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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팔 복합물이 Ⅱ형 당뇨생쥐에서 지질대사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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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Opuntia ficus-indica and other natural resources (OF) in db/db and
C57 mice. Plasma triglycerides, cholestero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ctivity,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ctivity, fecal bile acid excretion, the histopathological appearance of the liver, and cholesterol-related
mRNA expression were determined. Mice (12 db/db mice and 12 C57 mice) were assigned to diabetic-control
(db-C), diabetic-OF treatment (db-OF), normal-control (C57-C), and normal-OF treatment (C57-OF) groups.
Animals in the control group were fed an AIN-76 recommended diet and animals in the OF group were fed
an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5% of OF for 4 weeks. Concentrations of total plasma cholesterol,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and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cholesterol decreas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OF. In contrast, high 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levels were minimally affected
by the experimental diet. Plasma AST and ALT showed lower activities in the db-OF group, and the fecal
excretion of bile acid was reduced in the db-OF group.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the liver showed that fatty
liver conditions in the db-OF group were more improved than db-C. 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 (LDL-R)
and cholesterol 7α-hydroxylase (CYP7A1) mRNA expression were increased in the db-OF group as well.
However,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 (HMG-CoA-R) mRNA expression was lower in
the db-OF group. These results provide experimental evidence about improved lipid metabolism of the OF feeding
in the db/db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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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슐린 비의존형인 제2형 당뇨병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

후에 유전적인 원인이나 비만 등으로 인해 근육세포 등의

인슐린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

함으로써 유발된다(1,2). 따라서 지질 이상혈증 빈도가 높아

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54%가 혈청 콜레스테롤이 250 mg/

dL 이상이며, 고중성지혈증 및 HDL-콜레스테롤의 감소도

19%로 보고되어 있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40%가 지질이상

혈증을 갖는다(3).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의 VLDL-

콜레스테롤과 triglyceride의 생성량이 증가하는데, V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혈장의 총콜레스테롤의 증가를 가져

오며, 또한 HDL-콜레스테롤의 수치도 감소한다(4). 또한 이

러한 혈중 중성지질 및 콜레스테롤 농도에는 HMG-CoA-R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

LDL-R(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 CYP7A1(chol-

esterol 7α-hydroxylase)등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1).

노팔(Opuntia ficus-indica)은 선인장과(Cactaceae) 식물

의 한 종류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및 남해안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백년초(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로 불린

다. 이 식물은 멕시코에서 당뇨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뿐만 아니라 노팔을 주재료로 하며 약리효과가

있는 천연물들의 복합물 역시 혈당 강하와 지질대사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15,16). 천화분(Tricho-

santhes kirilowii Maxim)은 덩굴성 여러해살이풀로 그 뿌

리를 천화분이라고 하며 이를 이용해 streptozotocin으로 유

발된 당뇨쥐에게 항 당뇨병 효과를 확인하였다(17). 목단피

(Paeonia suffruticosa Andrews)는 모란의 뿌리껍질을 말하

며, 지황(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은 간조직의 회복

에 영향을 주어 혈중의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와 혈당뿐 아니라 간조직

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고(18), 호로파(Trigonella f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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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graecum L)는 씨와 잎에서 당뇨쥐의 혈당을 감소시키

고(19), 산약(Dioscorea batatas Decaisne)을 증량한 육미지

황탕가산약 열탕액이 alloxan으로 유발된 당뇨병 쥐에서 혈

당, cholesterol과 triglyceride 등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고

(20), 삼칠근(Panax notoginseng(Burk.) F.H. Chen)의

db/db mice와 ob/ob mice에서 혈당 강하효과와 GTT 효과

를 확인하였다(21).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제2형 당뇨병 모델 쥐인 db/db

mouse를 이용하여 당뇨병 및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노팔 및 천연물들의 복합물(Opuntia ficus-indica com-

plex, OF)을 급여하여 선행 연구들(15,16)의 복합물들보다

효과가 우수한 복합물을 조성하여 지질대사 이상의 완화 효

과를 조사하고자 혈장의 화학조성을 분석하고, 간 조직의

변화를 면역염색을 통하여 관찰하며 간세포를 이용한 PCR

을 통해 혈당과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실험동물

멕시코산 노팔의 줄기와 중국산 천연물(천화분, 목단피,

지황, 호로파, 산약, 삼칠근)을 건조된 상태에서 구입하여

Disc mill(BM-D-100, McCoy Corporation, San Marcos,

TX, USA)과 Cyclone mill(3010-039, UDY Co., Rome

Court, Fort Collins, Italia)로 분쇄한 뒤 노팔의 줄기 65%,

천화분 및 목단피 각각 7%, 지황, 호로파, 산약 각 6%, 삼칠

근 3%의 비율로 혼합하여 OF를 제조하였다. 각 재료의 배합

비율은 Yoon과 Son(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은 8주령 수컷 C57 생쥐 12마리와

제2형 당뇨병이 주령이 증가하면서 유발되는 db/db 생쥐를

사용하였으며, 당뇨병이 충분히 유발된 주령인 12주령 수컷

db/db 생쥐 12마리를 (주)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았다. 실험동물은 SPF(specific-pathogen-free) sys-

tem에서 cage에 2마리씩 분리 사육하였으며, 사육실의 조건

은 온도 20～25
o
C, 상대습도 60～70%, 광주기 12시간을 유

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식이와 톱밥, 음수는 모두 멸균 처

리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식이 및 체중 측정

실험동물들은 6마리씩 나누어져 C57 정상대조군(C57-C),

C57 OF 정상 실험군(C57-OF), db/db 당뇨병 대조군(db-

C), db/db OF 당뇨병 실험군(db-OF)으로 배치되었다. 두

대조군은 AIN-76(American Institute Nutrition-76)의 사양

표준에 준한 기초식이를 급여하였고 OF군은 기초식이에

5%의 OF를 첨가하여 급여하였으며, 이 비율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정하였고(16) 총 4주간 실험이 진행되었다. 식이

섭취량은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식이효율(food effi-

ciency ratio, FER)은 체중 증가량(g)/ 총 식이섭취량(g)× 
100으로 계산하였다. 체중은 실험식이에 들어가기 전에 측

정한 다음, 급여 후 1주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하였다.

혈액 검사

실험식이 급여 1, 2, 3주 경과 후 12시간 절식시키고 꼬리

정맥에서 100 μL씩 채혈하였으며, 4주 경과 후에는 12시간

절식시키고 에테르를 이용하여 마취시킨 후 심장에서 혈액

을 채혈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얼음에 30분 방치한 뒤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얻고 다음 항목을

분석하였다.

혈장 중 중성지방(triglyceride) 함량은 glycerol kinase

(GK)-glycerol phospho-oxidase(GPO)법을 이용한 kit

(Shinyang Chemical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였으

며,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cholesterolester hydrolase, cho-

lesterol oxidase 및 hydrogen peroxidase를 이용한 효소법

으로 kit(Shinyang Chemical Co. Ltd)을 이용하여 50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HDL-cholesterol의 함량은 dex-

tran sulfate와 magnesium sulfate를 이용하여 LDL과

VLDL의 lipoprotein을 침전시킨 후 상층액에 남아있는

HDL 중의 콜레스테롤을 50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혈장 중성지방 농도

(mg/100 mL)
＝
검체의 흡광도 ×표준액의

농도표준액의 흡광도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

(mg/100 mL)
＝
검체의 흡광도 × 표준액의

농도표준액의 흡광도

HDL-콜레스테롤

농도(mg/100 mL)
＝
검체의 흡광도 ×표준액의 농도
표준액의 흡광도

×희석계수

희석계수:｛(혈장량＋시약)/ 혈장량}＝1.1

혈장 중 LDL-콜레스테롤과 VLDL-콜레스테롤 함량은

Friedewald 계산식에 준하여 산출되었다(22).

혈장 중 AST 및 ALT의 활성도 측정은 Reitman과 Fran-

kel(23)의 방법에 따라 kit(Shinyang Chemical Co. Ltd)을

사용하였다. 505 nm에서 증류수를 맹검으로 하여 표준액,

검체 및 대조군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여기서 얻은 검량곡선

을 이용하여 효소의 활성단위로 환산하였다.

분변의 담즙산 정량

분변은 실험기간 마지막 5일 동안의 분변 전량을 수집하

여 -70oC로 냉동시킨 후 동결 건조하여 담즙산 분석에 사용

하였다.

담즙산은 Fausa와 Skalhegg(24)의 효소를 이용한 정량법

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정량법의 반응 종결 후 1,5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Ⅰ). 이때 효소용액 대신에 0.1 M의 hydrazine

hydrate 용액 2.5 mL를 첨가하여 동일하게 반응을 시켜 얻

은 흡광도를 control로 하였다(Ⅱ). E1, E2는 Ⅰ과 Ⅱ의 흡광

도에서 각각 blank 흡광도와의 차이를 구한 값이며 E1과 E2

의 차이인 ΔE는 3α-hydroxyl group의 산화에 따른 NADH



노팔 복합물이 Ⅱ형 당뇨생쥐에서 지질대사에 미치는 효과 863

Table 1. Effect of OF on diet intake, food efficiency ratio (FER) and weight gain in db/db mice and C57 mice fed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Groups1)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Weight gain (g) Diet intake (g) FER2) (g/g diet)

db-C
db-OF
C57-C
C57-OF

45.71±1.413)a4)
44.56±1.20a
20.69±0.28b
20.87±0.16b

53.11±1.05a
51.51±2.91a
23.28±0.37b
22.58±0.45b

7.40±0.67a
6.95±1.71a
2.60±0.17b
1.71±0.31c

172.68±3.24a
164.32±3.06b
98.26±2.63c
92.44±2.78c

4.29±0.40a
4.23±0.61a
2.64±0.18b
1.85±0.33c

1)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db-OF, 5% OF of diabetic diet in db/db mice;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C57-OF, 5% OF of non-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plex.
2)
FER={Body weight gain (g)/ Diet intake (g)}×100.
3)Values are mean±SE, n=6.
4)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의 소멸지수이다.

μmole 3α-hydroxyl

bile acid/mL
＝

ΔE×3×1000×C
6.2×A×B

ΔE: The extinction of the unknown sample

6.2: The μmole extinction coefficient of NADH at 340 nm

3: The total volume of reaction mixture

A＝Volume of extraction added to reaction mixture (10

μL)

B＝Quantity of fecal extracted (0.2 g)

C＝Total volume of fecal extraction (0.5 mL)

간 조직의 H & E 염색

실험기간 종료 후 간 조직을 적출하여 4%의 paraform-

aldehyde로 24시간 이상 고정시킨 다음 paraffin으로 포매하

고 microtome을 사용하여 조직을 4 μm 두께로 절편하였다.

절편한 조직은 전처리를 거쳐 hematoxylin과 eosin으로 이

중염색과 Periodic acid-Schiff(PAS) 반응을 시킨 다음 탈수

를 하였다. 합성수지 봉입제로 cover glass를 봉합한 후 광학

현미경(Olympus BX50, Tokyo, Japan) 200배율로 관찰하고

현미경이 부착된 카메라(Olympus DP70)로 촬영을 하였다.

유전자 발현 분석

적출된 간 조직 중 50 mg을 잘라내 즉시 액체 질소에 담가

보관한 뒤 Trizol(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이용해

RNA를 추출하고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μg/

μL)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해 cDNA를 합성하고 이 중 1

μL를 PCR에 사용하였다. β-Actin은 primer(F, CCCAAC-

TTGATGTATGAAGG; R, TTTGTGGAAGGTAAGGT-

GTGC)를 이용하여 94oC에서 4분간 정치시킨 후 94oC에서

30초 동안 변성, 50
o
C에서 30초 간 재생, 72

o
C에서 30초씩

합성을 23회 반복한 후 72
o
C에서 다시 5분간 정치시켰다.

HMG-CoA-R의 경우 동일 조건에서 F, GTTCTTTC-

CGTGCTGTGTTCTGGA; R, CTGATATCTTTAGTGC-

AGAGTGTGGCAC primer로 57
o
C에서 재생하여 29회 반복

하였으며, LDL-R 역시 동일 조건에서 재생온도 42oC에 반

복 횟수 30회로 F, GCTCCATAGGCTATCTGCTCTTCA;

R, GCGGTCCAGGGTCATCTTC를 이용하였다. CYP7A1

은 52oC에서 재생을 하였으며 반복 횟수는 30회였고 F,

CCTTGGACGTTTTCTCGCT; R, GCGCTCTTTGAT-

TTAGGAAG의 primer를 이용하였다.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수치들은 mean±SE로 나타내

었고,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ANOVA를 실시

하였으며, 각 평균치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수준을 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이섭취량 및 체중변화

Table 1을 살펴보면 db-C군과 db-OF군 간의 사료섭취량

과 C57-C군과 C57-OF군 간의 사료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고,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 연구 보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5).

식이효율은 db-C군과 db-OF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C57-C군과 C57-OF군 간에는 유의적(p<0.05)인 차

이를 보이면서 C57-C군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C57 생쥐

에서 OF의 급여가 낮은 식이효율을 나타내 다이어트 효과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팔 줄기의 조섬유 함량이

건조중량의 11.44%에 달하는 것에 의해 포만감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5).

체중변화를 살펴보면 db-C, db-OF, C57-C와 C57-OF 순

서로 나타났다. db-C군과 db-OF군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는데 이는 유전적으로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db/db 생쥐의 유전적 특성을 OF의 급여로 억제하기에 역부

족이었다고 사료된다. Yajima 등(26)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대조군에 비하여 당뇨병 실험군에서 2.1배의 체중 증가를 보

였다. 한편 C57-C군과 C57-OF군 사이에는 유의적(p<0.05)

인 차이를 나타내며 C57-OF군에서 적은 체중 증가를 보였

는데 이는 OF의 급여가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혈장 중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

혈장 중 중성지방 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Fig. 1A) 처음

1주 후에는 db-C와 db-OF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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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lasma triglyceride (A) and total choles-
terol (B) by supplementation of OF in db/db mice and C57
mice for 4 weeks. Values are mean±SE, n=6.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db-OF, 5% OF of diabetic diet in
db/db mice;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C57-OF, 5% OF of non-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plex.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t same week
poi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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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lasma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A), low 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B) and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cholesterol by
supplementation of OF in db/db mice and C57 mice for 4
weeks. Values are mean±SE, n=6.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db-OF, 5% OF of diabetic diet in db/db mice;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C57-OF, 5% OF
of non-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
plex.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t same week poin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db-C에서는 혈장 중성지방 함량

이 점점 증가하였다. 반대로 db-OF에서는 혈장 중성지방

함량이 점점 감소하여 2주 이후부터는 유의적(p<0.05)인 차

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db-OF의 혈장 중성지방의 함량이

C57-C와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C57-C와 C57-OF

의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Yajima 등(26)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와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내었는데, pioglitazone, pioglitazone＋bezafibrate

와 KRP-297을 급여한 db/db 생쥐에서 혈장 중성지방의 함

량이 감소하였다. Kawasaki 등(27)의 연구에서도 db/db 생

쥐에게 pioglitazone을 급여하였을 때, 제2형 당뇨병 쥐에게

자두(plum)를 급여한 Utsunomiya 등(28)의 연구에서도 모

두 혈장 중성지방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당대사 이상에 따른 지방대사 이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과

VLDL-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한

다(5). 본 연구에서도 실험동물들은 이러한 기존 보고 경향

과 비슷한 콜레스테롤 대사를 나타내었다. db-C는 실험이

시작된 후 계속적으로 혈장 총콜레스테롤의 증가를 보였고,

db-OF에서는 OF급여 1주 후 db-C와 비슷한 혈장 총콜레스

테롤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db-C와

유의적(p<0.05)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Fig. 1B). Ut-

sunomiya 등(28)의 연구에서도 db/db 생쥐의 혈장 중 총콜

레스테롤 함량은 실험기간 동안 상승하였고, 자두를 급여하

였을 때 유의적(p<0.05)인 감소를 보였다.

4주간의 실험기간이 끝난 후 측정된 혈장 중 HDL-콜레스

테롤 함량은 db-OF에서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아니었다(Fig. 2A). MacLean 등(29)은 동맥경화

성 식이를 급여한 db/db 생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바, 당

뇨병 대조군에서 3개월 동안 혈장 HDL-콜레스테롤이 꾸준

히 증가함으로써 제2형 당뇨병에서 HDL-콜레스테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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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plasma aspatate aminotransferase
(AST) (A)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B) by sup-
plementation of OF in db/db mice and C57 mice for 4 weeks.
Values are mean±SE, n=6.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db-OF, 5% OF of diabetic diet in db/db mice;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C57-OF, 5% OF of non-
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plex.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t same week poi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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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OF on fecal bile acid excretion in db/db mice
and C57 mice fed experimental diet for 4 weeks. Values are
mean±SE, n=6.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db-
OF, 5% OF of diabetic diet in db/db mice;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C57-OF, 5% OF of non-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plex. Values with dif-
ferent letters at same week poi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드시 감소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혈장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4주간의 실험이 끝난 후 측

정되었는데, db-C가 db-OF에 비하여 327%의 증가를 보였

고, db-OF는 C57-C와 비슷한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나

타내었다(p<0.05, Fig. 2B). 이러한 현상은 제2형 당뇨병에

서 전형적으로 출현하는 지질대사 이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OF의 급여가 LDL-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ig. 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혈장 VLDL-콜레스테롤 함

량도 LDL-콜레스테롤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db-OF

가 db-C에 비해 45%의 감소를 보여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

을 보였다(p<0.05). 즉 OF의 급여가 LDL-콜레스테롤과 함

께 VLDL-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킴이 관찰되었다.

또한 손바닥선인장, 하늘타리, 목단피, 산약, 강황과 호로

파를 첨가한 복합물을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쥐에

게 2%와 5% 수준으로 급여했을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냈으나, db-OF군에서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감소효과

가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16).

혈장 중 AST 및 ALT 함량

제2형 당뇨병 쥐인 db/db 생쥐에서는 비만과 함께 심한

지방간 현상을 나타내는데, 혈장 중 AST와 ALT는 간세포

에 다량 존재하는 효소로서 간세포 손상 시에 혈중으로 유출

되기 때문에 간세포 손상의 지표로 이용된다(30,31).

AST의 경우(Fig. 3A), C57-C와 C57-OF 간의 차이는 없

었으며, db-C는 C57-C에 비하여 77%의 증가를 보였고 db-

OF는 30%의 증가를 보였다(p<0.05). ALT를 살펴보면(Fig.

3B) C57-C와 C57-OF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db-C는

C57-C에 비하여 2배의 증가를 보였고 db-OF는 57%의 증

가를 보였다(p<0.05). Holt(5)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에서

지방간의 빈도는 21～78%로 제1형 당뇨병의 4～17%에 비

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지방간은 혈액 및 간의 유리

지방산 증가로 인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결국

중성지방 합성률이 초저밀도 지단백으로 분비시킬 수 있는

간의 능력을 초과함으로 인해 유발되며, 지방간으로 ALT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실험 결과, db-C에서 높은 수준의 AST와 ALT 함량이

나타난 현상은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에 의해 간세포가 파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바,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간의 조직학적 관찰이 필요하였다. 혈장 AST와 ALT를 유

의적(p<0.05)인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사실로 비추어 OF의

급여는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일차적으로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분변의 담즙산 함량

Han 등(32)의 보고에 의하면 분변 중 담즙산의 함량으로

써 체내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알 수 있다. 분변으로 배출된

답즙산의 함량은 db-C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db-OF는 2.9

배, C57-C는 1.9배, C57-OF는 2.2배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OF의 급여가 담즙산의 배출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Tiemann 등(10)의 연구 보고를 보면 콜레스테롤을

급여한 C57 mice의 간과 분변에서 담즙산의 함량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식이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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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of hepatic tissue from
diabetic mice fed experimental diet for 4 weeks. (A)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B) db-OF, 5% OF of diabetic
diet in db/db mice. (C)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D) C57-OF, 5% OF of non-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plex. Original magnificat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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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the OF on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HMG-CoA-R) (A), low density lipo-
protein receptor (LDL-R) (B) and cholesterol 7α-hydroxylase
(CYP7A1) (C) mRNA expression. Values are mean±SE, n=6.
db-C, diabetic control diet for db/db mice; db-OF, 5% OF of dia-
betic diet in db/db mice; C57-C, non-diabetic control diet for C57
mice; C57-OF, 5% OF of non-diabetic diet in C57 mice. OF,
Opuntia ficus-indica complex.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t
same week poi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서 담즙산으로 바뀌어 분변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Han 등(9)의 연구에서 콩을 급여한 C57 mice와 ApoE

mice의 분변에서 보다 많은 담즙산이 배설되었다. 분변에서

의 담즙산의 증가는 한편으로 체내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

로 배설시키는 유전인자인 CYP7A1의 RT-PCR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어 관련 실험을 수행하였다.

간 조직 관찰

각 실험군들의 간조직의 조직학적 변화 결과(Fig. 5)를 살

펴보면, C57-C와 C57-OF에서는 중심정맥 주변부와 문맥

주변부의 간세포에서 세포질이나 세포핵 및 동양모세혈관

등에 병리학적인 소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간세포대의 배

열도 매우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db-C에서는 간세포 내에

지방축적에 의한 공포들이 많이 관찰되며 일부에서는 축적

된 지방들에 의해 핵이 세포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로 인한 간세포의 괴사도 관찰되었다. 공시한 db/db mice에

서 관찰된 심각한 지방간 소견은 Xu 등(33)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db-OF에서는 db-C에 비해 적게나마 지방간

현상이 나타났고 세포 외부의 지방구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세포 외부의 지방구는 세포 내에 있던 지방이 소비되

기 위하여 세포 외부로 유출된 것이거나 세포가 파괴되어

세포 내부의 지방이 세포 외부에 모인 것인데, 병리학적 형

태로 볼 때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유전자 발현 분석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는 콜레스테롤 향상성 메

커니즘에 대하여 콜레스테롤합성계, 특히 HMG-CoA-R을

중심으로 알려진 것은 간장의 스테롤합성과 HMG-CoA-R

활성과는 밀접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콜레스테롤 합성계

에서 가장 중요한 율속효소라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합성은

세포질에서 acetyl-CoA를 전구체로 HMG-CoA가 합성되

며, 이후 mevalonate로 전환되고 복잡한 30여 단계들을 거쳐

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중 HMG-CoA를 mevalonate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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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효소가 HMG-CoA-R이다(34). 간에서 콜레스테롤

의 합성량을 알아보기 위해 HMG-CoA-R을 측정한 결과

C57-C에 비하여 db-C는 196%의 증가를 보였으며, db-OF

는 152%의 증가를 보였다(Fig. 6A). 이것은 콜레스테롤의

생성이 OF급여군에서 감소한다는 것으로 혈장 중 콜레스테

롤 함량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혈액 중 존재하는 LDL의 약 60% 이상은 간장 LDL-R을

통하여 제거된다. LDL-R을 확인한 결과 db-OF에서 유의적

(p<0.05, Fig. 6B)인 증가를 보여 혈액 중의 LDL-콜레스테

롤이 감소되었던 혈장의 조성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의 생성을 알 수 있는

CYP7A1을 확인한 결과 역시 분변에서 답즙산 배설이 많았

던 db-OF군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6C). 이러한 결과들로

비추어 볼 때 OF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배설시키는 효

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혈장 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요 약

유전적으로 제2형 당뇨병이 유발되는 db/db 생쥐에 OF

를 5% 수준으로 4주간 급여한 결과 지방 대사를 개선시켜,

혈장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VLDL-콜레스테롤

과 중성지방을 유의적으로(p<0.05) 감소시켰고, HDL-콜레

스테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장 총콜레스테

롤의 감소는 간에서 HMG-CoA-R의 감소에 의한 콜레스테

롤의 생성이 줄어든 것이고, 또한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합성하는 CYP7A1을 증가시켜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의 형

태로 배설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분변 중 담즙산의 함량

이 증가하였다. LDL-콜레스테롤의 감소는 LDL-콜레스테

롤을 세포로 이동시켜 분해를 촉진하는 LDL-R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db/db mice에서는 비만뿐 아니라 심각한

지방간이 유발되는데 OF의 급여로 AST와 ALT를 낮추어

간세포의 파괴를 완화시켰으며, 간 조직의 H&E 염색 소견

에서도 지방간의 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군으로

C57 생쥐에게 5% 수준으로 OF를 급여한 결과 OF를 급여하

지 않은 대조군과 OF를 급여한 실험군의 혈장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VLDL-

콜레스테롤, AST와 ALT 함량의 차이가 없었으며, 간조직

관찰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OF는 당뇨병이 유발되지 않은 정상혈당의 생쥐에서는

지질대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제2형 당뇨병인

db/db mice의 당뇨병 합병증인 지질대사 이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OF의 어떤 성분이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성분 분석과 세부적

인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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