.

sitosterol, campesterol, β-sitosterol glycoside, β-ecdysone

및 inosterone 등 식물성 스테롤이 다량으로 존재하여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저하작용, HDL-콜레스테롤의 증

가 및 항산화작용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11). 꾸지뽕나무(Cudrania tricuspidata)는 뽕나무

과에 속하는 낙엽성 소교목으로 잎 부분을 한방에서는 습진,

유행성이하선염, 폐결핵, 만성 요퇴통, 타박상, 급성관절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꾸지뽕잎의 생리활

성 작용으로는 항염증 작용, 항균작용 및 trypsin 효소 활성

저해능(12,13), 마우스에서의 지질 상승 및 산화 억제작용

(14), 간독성 억제작용(15)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당뇨에 대한 뽕잎이나 상백피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왔으나 근래 뽕잎에 α-glucosidase에

대해 저해활성을 갖는 1-deoxynojirimycin(DNJ) 및 여러 종

류의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이들 성분에 의해 혈당강

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뽕잎 및

누에가루 또는 오디의 혼합물을 급여한 당뇨쥐에서 혈당강

하를 비롯한 항산화작용 및 당뇨합병증의 뚜렷한 개선 효과

가 밝혀진 사례들이 있다(16-18). 하지만 뽕잎과 꾸지뽕잎,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의 효능을 비교 검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뽕잎과 꾸지뽕잎이 당뇨쥐의 혈당관련 바

이오마커(biomarkers)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streptozotocin으로 유도한 당뇨쥐에게 뽕잎 및 꾸지뽕잎 분

말 첨가식이를 급여하고 혈당변화 및 관련 지표성분 함량,

그리고 혈청 지질농도와 간기능치 등을 조사하여 기능성식

품 소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뽕잎 및 꾸지뽕잎은 2011년 5월에 경

남 산청군에서 채취한 잎을 대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

급받아 50
o
C에서 열풍건조한 후 파쇄하여 분말형태로 실험

식이 제조에 이용하였다.

실험식이

뽕잎 및 꾸지뽕잎이 흰쥐의 생리효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 실험식이는 흰쥐용 일반 고형사료(AIN-93G)

(19)를 기본식이(basal diet)로 하여 Table 1과 같이 뽕잎분말

10% 첨가군(A), 뽕잎 10%, 꾸지뽕잎 10% 혼합분말 첨가군

(B), 뽕잎 10%, 꾸지뽕잎 30% 혼합분말 첨가군(C), 꾸지뽕

잎분말 10% 첨가군(D), 당뇨대조군(E)으로 나누어 각 실험

식이를 6주간 급여하였다. 실험식이에 대한 일반성분을

AOAC 방법(20)에 준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실험동물의 사육

실험동물은 3주령 된 Sprague-Dawley(SD)계 수컷 흰쥐

를 (주)한림실험동물(Hwaseong, Gyeonggi, Korea)에서 구

입하였고, 실험 전 1주일 동안 흰쥐용 일반 고형사료로 적응

기를 거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환경은 항온

(23±1oC) 및 항습(50±5%) 조건을 유지하였고, 조명은 12

시간 light/dark cycle(08:00～20:00)로 일정하게 조절하였

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와 식수는 자유섭취(ad libitum)하도

록 하였고, 체중은 1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실험동물

저울(GF-2000, AND, Anyang, Gyeonggi, Korea)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급하

고 남은 식이를 4oC에서 냉장보관 한 후 1주일에 한 번 측정

하였다. 식이효율(feed efficiency ratio, FER)은 체중증가량

을 동일 기간 동안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음수량은 이틀에 한 번씩 측정하였다.

당뇨유도

인슐린의존성 당뇨병과 유사한 실험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 streptozotocin(STZ, Sigma Chemical Co. Ltd., St. Louis,

MO, USA)을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시켰다. 평균체중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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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tical methods of blood chemicals

Item Method Analyzer

Glucose
C-peptide
HbA1c

2)

Insulin
Fructosamine
FFA4)

TC
6)

HDL-C7)

LDL-C
8)

TG10)

AST
13)

ALT15)

ALP
16)

Creatinine
BUN

17)

RBC19)

WBC
20)

Hematocrit
Hemoglobin
Platelet

Enzymatic method
ECLIA1)

TIA
3)

ECLIA
Colorimetry
ACS-ACOD5) method
Enzymatic method
Enzymatic method
EIA

9)

Lipase, GK11), GPO12) colorimetry
Enzymatic method by IFCC

14)

Enzymatic method by IFCC
Enzymatic method by IFCC
Jaffe reaction
Urease with GLDH

18)

Electronic impedance
Flow cytometry
Electronic impedance
Cyanide free hemoglobin spectrophotometry
Electronic impedance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Mannheim, Germany)
Integra 400 (Roche, Basel, Switzerland)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Mannheim, Germany)
Modular analytics P (Roche, Mannheim, Germany)
Modular analytics P (Hitachi, Tokyo,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Modular analytics PE (Roche, Mannheim, Germany)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ADVIA 1650 (Bayer, Shiga, Japan)
SYSMEX XE 2100 D (Sysmex, Kobe, Japan)
SYSMEX XE 2100 D (Sysmex, Kobe, Japan)
SYSMEX XE 2100 D (Sysmex, Kobe, Japan)
SYSMEX XE 2100 D (Sysmex, Kobe, Japan)
SYSMEX XE 2100 D (Sysmex, Kobe, Japan)

1)ECLIA: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2)HbA1c: hemoglobin A1c. 3)TIA: turbidimetric immunoassay. 4)FFA: free fatty
acid.

5)
ACS-ACOD: acetyl CoA synthetase-acetyl CoA oxidase.

6)
TC: total cholesterol.

7)
H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8)LDL-C: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9)EIA: enzyme immunoassay. 10)TG: triglyceride. 11)GK: glycerokinase. 12)GPO: L-α-
glycerol phosphate oxidase.

13)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SGOT).

14)
IFC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15)ALT: alanine aminotransferase (SGPT). 16)ALP: alkaline phosphatase. 17)BUN: blood urea nitrogen. 18)GLDH: glutamate dehydrogenase.
19)
RBC: red blood cell.

20)
WBC: white blood cell.

g 내외의 SD계 수컷흰쥐를 공시하여 실험개시 전 STZ를

체중 kg당 47.5 mg 농도로 0.1 M citrate buffer(pH 4.0)에

녹여서 0.2 mL씩 복강주사 하였다. STZ 주사 후 7일에 혈당

치가 350 mg/dL 내외되는 쥐를 선별하여, 난괴법(random-

ized block design)으로 실험군당 8마리씩 임의배치 하여 총

6주간 사육하였다.

실험동물의 처리 및 시료 수집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안와정맥

총(orbital plexus)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분리관에

넣어 1시간 정도 실온에 방치한 다음 2,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은 -70oC

에서 냉동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채혈이 끝난 후 각

장기조직(간, 신장, 췌장, 비장, 정소)을 적출하여 0.9% 생리

식염수에 세척한 다음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

정하였다.

혈당측정 및 혈청성분 분석

혈당농도는 실험기간 동안 매주 혈당측정기(Accu-Chek
ⓡActive 601, Roche, Mannheim, Germany)로 측정하였고,

혈당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은 Sigma Plot

8.0 program(Jandel Scientific, San Rafael, CA, USA)을 사

용하여 계산하였다. 혈청 생화학치는 Han 등(21)의 방법에

준하여 그 분석방법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program for windows

version 17.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

계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mean±SE(standard error)로
나타내었다. 각 군의 결과값에 대해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음수량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가 STZ로 유도한 당뇨쥐

의 체중, 증체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음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실험종료 시 체중, 일당증체량 및

식이효율은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뇨대조군(E)의 경우 증체량이 다른 실험군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STZ가 췌장 내 β-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함

으로써 인슐린의 합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당

대사의 불균형, 체지방의 과잉 분해 및 체단백의 지속적인

소실로 인해 다소간의 체중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22). 식이섭취량 및 음수량은 뽕잎과 꾸지뽕잎 1:1 혼합군

(B)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p<0.05).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뽕잎 및 꾸지뽕잎의 체중증가 억제와 관련하여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무게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가 STZ로 유발한 당뇨쥐

의 장기무게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간, 신장,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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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weight gain, diet intake,
FER and water intake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1) Initial wt.

(g)
Final wt.
(g)

Gain
(g/day)

Diet intake
(g/day)

FER
2) Water intake

(mL/day)

A
B
C
D
E

356.0±17.43)b4)
387.7±48.9ab
406.9±14.5a
407.8±19.7a
367.5±32.6ab

388.9±65.1NS5)
442.2±106.3
458.2±52.4
435.2±29.3
373.0±54.2

1.69±1.21NS
2.18±1.28
2.14±3.15
1.61±1.34
0.94±1.27

45.97±3.26b
38.71±1.89c
51.37±4.77a
53.35±6.77a
48.28±3.07ab

0.044±0.031NS
0.070±0.046
0.052±0.062
0.034±0.031
0.019±0.031

210.3±14.7b
133.6±6.5c
219.6±18.6b
251.4±47.6a
221.0±15.4b

1)See Table 1. 2)FER (feed efficiency ratio)＝weight gain/diet intake. 3)Mean±SE (n=8).
4)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Not significant.

Table 5.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organ weight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1)
Organ weight (g/100 g bw)

Liver Kidney Pancreas Spleen Testis

A
B
C
D
E

4.09±0.652)NS3)
3.92±0.29
4.64±0.62
4.65±0.62
4.21±0.47

0.55±0.08NS
0.55±0.05
0.58±0.14
0.61±0.06
0.57±0.06

0.26±0.07NS
0.27±0.07
0.29±0.04
0.24±0.02
0.23±0.03

0.18±0.05b4)
0.23±0.08ab
0.29±0.01a
0.22±0.02ab
0.20±0.04b

0.48±0.01NS
0.54±0.03
0.53±0.06
0.51±0.05
0.51±0.06

1)
See Table 1.

2)
Mean±SE (n=8). 3)Not significant.

4)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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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blood glucose level (A) and
area under the blood glucose curve (B) in STZ-induced diabetic rats.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in (A) are means, and those in (B) are mean±SE (n=8). NS: not significant.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UC: area under the curve.

장, 정소 무게는 실험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비장 무게의 경우 뽕잎과 꾸지뽕잎 1:3 혼합군(C)이 뽕잎

첨가군(A) 및 당뇨대조군(E)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STZ에

의한 당뇨쥐에서는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당 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간장, 신장 및 심장이 비대한데 비해

(23,24), 본 연구에서 뽕잎 및 꾸지뽕잎 첨가식이는 장기무게

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당변화

당뇨 유발 후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로 6주간

사육하는 동안의 혈당변화 및 혈당치의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실험기간 동

안 당뇨대조군(E)과 꾸지뽕잎 첨가군(D)의 혈당치가 다른

처리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뽕잎과 꾸지뽕잎 1:1 혼합군(B)

과 1:3 혼합군(C)은 실험식이 급여 전 기준혈당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혈당(reference blood

glucose) 대비 실험 6주 후 혈당상승률은 B군과 C군이 각각

6.7, 7.6%로 당뇨대조군(2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

며, 6주간 혈당치의 곡선하면적(AUC)도 B군과 C군이 D, E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본 실험결과는 Lee

등(25)의 연구에서 STZ 투여 고혈당 마우스에서 공복 시 뽕

상엽추출물의 수층 및 에탄올층 투여군이 당뇨대조군에 비

하여 혈당강하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

으며, Alloxan으로 고혈당을 유도한 마우스에게 혐기처리

한 뽕잎분말(20%) 사료를 급여했을 때 당뇨군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고한 Kim 등(26)의 결과

와도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뽕잎의 혈당강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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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blood glucose-related bio-
markers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1)

Glucose
2)
(mg/dL) C-peptide (pmol/L) HbA1c

3)
(%) Insulin (ng/mL) Fructosamine (μmol/L)

A
B
C
D
E

268.3±46.94)ab5)
195.0±48.7b
227.3±37.9b
298.8±55.0a
323.8±73.5a

142.5±71.0NS6)
146.0±96.0
190.7±121.6
136.5±65.2
131.3±38.4

6.13±1.07b
5.68±1.34b
6.77±1.80ab
6.53±0.16ab
8.30±1.29a

0.07±0.05NS
0.06±0.02
0.11±0.06
0.14±0.06
0.10±0.09

249.0±53.4NS
211.8±56.4
235.8±52.7
259.0±13.4
238.0±12.0

1)See Table 1. 2)Fasting blood glucose. 3)HbA1c: Hemoglobin A1c. 4)Mean±SE (n=8).
5)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Not significant.

Table 7.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serum free fatty acid and
lipid levels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1)

FFA
2)
(μEq/L)

Lipid profiles3) (mg/dL)

TC HDL-C LDL-C TG

A
B
C
D
E

773.25±267.224)NS5)
882.00±212.75
1038.25±222.48
814.00±198.95
1042.00±404.34

76.75±18.34NS
77.75±17.33
80.50±19.30
78.00±17.94
90.50±47.66

65.75±19.40NS
67.00±19.61
61.25±22.02
66.25±16.76
51.25±16.74

12.00±6.06ab6)
14.25±5.12ab
8.25±2.63b
17.50±5.45a
9.75±4.50ab

129.50±35.89b
117.25±31.85b
256.50±45.66a
93.75±23.20b
249.00±30.35a

1)
See Table 1.

2)
FFA: free fatty acid.

3)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G: triglyceride.
4)
Mean±SE (n=8). 5)Not significant.
6)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용은 deoxynojirimycin(DNJ) 성분이 인슐린의 농도에는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장내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α-glucosi-

dase, α-mannosidase 및 β-galactosidase의 작용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Chung 등(27)은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본 실험 6주째에 뽕잎과 꾸지뽕잎 혼합군(B, C)의

혈당이 당뇨대조군(E) 및 뽕잎과 꾸지뽕잎 개별 첨가군(A,

D)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p<0.05)된 결과를 통해 두 시료의

혼합첨가 시 혈당강하 효능이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험군별 시료 첨가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에 대해 보완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혈당관련 지표성분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가 STZ로 유도한 당뇨쥐

의 혈당관련 지표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다. 실

험종료 후 공복혈당치는 뽕잎과 꾸지뽕잎 1:1 혼합군(B)과

1:3 혼합군(C)이 꾸지뽕잎 첨가군(D) 및 당뇨대조군(E)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본 결과는 당뇨

쥐에 YK-209 뽕잎 분말을 첨가한 식이로 3주간 급여하였을

때 약 22～25%의 혈당감소율이 있었다고 보고한 Yoo 등(28)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뽕잎의 혈당강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β-세포의 기능을 알 수 있는 C-peptide 함량

은 C군이 190.7 pmol/L로 다른 실험군들에 비해 평균 50

pmol/L 가량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한편, 당뇨

병에서 나타나는 고혈당의 조절 정도는 혈액 내 당화혈색소

(HbA1c) 또는 혈청 fructosamine의 함량 변화를 관찰함으

로써 판단할 수 있다(29). 장기간 평균 혈당 관리의 지표인

당화혈색소 함량은 뽕잎 첨가군(A)과 뽕잎, 꾸지뽕잎 1:1 혼

합군(B)이 당뇨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다소간의 혈당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슐린 및

fructosamine 함량은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혈청 유리지방산 및 지질농도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가 STZ로 유발한 당뇨쥐

의 혈청 유리지방산(FFA) 및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과 같다.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는 당뇨대조군(1042.00

μEq/L)보다 뽕잎 첨가군(A), 뽕잎과 꾸지뽕잎 1:1 혼합군

(B), 꾸지뽕잎 첨가군(D)이 각각 773.25, 882.00, 814.00 μEq/

L로 낮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콜레스

테롤(TC) 농도는 당뇨대조군(E)에 비해 뽕잎 및 꾸지뽕잎

첨가군(A, B, C, D)들이 평균 14% 가량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E

군보다 실험시료 첨가군들이 평균 27% 정도 증가하였으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C군

(8.25 mg/dL)과 D군(17.50 mg/dL)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0.05), 중성지방(TG) 농도는 당뇨대조군(249.00 mg/

dL)보다 A, B, D군(129.50, 117.25, 93.75 mg/dL)에서 유의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농도의 혈중 콜레스

테롤과 중성지질 함량에 의한 고지혈증은 당뇨병에 수반되

는 합병증으로 이로 인한 동맥경화증은 당뇨환자 사망의 가

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은 허혈성심

질환 및 동맥경화증의 주원인으로 인슐린비의존형 당뇨환

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0).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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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liver and kidney function
test values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1)
Hepatic function values2) (U/L) Renal function values (mg/dL)

AST ALT ALP Creatinine BUN
3)

A
B
C
D
E

250.25±72.684)b5)
283.00±49.37b
373.75±82.92ab
287.75±49.73b
413.25±59.31a

132.00±39.95b
137.75±32.00b
193.75±40.60ab
145.50±45.01b
250.00±42.46a

259.25±38.87b
233.25±57.36b
411.50±43.11a
203.75±68.59b
321.00±77.51ab

0.40±0.08NS6)
0.40±0.08
0.40±0.08
0.30±0.00
0.30±0.00

33.98±16.08NS
31.13±18.19
33.58±12.17
30.43±4.76
27.45±9.92

1)
See Table 1.
2)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SGOT),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SGPT), ALP: alkaline phosphatase.
3)
BUN: blood urea nitrogen.

4)
Mean±SE (n=8).

5)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
Not significant.

Table 9. Effects of diets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powder on CBC (complete blood count)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1)

RBC
2)
(×106/μL) WBC

3)
(×103/μL) Hct

4)
(%) Hb

5)
(g/dL) Platelet (×103/μL)

A
B
C
D
E

9.07±0.406)ab7)
8.73±0.58b
9.26±0.45ab
9.83±0.34a
8.97±1.01ab

11.67±1.79ab
10.51±1.66b
13.78±1.23a
13.80±1.53a
9.98±1.90b

44.75±1.85NS8)
44.60±2.48
45.40±0.79
48.10±1.21
44.30±6.09

16.55±0.81NS
16.60±1.07
16.68±0.57
17.90±0.41
16.45±2.34

1023.75±210.21a
970.00±154.88a
1037.75±189.08a
912.25±133.90a
651.00±109.28b

1)
See Table 1.

2)
RBC: red blood cell.

3)
WBC: white blood cell.

4)
Hct: hematocrit.

5)
Hb: hemoglobin.

6)
Mean±SE (n=8).

7)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8)
Not significant.

하여 Oh 등(31)은 뽕잎추출물을 함유한 음료수를 5주간 섭

취시킨 db/db 마우스에서 혈청 중 TG의 감소를 보고하였으

며, Kim 등(32)은 흰쥐에 콜레스테롤을 투여하여 실험적 고

지혈증을 유발시킨 상태에서 뽕잎 메탄올 추출물의 섭취가

혈청 TG 농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뽕잎 및 꾸지뽕잎 첨가식이는 STZ로

유발한 당뇨쥐의 혈청 지질 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뽕잎에 함유된 quercetin, kaempfer-

ol, chlorogenic acid, arthocarpesin, caffeic acid 등 poly-

phenol계 화합물(33)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가 STZ로 유도한 당뇨쥐

의 간 및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8과 같다. 간기능

치 중 AST 및 ALT 활성은 당뇨대조군(E)에 비해 뽕잎 첨가

군(A), 뽕잎과 꾸지뽕잎 1:1 혼합군(B) 및 꾸지뽕잎 첨가군

(D)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ALP) 활성은 A, B, D군이 당뇨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차이 없이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뽕잎, 꾸지뽕잎 1:3

혼합군(C)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Kim 등

(34)은 혈청 AST 및 ALT 증가는 간세포의 괴사를 의미하며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효과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표

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당뇨쥐는 STZ에 의해

간 손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며, 뽕잎 및 꾸지뽕잎 첨

가식이는 당뇨유발로 증가된 AST 및 ALT 활성을 유의적

으로 낮추어 간기능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신

장질환 진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creatinine과 요소질소

(BUN) 농도(35)는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뽕잎

및 꾸지뽕잎의 신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았다.

전혈구 검사

뽕잎 및 꾸지뽕잎 분말 첨가식이가 STZ로 유발한 당뇨쥐

의 전혈구 수(complete blood count, CBC)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9에 제시하였다. 적혈구(red blood cell, RBC) 수는

꾸지뽕잎 첨가군(D)이 뽕잎과 꾸지뽕잎 1:1 혼합군(B)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수는 당뇨

대조군(E)에 비해 C군(뽕잎, 꾸지뽕잎 1:3 혼합군)과 D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적혈구용적률

(hematocrit)과 혈색소(hemoglobin) 농도는 실험군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혈소판(platelet) 수는 E군에 비해

뽕잎 및 꾸지뽕잎 첨가군(A, B, C, D)에서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5). 이와 관련하여 Woo 등(36)은 STZ 처리 당뇨쥐

에서 당뇨병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백혈구 감소를 보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뽕잎 및 꾸지뽕잎은 철의 운반을

자극하여 조혈작용을 하므로 당뇨로 인해 저하된 혈구수를

다소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STZ로 유도한 당뇨쥐에게 뽕잎과 꾸지뽕잎 분

말의 1:1 혼합물 첨가식이를 급여했을 때 혈당상승을 억제하

고 혈당관련 지표성분, 그리고 혈청 지질농도 및 간기능치

개선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뽕잎 및 꾸

지뽕잎의 개별 및 혼합 급여시의 좀 더 명확한 효능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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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시료 첨가수준의 다각화 등의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들 기능성식품 소재를 이용하여 당뇨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용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요 약

뽕잎 및 꾸지뽕잎이 당뇨쥐의 혈당관련 바이오마커

(biomarkers)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SD계 수컷 흰쥐

에게 STZ 투여(47.5 mg/kg bw) 후 7일 뒤 혈당치가 350

mg/dL 내외되는 쥐를 선별하여 실험군당 8마리씩 배치하

고, AIN-93G를 기본식이로 하여 뽕잎 10% 첨가군(A), 뽕잎

10%와 꾸지뽕잎 10%(B) 및 30%(C) 혼합 첨가군, 꾸지뽕잎

10% 첨가군(D), 당뇨대조군(E)으로 나누어 각 실험식이를

6주간 급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기간 동안 B군과 C군

의 혈당치는 실험식이 급여 전 기준혈당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실험 6주째의 경우 E군 및 A, D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았다(p<0.05). 기준혈당 대비 6주 후 혈당상승률은

B군과 C군이 각각 6.7, 7.6%로 E군(29.2%)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았으며, 6주간 혈당치의 곡선하면적(AUC)도 B, C군이

D, E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실험종료 후 공복혈

당 역시 B, C군이 D, E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고(p<0.05), C-peptide 함량은 C군이 다른 군에 비해 평균

50 pmol/L 가량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당화

혈색소(HbA1c) 함량은 A군과 B군이 E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p<0.05). 혈청 총콜레스테롤(TC) 농도는 E군에 비해

실험시료 급여군이 평균 14% 감소하였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시료 처리군이 E군보다 평균 27% 증가하였으나 실

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중성지방(TG) 농도는

E군에 비해 A, B, D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간기능치 중 AST 및 ALT 활성은 E군보다 A, B, D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뽕잎 및 꾸지뽕잎 첨가식이 중 이들을 1:1로 혼합하여 STZ

로 유도한 당뇨쥐에게 급여하였을 때 혈당상승을 억제하고

혈당관련 지표성분, 그리고 혈청 지질농도 및 간기능치 개선

에도 다소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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