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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TF 쥐에서 칠면초와 세발나물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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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preventive effects of Suaeda japonica (SJ) and Spergularia marina Griseb (SMG) on the insulin
resistance in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OLETF) rats. The 10-week old OLETF rats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SJ and SMG for 18 weeks.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in SJ and SMG groups, measured using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rats. The SMG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insulin, glycated hemoglobin,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than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se levels were
relatively lower in the SJ group than those in the control rats. The SJ and SMG groups had relatively lower protein levels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p65 in adipose tissue and serine phosphorylated insulin receptor substrate 1 (IRS-1) in
skeletal muscle than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SJ and SMG prevent insulin resistance and SMG in
particular reduces blood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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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그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또한 당뇨병은

암 및 심혈관질환과 더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

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그 예방 및 치료는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제 2형 당뇨병은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고혈당을 나타

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나, 그 중 인슐린저항성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2,3).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

비되나 인슐린작용이 떨어진 상태로, 비만이나 고지방식이에 의

한 내당능장애 환자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늘

려 hyperinsulinemia 상태로 정상 혈당 수준을 유지하나,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될 경우 인슐린 분비능이 점차 떨어져 혈당 상승

과 함께 제 2형 당뇨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질환 등 다른 대사성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4). 또한 산화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 인자이기도 하다 (5,6). 그러므로

산화스트레스 감소와 인슐린저항성 개선은 제 2형 당뇨병을 비

롯한 다양한 대사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식품 중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채소 섭취는 산화스트

레스를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 등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4,5,7). 그러므로 산화스트레스 억제와 인

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 유용 채소의 발굴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염생식물은 해안가, 염습지, 염호숫가 및 염사막 등에서 염에

내성을 갖고 자라는 식물로, 전 세계적으로 1,500여 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8). 특히 염생식물은 육상식물과 달리 염 stress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삼투압 조절을 통한 세포기능 보호

등 다양한 자기 방어 기작과 함께 페놀성 화합물을 포함한 2차

대사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최근 염생

식물들에 대한 유용성분 및 생리활성이 밝혀지면서 식품이나 의

약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10).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서해안의 넓은 갯벌지역에 약 40

여 종 이상의 염생식물이 분포되어 있다(11,12). 염생식물이 서식

하고 있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함초를 비롯한 나

문재, 해홍나물, 칠면초, 그리고 세발나물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하여 왔다. 특히 함초는 항당뇨, 항산화,

면역증강,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13-15)을 나타내며 flavonoid

배당체들과 dicaffeoyl quinic acid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용성

분(16-18)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함초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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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채소, 셀러드, 그리고 발효식품 등의 다

양한 식품 형태로 널리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함초를 제외한 그

외 다양한 염생식물들은 식품 등의 다른 소재로 활용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칠면초(Suaeda japonica)는 함초와 같은 명아주과(Chenopodiacea)

에 속하며, 어린 것을 나물 형태로 섭취하여 왔으며 서해안 갯벌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19). 칠면초는 항산화 활성과 B16BL6

cells에서 tyrosinase 활성 및 melanin 생성 억제를 갖는다고 일부

보고된 바 있다(20,21). 또한 칠면초에 존재하는 성분으로는

glycinebetaine (betaine), 2'-hydroxy-6,7-methylenedioxyisoflavone,

dehydrovomifoliol, 그리고 betacyanin류 등이 동정된 바 있다(21-

23). 또한 본 연구팀은 칠면초로부터 항산화 활성 물질로 9종

flavonoid류, 3종의 phenylpropanoid류, 4종의 benzoic acid류, 그리

고 pyrocatechol를 포함한 16종의 페놀성 화합물을 동정하여 보

고한 바 있다(24).

석죽과에 속하는 또 다른 염생식물인 세발나물(Spergularia

marina Griseb)은 서남해안의 간척지나 염전 주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그 주변 지역에서는 봄나물 형태로 섭취하여 왔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존재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세발

나물이 겨울철 채소로 대량 재배되고 있고 그 소비량도 급증하

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발나물들을 대상

으로 총페놀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이 조사되어 보고되었을 뿐(25),

그의 유용성분 및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칠면초에 비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생리활성 및 기능성 성분이 우수한 염생식물을 발굴하

여 유용 식품소재로 활용하고자, 서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다양한

염생식물을 채취하여 항산화 활성 및 총페놀 함량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포함한 많은 염생식물들은 항

산화 활성이 우수하고 총페놀 함량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칠면초는 서해안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세발나물은 최근 겨

울철 채소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두 염생식물은 새로운 채

소작물이나 유용 식품소재로의 활용에 있어서 다른 염생식물에

비해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칠면초분말(SJ)과 세발나물분말(SMG)에서 이미 밝혀진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앞으로 식품소재로 이용 시 많은 도

움이 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미치는 두 염생식물의 효과를 조

사하였다. Cholecystokinin 1 (CCK-1) 수용체의 변이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성장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제 2형 당뇨병을 나타

내는 동물모델인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OLETF)

쥐를 사용하였으며(26),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전 시점인 생후

10주령부터 지속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는 28주령이 될

때까지 쥐에게 칠면초분말과 세발나물분말을 섭취시켜 인슐린 저

항성에 관련된 인자들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칠면초는 2011년 10월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서 자생하고 있는 것을, 세발나물은 2012년 3월에 전라남도 무

안군에서 재배된 것을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즉시 물로 세

척하여 갯벌과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한 후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동물 실험

실험동물은 5주령의 male인 OLETF쥐를 오츠카사(Tokushima,

Japan)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실험동물은 온도(20oC), 습도(50-60%)

및 주기의 조명(12시간 cycle)이 조절된 사육실에서 10주령이 될

때까지 사육하였다. 체중이 비슷한 10주령의 쥐들을 난괴법에 의

해 3개의 실험군(n=8)로 나누었으며, AIN-93G를 기본 조성(27)

으로 하여 3%(w/w)의 칠면초분말과 세발나물분말을 각각 첨가하

여 제조된 사료를 28주령이 될 때까지 18주 동안 섭취시켰다. 이

때 물과 사료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체중은 주 1회,

물과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다.

생화학적 인자 측정

혈당은 2주 간격으로 매 1회 12시간 절식시킨 다음 꼬리정맥

에서 채혈하여 혈당측정기(gDoctor, Green Cross, Anyang, Kore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은 채취된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혈청 10µL를 mouse insulin ELISA kit (TMB, Shibayagi, Japan)

에 가하여 반응시킨 다음 450 nm와 620 nm로 설정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lycated hemoglobin (HbA1c, 당

화혈색소)은 NycoCard kit (AXIS-SHIELD PoC AS, Oslo, Nor-

way)을, 혈중 adiponectin 함량은 rat high molecular weight adi-

ponectin ELISA kit (Shibayagi Co. Ltd., Shibayagi, Japan)를, 혈

중 leptin 함량은 rat leptin ELISA kit (Crystal Chem Inc., Down-

ers Grove, IL, USA)를 그리고 혈중 ghrelin 함량은 rat ghrelin

ELISA kit (EZRGRT-91K,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각

각 이용하였다. 혈장에서 중성지방(triglyceride),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그리고 고밀도지단백질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

protein cholesterol, HDL-cholesterol)의 함량은 효소법을 이용한 정

량측정 kit (Asan Pharmaceutical,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경구 포도당 부하 내성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실시하기 전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다음

5% 포도당(2 g/kg)을 경구투여한 후, 0, 30, 60, 120, 그리고 180

분 간격으로 꼬리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혈당은 혈당측정기(gDoct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물(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함량

측정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혈장 100 µL를 20% trichloroacetic acid

(TCA) 500 µL와 1 M thiobarbituric acid (TBA) 300 µL에 혼합한

다음 95o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방랭한 반응용액을 n-

butanol 800 µL로 분배하고 원심 분리하여 malondialdehyde

(MDA)-TBA 반응물이 함유된 n-butanol 층을 얻었다. 얻어진 n-

butanol 층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MDA 표준용액

으로 작성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혈장에 함유된 MDA 함량을

구하였다(28).

희생 및 채혈 방법

실험동물은 희생 전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ethyl ether로 마

취시켜 경추를 분리한 다음 개복하여 동물의 심장으로부터 직접

채혈하였다. 채혈된 혈액 샘플은 2% sodium citrate가 함유된

bottle에 넣고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혈장을 취하여

분석할 때까지 −8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또한 간, 근육, 지

방, 신장 등의 조직들은 희생하여 채취한 다음 식염수로 세척하

여 무게를 측정한 후 바로 −8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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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ting

각 조직 1 g을 glass bottle에 넣고 1% Triton X-100, 50 mM

HEPES (pH 7.4), 100 mM sodium pyrophosphate, 10 mM

sodium fluoride (NaF), 10 mM EDTA, 2 mM phenylmethylsulfo-

nyl fluoride, 1µg/mL pepstatin, 1µg/mL leupeptin, 10 mM Na3VO4,

그리고 0.1 mg/mL aprotinin으로 구성된 homogenized buffer 1 mL

를 가한 다음 즉시 Polytron (PT1200E, Kinematica AG, Lucerne,

Switzerland)으로 균질화시킨 다음 4oC에서 2시간 동안 서서히 교

반시켰다. 이 균질화 용액을 4oC에서 150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얻었다. 각 식이군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법(29)으로 측정하였다. 각 식이군의 단백질 용액(50 µg,

10 µL)에 tricine buffer 10 µL를 가하여 95oC에서 5분 동안 dena-

turation한 다음,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전개된 단백질들을 poly-

vinylidene fluoride membrane에 이동시킨 다음, 이 membrane를

Tris buffer 용액으로 세척한 후 3% bovine serum albumin이 함유

된 0.05% Tween-20 (TBST) buffer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

다. 이어 TBST 용액으로 5분씩 3회 반복 세척한 membrane를

primary antibody인 serine phosphorylated anti-insulin receptor

substrate 1 (pIRS1ser307)과 anti-nuclear factor-kappa B (NF-κB)

p65 (polyclonal antibody, Upstate, Lake Placid, NY, USA) 용액

에서 서서히 교반시키면서 반응시켰다. 1차 항체 반응이 끝난

membrane를 TBST 용액으로 5분씩 3회 반복 세척한 다음, horse-

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goat anti-rabbit immunoglo-

bin G를 가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세척된

membrane은 luminol이 함유된 enhanced chemiluminescence 용액

과 반응시켜 필름에 현상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IMB,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집단 간 차이는 One-way ANOVA와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 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 식이 섭취량 및 물 섭취량 변화

칠면초(SJ)와 세발나물(SMG)이 함유된 사료를 OLETF쥐에 섭

취시키는 동안 체중 변화를 조사하였다. 대조군(CON)은 초기 10

주령째 체중이 363.4±12.6 g이었으며, 식이 종료 전 28주령째의

체중은 704.4±26.9 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Fig. 1A). OLETF

쥐는 약 30주령째까지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그 결과(30)와 일치하였다. 칠면초분말과 세발나물분말을 섭

취한 쥐들의 체중은 식이 18주 동안 대조군과 거의 유사하였으

며, 각 식이군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식

이섭취량 및 물섭취량은 두 염생식물을 섭취한 식이군들과 염생

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식이군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data 생략).

공복 혈당 변화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OLETF쥐에 18주간 급여하는 동안 공복

혈당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B에 나타냈다. 본 실

험에서도 대조군의 공복혈당은 염생식물을 급여하기 직전 10주

령부터 염생식물을 급여 종료 시점인 28주령째까지 크게 증가하

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OLETF

쥐가 성장하면서 약 30주령째까지 공복 혈당이 증가한다는 보고

(30)와 유사하였다. 본 실험에서 OLETF쥐는 28주령째가 될 때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

긴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두 염생식물을 급여하는 동안 쥐

의 공복 혈당 변화는 대조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두 염생식물 급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서서히 증가하

는 OLETF쥐의 고혈당 수치를 줄여주지 못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포도당 내성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18주 동안 섭취시킨 OLETF쥐(28주령)들

을 대상으로 포도당 부하 내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염생식물을 급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당 농도는 60 min에 정점을 보인 후 점진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포도당을 투여한 후 180 min에는 포도당 투여 전 공

복 혈당 수치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Fig. 2A). 두 염생

식물을 급여한 식이군들은 대조군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

나, 포도당 투여 60 min에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공

복 혈당을 나타냈다(p<0.05). 포도당을 투여한 후의 혈당 변화에

Fig. 1. Changes of body weight (A) and blood glucose level (B) in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 control
group; □, S. japonica (SJ) group; ▲, S. marina Griseb (SMG)
group.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
w) halophytes for 18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ag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et groups at p<0.05. ns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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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혈당 면적(area under curve, AUC)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세

발나물과 칠면초식이군들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

나 각 식이군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B).

세발나물이나 칠면초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오는 당내

성의 감소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HbA1c과 Insulin 함량

당화혈색소(HbA1c)는 포도당과 hemoglobin이 결합한 형태로,

혈당 함량이 높을 경우 그 함량도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31). 특

히 당화혈색소 수치는 검사 시점 전 2-3개월 동안의 혈당 상태

를 알 수 있으므로,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예견하는데 그 지표

인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32). 그래서 두 염생식물을 18주 동

안 급여한 OLETF쥐(28주령)의 전혈에서 HbA1c 농도를 측정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 3A에 나타냈다. 혈중 HbA1c 함량은 대

조군이 7.21±0.81%으로 가장 높았으며, Long-Evans Tokushima

Otsuka (LETO) 쥐(4.0±0.40%)에 비해 약 3.2%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두 염생식물식이군들은 대조군에 비해 낮은 HbA1c 수

치를 나타냈다. 세발나물식이군(SMG, 6.00±0.75%)은 대조군과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던 반면, 칠면초식이군(SJ, 6.59±1.11%)은 대

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세발나물식이군

이 칠면초식이군에 비해 낮은 HbA1c 함량을 나타냈으나 두 식

이군 간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섭취한

두 식이군의 HbA1c 수치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보아

두 염생식물 섭취가 HbA1c 생성을 줄여 준 것으로 시사되었으

며, 세발나물의 효과가 더 현저하였다.

염생식물을 18주 동안 급여한 OLETF쥐(28주령)의 혈장에서

insulin 농도를 조사하였다(Fig. 3B). 혈중 insulin 농도는 대조군이

9.06±1.18 ng/dL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칠면초식이군은 7.23±1.18

ng/dL, 세발나물식이군은 6.92±0.84 ng/dL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은 insulin 함량을 나타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경

우 일반적으로 고인슐린혈증(hyperinsulinemia)을 동반한다고 알려

져 있다(33). OLETF쥐의 경우 생후 약 30주령까지 혈중 insulin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그 농도가 감소한다고 보

고된 바 있다(34). 그러므로 28주령인 OLETF쥐에서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혈중 insulin 수치가 염생식물을 섭취한

두 식이군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아, 대조군은 고인슐린혈증이 생

긴 것으로 여겨진다.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섭취한 두 군의 insulin

수치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염생식물 섭

취가 고인슐린혈증을 줄여 준 것으로 시사되었으며, 세발나물이

더 현저하였다.

Fig. 2.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 an its area under curve

value (B) in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
, control group; □, S. japonica (SJ) group; ▲, S. marina Griseb
(SMG) group.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halophytes for 18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time after injection of gluc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et groups at p<0.05. nsNo significant difference.

Fig. 3. Blood HbA1c (A) and insulin (B) levels in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Con, control group; SJ, S.
japonica group; SMG, S. marina Griseb group.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halophytes for 18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et
group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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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adiponectin, leptin 및 ghrelin 함량

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cytokine으로, 에너

지 대사에 관여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35). 그래서 본 실험에

서는 염생식물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고 있는 OLETF쥐

에서 adiponectin 수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두 염생식물

을 섭취시킨 OLETF쥐(28주령)의 혈장에서 adiponectin 농도를 조

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A에 나타냈다. Adiponectin 농도는

두 염생식물을 섭취시킨 식이군들과 대조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염생식물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adiponectin 수치를 나타냈으며, 세발나물식이군

이 칠면초식이군보다 더 현저하였다. Adiponectin 수치는 정상인

에 비해 비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감

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6,37). 따라서 두 염생식물 섭취가 인

슐린 저항성이 진행되더라도 adiponectin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나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ep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식욕을 억제시키

고 에너지 소비를 높여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인자로 밝혀지고

있다. 비만인 경우 leptin 농도가 이미 높아져 있어 leptin을 투여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leptin resistance가 발생되고 인슐린저항

성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38,39).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생후 성장하면서 비만과 함께 hyperleptinemia을

나타내는 OLETF쥐에 염생식물을 18주 동안 급여한 다음 leptin

농도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염생식물을 급여하지 않은

OLETF쥐의 혈중 leptin 농도는 26.0±3.22 ng/dL로, LETO쥐

(11.7±2.0 ng/dL)에 비해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Fig. 4B), 이는

선행연구(34)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염생식물

을 급여하지 않은 OLETF쥐는 hyperleptinemia가 이미 유발된 것

으로 해석되었다. 두 염생식물을 급여한 OLETF쥐의 혈중 leptin

농도는 염생식물을 급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더 낮았으며,

세발나물식이군이 칠면초식이군보다 더 현저하였다. 따라서 두

염생식물 섭취가 OLETF쥐의 hyperleptinemia를 줄여 준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러나 염생식물을 섭취시킨 두 식이군들과 대조군

간에 leptin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hrelin은 주로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hormone으로, 비만과 인

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0). 본 실험에서는 생

후 성장하면서 비만이 생기는 OLETF쥐에 염생식물을 18주 동안

급여한 다음 혈중 ghrelin 농도를 조사하였다. 염생식물을 급여하

지 않은 OLETF쥐의 혈중 ghrelin 농도는 1.21±0.26 ng/dL으로 나

타났다(Fig. 4C). 칠면초식이군은 1.04±0.29 ng/dL, 세발나물식이

군은 0.64±0.11 ng/dL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ghrelin

농도를 나타냈다. 최근 streptozotocin으로 유발시킨 당뇨 쥐에서

ghrelin 농도가 증가하고 고혈당증과 함께 현저한 과식증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41). 비만과 함께 인슐린저항성을

Fig. 4. Blood adiponectin (A), leptin (B), and ghrelin (C) levels in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Con, control
group; SJ, S. japonica group; SMG, S. marina Griseb group.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halophytes
for 18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et
groups at p<0.05. nsNo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1. Blood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levels in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Groups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rol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mg/dL)

CON 298.2±34.2b 172.4±24.1b 78.4±15.4ns

SJ 0248.8±43.4ab 0163.6±23.8ab 80.0±15.500

SMG 201.4±35.6a 137.9±13.4a 73.8±10.600

CON, control group; SJ, Suaeda japonica group; SMG, Spergularia marina Griseb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8).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halophytes for 18 weeks.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et groups at p<0.05.
ns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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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OLETF쥐에게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섭취시킨 두 식이

군 모두 혈중 ghrelin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더 낮았던 점을 고

려해 볼 때, 두 염생식물 섭취가 ghrelin 생성을 줄여 준 것으로

시사되었으며, 세발나물의 효과가 칠면초보다 더 현저하였다.

혈중 중성지질 및 콜레스테롤 함량

염생식물을 18주 동안 섭취한 OLETF쥐(28주령)의 혈장에서 중

성지질 및 cholesterol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인 OLETF쥐의 혈중

중성지질 농도는 298.2±43.2 mg/dL로, LETO쥐(107.4±27.9 mg/dL)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칠면초를 섭취한 OLETF쥐

의 혈중 중성지질농도는 248.8±43.5 mg/dL으로 대조군에 비해 낮

게 나타났으나 두 식이군들 간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흥미

롭게도, 세발나물을 섭취한 OLETF쥐(201.5±35.6 mg/dL)는 대조

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혈중 중성지질농도를 나타냈다(p<0.05).

혈중 cholesterol 농도의 경우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인 OLETF쥐(172.4±24.3 mg/dL)가 LETO쥐(123.5±13.2 mg/dL)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칠면초를 섭취한 OLETF쥐들

(163.6±23.8 mg/dL)은 대조군에 비해 낮은 총 cholesterol 수치를

나타냈으나 두 식이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발나물식이군(137.9±13.4 mg/dL)은 대조군과 칠면초식이군에 비

해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HDL-choleserol 함량은 식

이군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경우 hepatic lipase의 활성이 증가하고 혈중 총콜레스테롤

과 중성지질 농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42,43). 따라서

본 실험에서 두 염생식물을 섭취한 OLETF쥐의 혈중 콜레스테롤

과 중성지질 농도는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adiponectin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그러므로 두 염생식물 특히 세발나물은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되는 총 cholesterol 및 중성지질을 줄여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혈중 지질과산화물 함량

체내 과도한 산화스트레스는 인슐린저항성 및 제 2형 당뇨병

과 연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44). 혈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체

내 지질의 최종산화물로, 산화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 인자로 알려져 있다(45). 그래서 염생식물을 18주 동안 섭

취한 OLETF쥐(28주령)의 혈장을 대상으로 지질과산화물 함량을

조사하여 염생식물의 섭취가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Fig. 5), 혈중 지질과산화물 함

량(MDA)은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인 OLETF쥐가 6.9

±0.5 mg/dL로, LETO쥐(5.6±0.8 mg/dL)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

냈다. OLETF쥐는 비만과 함께 인슐린저항성이 심해져 산화스트

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두 염생식물을 섭취한

OLETF쥐들은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OLETF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세발나물을 섭취한 OLETF쥐(6.1±0.7 mg/dL)

는 칠면초를 섭취한 OLETF쥐(6.4±0.7 mg/dL)에 비해 더 낮은 혈

중 지질과산화물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 염생식물을 섭취한

식이군과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식이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방조직에서의 NF-κB 발현량 비교

NF-κB는 tumor necrosis factor-α 경로에서 발현하는 인자로, 염

증 및 세포괴사 및 인슐린 신호 전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다(46). 두 염생식물을 18주 동안 섭취한 OLETF쥐

(28주령)의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NF-κB p65 발현량을 조사하였

다. 혈중 지질과산화물 수치의 경우 두 염생식물을 섭취한 식이

군과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간에 현저한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으나(Fig. 5), 지방조직에서의 NF-κB p65 발현량은 식

이군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Fig. 6). 즉 칠면초를 섭

취한 OLETF쥐는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OLETF쥐에 비해 유

의적으로 낮은 NF-κB p65 발현량을 보였다. 세발나물을 섭취한

Fig. 5. Blood MDA levels in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Con, control group; SJ, S. japonica group; SMG, S.
marina Griseb group.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halophytes for 18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nsNo significant difference.

Fig. 6. Western blotting (A) and relative density (B) of NF-κB

p65 in adipose tissue of rats fed diets containing halophytes for
18 weeks. Con, control group; SJ, S. japonica group; SMG, S.
marina Griseb group. OLETF rats (10 week-old) were fed diets
containing 3% (w/w) halophytes for 18 week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et group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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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TF쥐의 NF-κB p65 발현량은 염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OLETF쥐에 비해 더 낮았으며, 칠면초를 섭취한 OLETF쥐에 비

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발나물이나 칠면초 섭취는 OLETF쥐가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되면서 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

사되었다.

근육조직에서의 pIRS1ser307 발현량 비교

NF-κB 발현량의 증가는 인슐린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insulin

receptor substrate-1(IRS-1)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IRS-1의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 신호전달을 저해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유

발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다(47). 특히 IRS-1의 307번 아미노산

serine이 인산화된 변형 단백질인 pIRS1ser307은 인슐린 신호전달에

있어서 부정적(negative) 조절 인자로, 인슐린 저항성의 진행 정

도를 파악하는데 지표 인자로 이용되고 있다(48). 그래서 두 염

생식물을 18주 동안 섭취한 OLETF쥐(28주령)의 근육조직을 대

상으로 pIRS1ser307 발현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Fig. 7), 두 염생

식물을 섭취한 OLETF쥐의 근육조직에서 pIRS1ser307 발현량은 염

생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칠면

초를 섭취한 OLEFT쥐는 세발나물을 섭취한 OLETF쥐에 비해 더

낮은 발현량을 보였다. 그러므로 칠면초와 세발나물은 인슐린신

호전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조절 인자인 pIRS1ser307 발현량을 줄여

주는 것으로 시사되었으나 각 식이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염생식물인 칠면초와 세발나물의 인슐린 저항

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OLETF쥐

는 CCK-1 수용체의 결함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을 걸쳐 제 2

형 당뇨병이 유발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는 10주령부터

28주령이 될 때까지 칠면초와 세발나물을 18주 동안 섭취시켰다.

염생식물식이군들의 체중이나 공복혈당 변화는 식이기간 동안 전

반적으로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ral glucose

tolerance test에서 염생식물 섭취가 당 내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그 혈당 변화를 면적으로 환산하였을 때 각 식이군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중 insulin 및 HbA1c

수치는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adiponectin 수치는 높고

leptin과 ghrelin 수치는 낮았으나 현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발나물식이군의 혈중 중성지질과 총 cholesterol 수치는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혈중 지질산화물 함량은 각 식이

군 간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염생식물식이군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NF-κB p65는 지방조직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발현량을 보였다. 또한 두 염생식물식이군에서 인슐린 신호전달

의 negative regulator인 pIRS1Ser307의 발현량은 대조군에 비해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칠면초와 세발나물은 생후 성장하

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OLETF쥐의 인슐린 저항성을 현저

하게 줄여주지는 못하였으나 그 개선 효과는 있는 것으로 시사

되며, 두 염생식물의 급여 기간을 늘려 제 2형 당뇨병을 예방하

는 효과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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