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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와 용량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된 2형 당뇨병 
흰쥐에서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병합 투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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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reen tea polyphenol and vitamin C on type 2 diabetes mellitus 
by administering polyphenon 60 (P60) and sodium ascorbate (SA) to diabetic rats induced by high fat diet/low-dose 
streptozotoc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divided into five different groups: non-diabetic control group (NC), diabetes  
control group (DC), diabetes+P60 group (DM+P60), diabetes+SA group (DM+SA), and diabetes+P60+SA group 
(DM+P60+SA). P60 and SA were dissolved in 0.1% drinking water. After P60 and SA were administered for 16 
weeks, fasting blood glucose, plasma insulin, serum triglyceride, blood urea nitrogen (BUN), and creatinine levels 
as well as kidney alkaline phosphatase (AP) and γ-glutamyltranspeptidase (GGT) activities were measured. Fasting 
blood glucose level increased 5-fold in the DC group compared to the NC group. In the DM+P60 group, fasting 
blood glucose level decreased by 14%. In the DM+P60+SA group, fasting blood glucose level decreased by 28% 
compared to the DC group, whereas the DM+SA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The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index increased in the DC group and decreased in the DM+P60+SA group 
compared to the DC group. Serum creatinine level increased in the DC group, but decreased by 17% in the DM+P60 
group and by 43% in the DM+P60+SA group compared to the DC group. The serum BUN level increased in the 
DC group, but decreased by 41% in the DM+P60+SA group compared to the DC group. Kidney GGT and AP activities 
decreased in the DC group compared to the NC group; however, they were reversed by DM+P60+SA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combined administration of both green tea polyphenol and vitamin C had better effects on improving 
blood glucose level, insulin resistance, serum triglyceride level, and protecting kidneys than administration of either 
green tea polyphenol or vitamin C alone in the context of type 2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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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서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 당뇨병 연맹(IDF)의 통계에 의

하면 2013년 당뇨병 환자 수는 3.8억 명 정도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5.9억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1). 

당뇨병 환자의 증가는 대부분 2형 당뇨병에 의한 것으로 2

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 이상 및 인슐린 분비세포의 apoptosis 및 간 

포도당 생성 증가 등의 원인에 의한 혈당 조절의 이상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

을 위해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sulphonylureas, 

biguanides, thiazolidinediones(TZDs) 및 α-glucosidase 

inhibitor 등이 있고, 최근에 개발된 제재로는 glucagon- 

like peptide-1 agonists, dipeptidyl peptidase-IV inhib-

itors 및 amylin analogues 등이 있다(3). 경구용 혈당강하

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약효가 감소하거나 약물 부작용이 나

타날 수 있으며, 혈당 조절 기능을 회복하여 당뇨병을 근본

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제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은 화학 합성 의약품

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식물에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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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들어 있는 폴리페놀(polyphenol)은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및 항암 작용 등 생리활성이 알려지면서 천연물을 연구

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4,5). 폴리페놀은 구조에 

따라서 phenolic acids, flavonoids, stilbenes 및 lignans 

등으로 나눌 수 있고, flavonoids에는 flavonols, flavones, 

flavanols, flavanones, isoflavones 및 anthocyanidins 등

이 포함된다(5). Flavonoid는 과일, 채소, 차, 콩 및 식물재

료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나 음료 등에도 포

함되어 있으며, 당뇨병, 암, 심혈관질환 및 골다공증 등의 

질환 발생과 flavonoid 함유 식품의 섭취량은 연관성이 있다

고 한다(6,7). Hanhineva 등(8)은 폴리페놀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및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Wedick 등

(9)은 flavonoid 식이가 2형 당뇨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Song 등(10)은 flavonols과 flavones 식이 섭취

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2형 당뇨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녹차(Camellia sinensis L.)에는 폴리페

놀류인 catechin이 함유되어 있는데, catechin 함량은 수용

성 물질의 30~4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catechin 중 epicatechin(EC), epicatechin-3- 

gallate(ECG), epigallocatechin(EGC) 및 epigallocate-

chin-3-gallate(EGCG) 등 4가지 함량이 높다(11). Iso 등

(12)이 40~65세 연령 17,423명을 5년간 추적하여 연구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 6컵 이상 마시는 사람

이 일주일에 1컵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2형 당뇨병의 발

생이 현저히 낮아 녹차 음용이 2형 당뇨병의 발생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Wolfram 등(13)은 배양세포

와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EGCG가 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Ishikawa 등(14)은 catechin

이 소장 α-glucosidase를 억제하거나 포도당 흡수를 억제

하여 식후 혈당 증가를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Fukino 등(15)은 2형 당뇨병 환자에 EGCG를 투여

해도 혈당의 감소가 없었다고 하였고, Strobel 등(16)은 지

방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EGCG가 glucose transporter 

4에 직접 작용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한다고 하여 

EGCG의 2형 당뇨병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

고 있다. Gao 등(17)은 대사증후군에서 catechin 단독 투여

보다 catechin, 비타민 C 및 비타민 E 등의 병합 투여로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Chen 등

(18)은 비타민 C가 catechin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

였다. 당뇨병에서 산화적 손상은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제재의 개발은 당뇨병성 합병증의 예방에 매우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는데(19), catechin과 비타민 C의 병합 

투여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녹차 폴리페놀이 당뇨병 치료를 위한 

기능성 식품재료로 이용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2형 당뇨병 

흰쥐에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를 혼합하여 음용시킨 후 

혈액과 신장의 생화학적 소견을 비교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polyphenon 60(P60)은 catechin 함량

이 70%인 녹차 추출물로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Sodium ascorbate 

(SA), streptozotocin(STZ), sodium citrate, γ-glutamyl- 

nitroanilide, p-nitrophenyl phosphate, 단백질 측정 kit 

및 인슐린 측정 kit은 Sigma-Aldrich Co.에서 구매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흰쥐는 체중 180~200 g 되는 Spra-

gue-Dawley 종 수컷으로 샘타코(Daejeon, Korea)에서 구

매하여 12시간 명암 주기, 온도 20±2°C, 상대습도 60±5%

의 환경에서 사육하였고, 45% 고지방 식이는 샘타코에서 

구매하여 실험동물에 공급하였다. 동물실험은 조선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CIACUC2015-A0003)

을 받아 윤리 규정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2형 당뇨병

의 유발은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을 사용하

여 유발하였다. 실험동물에 45% 고지방 식이를 공급하여 

4주일간 사육한 후 당뇨군에는 STZ를 0.05 M citrate buf-

fer(pH 4.5)에 용해시켜 흰쥐(STZ 35 mg/kg BW)의 복강

에 주사하였고, 대조군은 0.05 M citrate buffer를 복강에 

주사하였다. STZ 주사 후부터 실험동물은 일반 실험동물 

사육 사료를 공급하여 사육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non- 

diabetic control: NC 군), 당뇨 대조군(diabetic control: 

DC 군), 당뇨+녹차 폴리페놀(DM+P60) 군, 당뇨+비타민 

C(DM+SA) 군 및 당뇨+녹차 폴리페놀+비타민C(DM+P60 

+SA) 군 등 총 5군으로 나누었고, 각 실험군의 동물 수는 

5마리로 하였다. NC 군과 DC 군은 식수로 수돗물을 공급하

였고, DM+P60 군은 수돗물에 P60을 0.1%(w/v) 농도로, 

DM+SA 군은 수돗물에 SA를 0.1%(w/v) 농도로 용해시켜

서 식수로 공급하였으며, DM+P60+SA 군은 P60과 SA가 

각각 0.1%(w/v) 농도가 되도록 용해된 물을 식수로 공급하

여 16주일 동안 사육하였다.

혈액 채취 및 분석

실험동물을 실험 시작 후 2주 간격으로 공복 혈당을 측정

하였다. 공복 혈당은 동물을 12시간 금식시킨 후 꼬리 정맥

에서 채혈하여 혈당 측정기 ACCU-CHEK(Roche Diag-

nostics, Mannheim, Germany)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실험

동물은 에테르로 마취시켜 개복 후 복부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신장을 절제하였다. 채취된 혈액의 일부는 즉시 

혈장을 분리하여 인슐린을 측정하고, 나머지는 응고시킨 후 

혈청을 분리하여 중성지질, BUN 및 creatinine 정량 시료로 

사용하였다. 혈장 인슐린은 인슐린 측정 kit(Insulin ELISA 

kit)을 Sigma-Aldrich Co.에서 구매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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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of experimental 
animals
       Parameter  NC1)   DC2)

 Food intake (g/24 h)
 Body weight (g)
 FBG3) (mmol/L) 
 Plasma insulin (μU/mL)
 HOMA-IR4)

 Triglyceride (mg/dL)

 12.8±1.6a 
288.4±18.5 
  5.0±0.4a

  8.3±0.7
  1.9±0.2a

 72.6±5.5a

 19.8±4.0b

286.2±13.1
 22.1±1.2b

  8.1±0.7
  8.0±1.0b 
179.9±19.8b

1)NC: non-diabetic control.
2)DC: diabetic control.
3)FBG: fasting blood glucose. 
4)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Effect of polyphenon 60 (P60) and sodium ascorbate (SA) on phys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in experimental animals 
     Parameter  NC  DC   DM+P601) DM+SA2) DM+P60+SA3)

Food intake (g/24 h)
Fluid intake (mL/24 h)
Body weight (g)  
FBG (mmol/L) 
Plasma insulin (μU/mL)
HOMA-IR 
Triglyceride (mg/dL) 

 21.6±2.4a 
 18.0±3.3a 
357.6±14.4  
  4.9±0.6a 
  8.2±0.9 
  1.8±0.3a 
 77.4±8.9a 

 28.2±2.7b  

 42.8±3.8b  

369.0±25.7  
 24.5±1.4d  
  7.9±0.8 
  8.6±0.5c 
192.2±13.8d

 29.6±1.3b

 46.0±6.4b

356.2±14.8
 21.1±1.2c

  7.9±0.8
  7.7±0.8c  
151.8±12.4c  

 29.4±1.1b 

 42.6±3.3b 

365.8±22.1 
 23.5±1.4cd

  7.6±0.6  
  7.9±0.7c  
183.4±16.1d

 29.4±1.7b

 43.6±3.6b

355.6±17.8
 17.4±1.5b

  7.8±0.6
  6.1±0.7b

111.8±16.5b

1)DM+P60: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0.1% in drinking water).
2)DM+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SA (0.1% in drinking water).
3)DM+P60+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and SA (0.1% P60 and 0.1% SA in drinking water).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따라서 반응시킨 후 ELISA plate reader(Tecan, Männe-

dorf, Switzerland)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혈청 

중성지질, BUN 및 creatinine 양은 혈액 자동분석기(Hita-

chi 718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 지수인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

sulin resistance(HOMA-IR)는 Matthews 등(20)의 방법

에 따라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HOMA-IR=Insulin (μU/mL)×Glucose (mmol/L)/ 22.5

신장 효소 활성 측정

절제된 신장 조직 0.2 g을 취하여 2 mL의 0.1 M 인산염 

완충액(pH 7.4)을 첨가하여 균질화시킨 후 γ-glutamyl-

transpeptidase(GGT)와 alkaline phosphatase(AP) 측정

을 위한 시료로 이용하였다. GGT 활성도는 Tate와 Meister 

(21)의 방법으로 γ-glutamyl-nitroanilide로부터 생성되는 

p-nitroanilide 양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AP는 Tenenhouse 

등(22)의 방법에 따라 p-nitrophenyl phosphate로부터 생

성되는 p-nitrophenol 양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

고, 단백질은 Sigma-Aldrich Co.의 단백질 정량 kit(total 

protein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은 μmo-

les/mg protein/h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측정 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

였고,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

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고, 시료 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흰쥐에서 2형 당뇨병 유발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된 당뇨병 

흰쥐의 체중, 식이섭취량 및 생화학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DC 군 식이섭취량은 NC 군보다 54%가 

증가하였고, 체중은 NC 군과 DC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C 군의 공복 혈당은 22.1±1.2 mmol/L로 NC 군

의 5.4±0.4 mmol/L에 비하여 약 4배가 증가하였고, 혈장 

인슐린은 NC 군 8.3±0.7 μU/L, DC 군 8.1±0.7 μU/L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수인 HOMA- 

IR은 NC 군에서 1.9±0.2, DC 군은 8.0±1.0으로 DC 군에

서 높게 나타났고, 중성지질량은 DC 군에서 NC 군보다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 

투여는 2형 당뇨병 유발에 이용되고 있는데(23,24), 본 실험

에서는 DC 군에서 공복 혈당이 증가하고 혈장 인슐린의 양

은 변화가 없었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수인 HOMA-IR이 

DC 군에서 높게 나타나 2형 당뇨병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

다.

P60과 SA 투여 2형 당뇨병 흰쥐의 생리적 및 혈액소견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2형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기 위해 P60과 SA를 당뇨병 흰쥐에 16주간 투여

한 후 관찰한 식이섭취량, 음수량, 체중 및 혈액소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이섭취량과 음수량은 NC 군에 비하여 

DC 군에서 30%와 137%가 각각 증가하여 당뇨병 발생으로 

인하여 식이섭취량과 음수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당뇨

병 흰쥐에 P60이나 SA를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 



170 이병래 ․양  훈 ․박평심

aaaaa

d
c
c

d
d

c
c

cccc

b
b
b

cd

AbAbAb
Ab

Bb

0

100

200

300

400

500

0 4 8 12 16
Weeks

G
lu

co
se

 le
ve

l (
m

g/
dL

)  .

NC DC DM+P60 DM+SA DM+P60+SA

Fig. 1. Effects of polyphenon 60 (P60) and sodium ascorbate 
(SA) on fasting blood glucose in diabetic rats. Rats were ad-
ministered P60 and SA for 16 weeks, the fasting blood glucose 
were determined after 12 h fasting. NC, non-diabetic control; 
DC, diabetic control; DM+P60,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0.1% in drinking water); DM+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SA (0.1% in drinking water); DM+P60+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and SA (0.1 % P60 and 0.1% SA in drinking water).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in DM+P60+SA group.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at same weeks.

사이에 식이섭취량과 음수량의 차이가 없었고, 체중은 각 

실험군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녹차 폴리페

놀이나 비타민 C 투여가 식이섭취량이나 음수량 및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공복 혈당은 DC 군에

서 NC 군의 5배로 증가하였고, DM+P60 군은 DC 군보다 

14% 감소하였고, DM+P60+SA 군은 DC 군에 비하여 28% 

정도 감소하였으며, DM+SA 군은 DC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녹차 폴리페놀이나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로 혈당의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혈청 인슐린 

양은 각 실험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인슐린저항성 

지수인 HOMA-IR은 DC 군에서 8.6±0.5였고, DM+P60+ 

SA 군은 6.1±0.7로 DC 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DM+P60 군과 DM+SA 군은 DC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로 공복 혈당과 

HOMA-IR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2형 당뇨병에서 녹차 폴리

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혈장 중성지질량은 

NC 군에 비하여 DC 군에서 2.4배가 증가하였으며, DM+ 

P60 군은 DC 군보다 21% 감소하였고, DM+P60+SA 군은 

DC 군에 비하여 42% 정도 감소하였으며, DM+SA 군은 DC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녹차 폴리페놀이나 녹차 폴리페

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로 혈액 중성지질량의 감소가 일어

나며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로 중성지질 감소

량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 2형 

당뇨병에서 혈당, 인슐린 저항성 및 혈청 중성지질량 개선에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가 녹차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C 단독 투여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

한다.

P60과 SA 투여 2형 당뇨병 흰쥐의 공복 혈당 변화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2형 당뇨병의 공복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P60과 SA를 당뇨병 흰쥐에 

투여하면서 16주간 공복 혈당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

다. NC 군의 공복 혈당은 실험 시작할 때인 0주에 91±11 

mg/dL였으며 16주까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 

DC 군은 0주에 공복 혈당이 397±22 mg/dL였으며 16주까

지 변화가 없었다. DM+P60 군 공복 혈당은 0주 397±18 

mg/dL였으며 8주와 16주에 DC 군보다 각각 10% 및 12%

가 감소하였고 4주와 12주에는 DC 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DM+SA 군 공복혈당은 0주에서 16주까

지 DC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M+P60+SA 군 공복 

혈당은 DC 군에 비하여 4주 18%, 8주 27%, 12주 29% 및 

16주 31%가 감소하였다. Nagao 등(25)은 2형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12주간 녹차 catechin을 투여하면 혈당이 

134.1±5.6 mg/dL에서 약 8 mg/dL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

고, Wein 등(26)은 당뇨병 생쥐 모델인 db/db mice에 P60 

0.1 g/kg을 4주간 투여하였을 때 혈당의 변화가 없다고 하

여, 녹차 폴리페놀 단독 투여에 의한 혈당의 감소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녹차 폴리페놀은 소화 효소인 amy-

lase나 α-glycosidase 작용을 억제하거나 포도당 흡수 억

제, 포도당 신생 억제 작용 등 여러 가지 작용으로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8,9,13,16), 본 실험의 결과 

P60 투여 당뇨병 흰쥐의 공복 혈당량은 8주와 16주에는 

10% 내외의 감소가 있었으나 4주와 12주에는 감소가 없어

서 녹차 폴리페놀에 의한 혈당 강하 작용이 크지 않으며, 

비타민 C가 당뇨병에서 혈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군의 공복 혈당은 당뇨 대조군, 녹차 폴리페놀이나 비타

민 C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모두 감소하여 2형 당뇨병에서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혈당 강하에 상승작용을 나타

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타민 C와 녹차 폴리페놀의 혈당 

강하 상승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으며, 

Chen 등(18)은 비타민 C가 폴리페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

는 작용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폴리페놀 안정성 증가도 

효과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의 혈당 강하 상승작용 기전과 용량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P60과 SA 투여 2형 당뇨병 흰쥐의 신장 손상에 미치는 

영향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2형 당뇨병 흰쥐의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당뇨병 흰쥐에 P60과 SA를 

16주 동안 투여한 후 혈청 creatinine, BUN 양과 신장 효소 

GGT와 AP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 3 및 Table 3과 

같다. 혈청 creatinine 양은 DC 군에서 NC 군보다 284%가 

증가한 1.23±0.12 mg/dL였고, DM+SA 군은 DC 군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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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P60 and SA on serum creatinine in diabetic 
rats. Rats were administered P60 and SA for 16 weeks, the se-
rum creatinine were determined after these treatments. NC, non- 
diabetic control; DC, diabetic control; DM+P60,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0.1% in drinking water); DM+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SA (0.1% in drinking water); DM+P60+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and SA (0.1% P60 and 0.1% SA 
in drinking water).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
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s of P60 and SA on enzyme activities in kidney of diabetic rats  

Enzymes1) Enzyme activities (μmoles/mg protein/h)
NC DC DM+P60 DM+SA DM+P60+SA

GGT
AP

47.8±4.6c 
15.8±1.5b 

34.5±3.0a  
11.7±1.2a  

41.5±3.6b 
13.6±0.5ab

36.6±5.2ab 
11.5±0.5a 

44.2±4.0bc 
14.4±1.2b

1)GGT: γ-glutamyltranspeptidase, AP: alkaline phosphatase.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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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P60 and SA on blood urea nitrogen (BUN) 
in diabetic rats. Rats were administered P60 and SA for 16 
weeks, the BUN were determined after these treatments. NC, 
non-diabetic control; DC, diabetic control: DM+P60,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0.1% in drinking water); DM+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SA (0.1% in drinking water); DM+P60+SA, 
diabetic rats treated with P60 and SA (0.1% P60 and 0.1% SA 
in drinking water).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
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DM+P60 군의 creatinine 양은 

DC 군보다 17% 감소하였고, DM+P60+SA 군은 0.69± 

0.08 mg/dL로 DC 군보다 43% 감소하였다. 혈청 BUN 양은 

DC 군에서 NC 군보다 184%가 증가한 81.96±6.46 mg/dL

였고, DM+P60 군과 DM+SA 군은 DC 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DM+P60+SA 군의 BUN 양은 DC 군

보다 41% 정도가 감소한 48.38±7.55 mg/dL였다. 혈청 

BUN과 creatinine 양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소견으로서 

시스플라틴과 같은 항암제에 의한 신장 손상이나(27) 당뇨

병성 신장 손상이 나타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8), 본 실험 결과에서도 DC 군의 혈청 BUN과 creatinine 

양이 증가하여 신장 손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Khan 

등(27)은 항암제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독성이 녹차 추출

물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하였고, Ahad 등(28)은 항산화 물

질인 ellagic acid가 2형 당뇨병 흰쥐에서 신장 손상을 억제

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당뇨병 흰쥐에 P60을 단독 

투여한 경우 creatinine은 감소하지만 BUN은 변화가 없고, 

P60과 SA를 복합 투여했을 때 creatinine이나 BUN의 증가

를 억제하기 때문에 신장 손상 방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

된다. GGT와 AP는 신장 세뇨관의 솔가장자리 막(brush 

border membrane)에 많이 존재하는 효소로서 세뇨관 손상 

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2,27). 본 실험에서 DC 군의 

신장 GGT와 AP 활성도는 NC 군보다 감소하여 DC 군에서 

신 세뇨관 손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차 추

출물이 시스플라틴이나 gentamycin에 의한 신장 GGT와 

AP 활성도 감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7,29), 본 실험에서 DM+P60+SA 군의 신장 GGT와 AP 

활성도는 DC 군보다 증가하여 당뇨병 흰쥐에 녹차 폴리페

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로 신장 손상이 억제됨을 보여주고 

있다. Groebler 등(30)은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을 복합 투여

하면 산화적 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Gaede 등

(31)은 2형 당뇨병 환자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복합 투

여하면 알부민뇨증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의 복합 투여로 녹차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C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신

장 손상의 억제 효과가 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의 신장 손상 억제 효과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의 예방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

며,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보

조제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72 이병래 ․양  훈 ․박평심

요   약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2형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을 이

용하여 당뇨병이 유도된 흰쥐에 polyphenon 60(P60)과 

sodium ascorbate(SA)를 16주간 투여한 후 공복 혈당, 혈

장 인슐린, 혈청 중성지질, BUN 및 creatinine과 신장 GGT

와 AP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당뇨병 흰쥐에 P60이나 SA 

투여로 인한 식이섭취량과 체중의 변화는 없었다. 공복 혈당

은 당뇨 대조군(DC 군)에서 대조군(NC 군)의 5배로 증가하

였으며, 당뇨+녹차 폴리페놀(DM+P60) 군은 14%, 당뇨+

녹차 폴리페놀+비타민 C(DM+P60+SA) 군은 28%가 DC 

군보다 감소하였고, 당뇨+비타민 C(DM+SA) 군은 DC 군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장 인슐린 양은 각 실험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수 HOMA-IR은 

DC 군에서 증가하였고 DM+P60+SA 군은 DC 군보다 감소

하였다. 혈청 creatinine 양은 DC 군에서 증가하였고 DM+ 

P60 군은 DC 군보다 17% 감소하였으며, DM+P60+SA 군

은 DC 군보다 43% 감소하였다. 혈청 BUN 양은 DC 군에서 

증가하였고 DM+P60+SA 군은 DC 군보다 41% 감소하였

다. 신장 GGT와 AP 활성도는 DC 군에서 감소하였고 

DM+P60+SA 군은 DC 군보다 감소가 적었으며, DM+SA 

군은 DC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 2형 

당뇨병에서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 복합 투여가 혈당, 

인슐린 저항성 및 혈청 중성지질량 개선 및 신장 손상 방지 

효과가 녹차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C를 단독으로 투여하였

을 때보다 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의 혈당 상승 억제와 신장 손상 방지 효과에 대한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며, 녹차 폴리페놀과 비타민 C는 당뇨

병 환자에게 혈당을 조절하고 신장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성 

식품 제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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