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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 유발 당뇨 동물모델에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의 학습 및 기억력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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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ti-amnesic effect of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DMW) on memory dysfunction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was investigated to assess its potential industrial value. Daily administration of
DMW (11 weeks) significantly reduced serum glucose, insulin, and blood urea nitrogen (BUN) levels increased by an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reptozotocin (STZ, 55 mg/kg). In addition, the administration of DMW decreased escape
latency and increased the time spent in the platform quadrant in the Morris water maze test. Step-through latency in a
passive avoidance test was also improved. Finally, DMW produced ameliorating effects on STZ-induced cholinergic deficit
through an inhibitory effect on acetylcholinesterase and the increment of acetylcholine level in the hippocamp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MW might be used as a natural substance for improving diabetic induced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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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관심과 함

께 당뇨병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치매의 1차 증상인 기억력 감퇴 현상은 콜린

(choline)성 신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으며,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측정하여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 환자의 임상적 정황을 관찰하는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인슐린 비의존

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견 되었고, 주된 중추

신경계의 병리 소견은 중뇌를 포함한 뇌간(brain stem)과 대뇌반

구(cerebral hemisphere)의 뇌실질(intraventricular)에서 보이는 변성

이라고 보고하였으며(2), 내당능 장애(glucose intolerance)와 고인

슐린 혈증 환자에서도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인다고 발표되어진

바 있다(3).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로 인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을 초

래하는 질병이다. 고혈당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만성화로 인

한 포도당의 당화과정에서 생성된 reactive oxigen species(ROS)에

의해 체내 지방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 촉진 및 산화적 손상

을 증가시켜 세포조직의 손상을 초래하고 나아가 고혈압, 동맥경

화증, 고지혈증 등의 각종 당뇨 합병증을 일으킨다(4-6). 현재 당

뇨병에 의한 혈관 합병증과 말초 신경병증은 많이 연구되어 있

으나(7), 또 다른 합병증 중의 하나인 당뇨성 인지기능 장애에 관

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당

뇨성 인지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 소재를 탐색을 위

해 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 STZ)로 유도한 당뇨성 인지능

력 손상 동물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는 우리나라

의 남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 등에서 자생하는 쌍떡잎식물이며 두

릅나뭇과의 상록 교목으로 완도, 보길도와 해남 등 전라남도의 서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의 한라산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 자원

이다(8).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병의 치료에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의 이용을 추천하였으며, 실제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미국과 호주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조

사자의 각 34.0% 및 48.5%가 약물치료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민

간요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의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천연 자원인 황칠나무의 잎을 활용

하였다. 황칠나무에는 세스퀴터펜(sesquiterpene)에 속하는 베타셀

리넨(β-selinene)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capnellane-8-one가 다

음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0), 뿌리와 잎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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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거풍습, 황멸맥, 풍습비통, 편두통, 월경불순에 효능이 있다

고 알려져 왔다(11). 황칠나무 잎 추출물 분획에서 항암, 항산화,

간세포 재생, 경조직 세포 재생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멜라

닌을 생성하는 타이로시네이스의 활성 억제 기능으로 미백효과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2). 또한, STZ로 유도한 당뇨 쥐에서

황칠나무 분획물이 항당뇨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3).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천연자원

인 황칠나무 잎을 이용하여 STZ의 복강투여에 의해 당뇨가 유발

된 기억력 감퇴 실험 동물모델에서의 당뇨병의 여러 인자들이 인

지기능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및 제조

황칠나무 잎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흥에서 채취 하였으며, 건

물 대비 20배의 물을 첨가하여 100oC에서 4시간 환류 추출하였

다. 그리고 수득한 추출물을 여과 후, 감압농축 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최종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으로

STZ, 아세틸콜린, 하이드록실아민(hydroxylamine), 다이나이트로벤

조산(dithionitrobenzoic acid)의 경우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 사용된 시약은

대한민국 약전의 1등급 이상 등급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6주령의 Spraque Dawley (SD) 수컷 래트를 샘타코(Osan,

Korea)에서 구입한 후 6일 동안 동물사육실의 환경 하에서 검역

및 순화시키면서 일반 건강 상태를 관찰한 후, 이상이 없는 개체

를 선별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본 시험의 환경은 온도 22±3oC,

상대습도 50±5%, 환기횟수 10-15회/시간, 조명주기 1시간(8:00-

20:00), 조도 150-300 Lux의 사육 환경으로 설정된 동물 사육실에

서 사료와 음용수를 급여하여 사육하였으며, 적응 및 시험기간

동안 격리 사육을 실시하였다. 순화기간 중 이상이 발생한 개체

와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지 않은 개체를 제외한 후, 각 군간

평균 체중 및 표준편차가 균일하도록 군 분리를 실시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연구원 실험동물윤리위원회(전남천연자원연구원)의 승

인(승인번호: 32-35)을 받아 수행하였다.

군분리 및 시료처리

시험군은 총 5개의 군으로 10마리씩 분리 하였다: i) 정상군

(control) (vehicle-injection + saline administration group), ii) 스트

렙토조토신 처리군(streptozotocin–intraperitoneal (i.p.) injection +

saline administration group), iii) donepezil 처리군(streptozotocin-

i.p. injection + 1 mg/kg body weight (b.w.) donepezil administration

group), iv) DMW 100 mg/kg 처리군(streptozotocin-i.p. injection +

100 mg/kg b.w. DMW administration group), v) DMW 300 mg/

kg 처리군(streptozotocin-i.p. injection + 300 mg/kg b.w. DMW

administration group). 스트렙토조토신을 0.1 M 시트르산소듐 완충

용액(sodium-citrate buffer) (pH 4.5)에 용해시킨 후, 체중 kg당

55 mg을 복강주사 하였고, 정상군에게도 동량의 0.1 M 시트르산

소듐 완충용액을 투여하였다. 당뇨유발의 확인은 48시 간 후 공

복혈당 수치가 300 mg/dL 이상인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양

성대조군으로는(donepezil 1 mg/kg b.w.)을 처리하였으며, 11주 동

안 24시간 간격으로 DMW를 100와 300 mg/kg b.w. 농도로 각각

전처리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 마지막 주에 water maze test와 행

동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총 4일간 행동평가를 수행

하였다. 모든 동물을 희생시킨 후 혈액을 채취하고 실온에서 20

분간 방치하고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 15분 동안 회전시켜 상

층부인 혈청을 분리하였다. 해부를 통해 뇌 조직 내의 아세틸콜

린(acethylcholine, Ach) 함량과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acethyl-

choline esterase, AchE)를 측정하였다.

체중 측정 및 혈액 수집

실험기간 동안 매주 1회 체중을 측정하였고 투여 0일째 체중

을 초기(initial) 체중으로, 행동 평가 전날 체중을 마지막(final) 체

중으로 하였다. 혈액의 수집은 매주 1회에 최소 12시간 이상 절

식시킨 후 꼬리정맥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당 측정검사지(Accu-

Check, Roche Diagnostics GmbH,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혈당(blood glucose)을 측정하였다.

혈청 내 바이오마커 측정

혈청의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총콜레스테롤(Total-choles-

terol, TC),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e (CRE),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는 자동 혈액 분석기(FUGIFILM DRI-CHEM 4000i, Minato-

ku,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인슐린 농도는 rat insulin kit

(Linco Research, St Charles, MO, USA)로 enzyme-linked immu-

nosorbent (ELISA, Boer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orris water maze test

Morris water maze test는 Morris 실험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14), 원형풀(diameter: 180 cm, height: 75 cm)에 물을 25±1 cm로

채우고, 탈출 platform (24 cm)을 수면 1 cm 아래에 숨겼다. 위치

를 확인할 수 있게 벽의 4 면에 공간단서를 설치하고, 탈지분유

를 물에 풀어 도피대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게 하였다. 실험

2일전과 하루 전에 모든 실험군을 도피대가 없는 swimming pool

에서 1분간 자유롭게 수영하게 해, 수영하는 상황에 적응시켰다.

본 실험에 들어가 도피대가 놓인 사분면을 제외한 3곳 중 2곳에

서 임의의 순서로 동물을 출발시켜 60초간 도피대를 찾도록 하

였다. 도피대를 찾으면 그로부터 20초간 그 위에 머무르게 하고,

45초 안에 도피대를 찾지 못하면 실험자가 손으로 동물을 도피

대까지 유도 하여 20초간 머물도록 하였다. 20초간의 위치 학습

이 끝나면 바로 임의의 분면에서 동물을 출발시켜 도피대 까지

찾아가는 시간과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도피대를 찾아 올라가

면, 20초의 시간을 주고 연속적으로 하루에 총 3번, 3일 동안을

시행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pool위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되어,

video tracking system (Panlab S.L.U., Barcelona, Spain) 으로 분

석 하였다. 3일간의 실험이 끝나면 24시간 후인 4일 째에, probe

trial을 시행하였다. 도피대 없이 90초 동안 자유 수영을 하게 하

여 이전 도피대의 위치에 대한 기억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Passive avoidance test

밝은 불빛이 드는 chamber와 암소의 chamber가 작은 통로로

붙어있는 shuttle box에서, 밝은 불빛이 드는 chamber에 실험동물

을 놓아두면, 실험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암소의 chamber로

들어가게 되며, 그 때, 전기 충격(75 V, 0.5 mA, 50 Hz)을 이용하

여 혐오자극을 주어 공포학습을 시킨다(15). 8시간 후, 밝은 빛의

chamber에 실험동물을 두었을 때, 어두운 암소의 chamber에 들어

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수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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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콜린 함량과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 활성도

각 처리군의 뇌 조직에서 Ach의 측정은 Vincent 등(16)의 알칼

리 하이드록실아민(alkaline hydroxylamine)을 가진 o-acyl 유도물

의 반응을 기초로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뇌 조직 균질물 50

를 취하여 1% 하이드록실아민(Sigma-Aldrich) 50 µL를 첨가, 혼

합한 후 염산을 이용하여 pH를 1.2±0.2로 조절하여 염화철

(III)(10% in 0.1 N 염산)을 500 µL 첨가한 후 혼합하고 53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ch (ng/mg protein)을 측정하였다.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AchE)의 측정은 Ellman 등(17)의 방법

으로, 96-well plat에 0.1 M Tris buffer, pH 8.0 (Trizma HCl +

Trizma base)을 300 µL, 0.01 M 다이싸이오나이트로벤조산(dithion-

itrobenzoic acid) (DTNB; Sigma-Aldrich) 20 µL, 뇌 조직 균질물

10 µL를 연속적으로 첨가하고 흡광도 측정직전에 기질인 0.1 M

염화 아세틸콜린(acetylthiocholine chloride) (Sigma-Aldrich) 10 µL

를 첨가하여 405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5분 동안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각 그룹간 차이

는 Student’s t-test 분석법을 사용하여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판정

하였다(*p<0.05, **p<0.01, ***p<0.001).

결과 및 고찰

체중 및 혈당 강하에 미치는 영향

스트렙토조토신의 복강 투여로 유도된 당뇨 모델 쥐에서 황칠

나무 잎 열수추출물(DMW)이 체중 및 혈당 강하에 미치는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1). 총 11주 동안 7일에 한번 체중과 혈당

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시작일의 체중과, 혈당은 모든 실험군에

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실험 1주후,

체중 측정 결과, 정상군(control group)에 비해 당뇨 대조군(STZ

group)과 시료군들(DMW groups)에서 유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11주간 체중 증가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에서의 체중 증가량은 지속적인 증가 성향을 보인 반면, STZ군

에서는 당뇨유발이 된 1주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체중 감소를 나

타내었고 STZ로 유도한 당뇨성 인지기능 장애 모델에서도 유사

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18). 또한 양성대조군 donepezil,

DMW 100과 300 시료군에서 당뇨대조군(213.86±36.88 g)에 비해

각각 323.26±52.91, 275.54±41.93, 273.82±58.91 g으로 유의성 있

는 체중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p<0.01), 이는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 투여가 당뇨 시의 급격한 체중 감소에 대하여 억제

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공복 시 혈당 변화에서 정상군은 초기에서 마지막 날까지

109.62±15.00 mg/dL에서 123.62±14.91 mg/dL 사이로 실험동물의

평균 체중이 늘어나면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정상 혈당을

유지였다. 반면, 2주째 측정 결과 STZ군에서는 515.60±53.38 mg/

dL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주에는 595.00±13.06 mg/dL로 지속

적인 고혈당 상태를 나타내었다(Table 1). 그러나 DMW 100과

300 시료군에서는 혈당 수치가 당뇨 대조군에 비해 6주째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실험 종료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11주째 대조군에 비해 DMW 100과 300

시료군이 523.80±27.73, 504.28±35.57 mg/dL로 혈당 변화에서 유

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1).

혈청 내 바이오마커 변화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 투여에 의한 혈액 내 성분 변화를 조

사하기 위해 혈청 내 포도당(glucose), 인슐린(insulin), 간독성 수

치(GOT and GPT),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s, TC), 혈액요소질소(BUN) 과 크레아틴(creatine) 등의

혈중 bio-marker의 level을 측정하였다(Table 2). 혈액 내 포도당

(glucose)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186.66±9.37 mg/dL)에

비해 STZ군(599.50±5.25 mg/dL)의 혈중 포도당 농도가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p<0.05), donepezil군과 DMW 300 시료군에

서 유의하게 포도당 농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p<0.05). 이는 앞

서 체중과 혈당 강하 효과에서 11주 동안 혈액 내 포도당 농도

를 측정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혈청 내 인슐린 농도는 정상군

(0.88±0.13 ng/mL)에 비해 STZ군은 0.08±0.00 ng/mL으로 당뇨유

도 후 인슐린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donepezil

군과 DMW 시료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황칠 열수 추출물(DMW)의 투여가 인슐린 합성

등을 유도시키고 이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여 혈당 조절

을 개선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당뇨성 인

지기능 저하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진

다. GOT, GPT 측정 결과 두 가지 지표 모두 STZ군에서 정상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이는 STZ투여에

의해 유도된 당뇨모델을 이용한 다른 연구 결과(19,20)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STZ에 의한 당뇨 유발과 고혈당으로 인

한 간 기능 대사의 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내 TG

양은 정상군이167.16±14.74 mg/dL, STZ군이 494.50±7.78 mg/dL로

당뇨 유발 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donepezil군, DMW 100군과 300

군에서는 각각 244.25±10.73, 200.66±12.79, 277.00±17.51 mg/dL

로 STZ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C 검출량은 정상

군이 64.50±9.31 mg/dL, STZ군이 108.00±2.83 mg/dL로 TG와 마

Table 1. Effects of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on body weight and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in control and
diabetic rat at the onset and the end of the experiment (11 weeks after DMW treatment)

Groups
Glucose (mg/dL) Body weight (g)

Onset End Onset End

Control 109.62±15.00 00123.62±14.91*** 241.12±8.41 0450.62±32.69***

STZ 109.00±15.67 595.00±13.060 233.86±2.26 213.86±36.8800

Donepezil 091.87±14.61 458.42±50.19* 234.15±7.43 323.26±52.91**

DMW 100 mg/kg 107.66±12.25 523.80±27.73* 237.88±8.06 275.54±41.93*0

DMW 300 mg/kg 099.00±13.19 504.28±35.57* 0245.40±13.06 273.82±58.91*0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10). ***p<0.001, **p<0.01,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Z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the unpaired Student’s t-test. STZ: streptozotocin-injection group, Donepezil: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donepezil-administered
group, DMW 1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1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DMW 3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3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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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당뇨 유발 후 혈청 내 TC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DMW

100과 300 시료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신장의 기능적 마커인 혈액요소질소

(BUN)과 크레아티닌(creatinine)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BUN은 정

상군에 비해 STZ군에서 증가하였으며, DMW 100과 300 투여에

의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크레아티닌 농도는 당뇨

유발 대조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긴 했으나 시험 대조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청 내 바이오마커 분석 결

Table 2. Serum profiles of streptozocin-induced diabetic rats fed with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Groups GLU (mg/dL) Insulin (ng/mL) GOT (U/I) GPT (U/I) TG (mg/dL) TC (mg/dL) BUN (mg/dL) CRE (mg/dL)

Control 186.66±9.37* 0.88±0.13*** 33.83±5.88*** 096.33±6.45* 167.16±14.74**064.50±9.31*** 30.76±0.64*** 0.20±0.11

STZ 599.50±5.25 0.08±0.00 92.00±9.90 120.50±12.51 494.50±7.78 108.00±2.83 35.95±3.32 0.28±0.03

Donepezil 441.50±14.30* 0.42±0.05** 61.75±7.80* 090.50±4.93 244.25±10.73* 088.75±1.79 25.85±8.33 0.22±0.02

DMW 100 mg/kg 552.00±10.36 0.48±0.16* 63.33±6.77 075.33±7.73 200.66±12.79* 101.00±6.87 023.5±0.87** 0.20±0.03

DMW 300 mg/kg 456.33±15.80* 0.41±0.22 75.00±18.41* 113.80±21.49 277.00±17.51**108.20±3.72 25.96±3.48* 0.14±0.01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10). ***p<0.001, **p<0.01,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Z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the unpaired Student’s t-test. STZ: streptozotocin-injection group, Donepezil: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donepezil-administered
group, DMW 1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1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DMW 3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3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Fig. 1. Effects of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DMW) on streptozotocin-induced memory impairment

in the Morris water maze test. (A) The effects of DMW on
streptozotocin-induced memory deficits on the 3rd day. (B) Effects of
DMW on streptozotocin-induced memory deficits on the first and
third trial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10). ***p<0.001,
**p<0.01,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Z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the unpaired Student’s t-test.
STZ: streptozotocin-injection group, Donepezil: streptozotocin-
injection plus donepezil-administered group, DMW 1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1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DMW 3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3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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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OT, GPT, TG, TC, BUN 분석에서 정상군과 STZ군에서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 STZ군에 비하여 시료군의 처리의 효과

가 나타났으나, DMW 100과 300시료군에서 추출물의 용량에 대

한 의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뇨 유발 대조군에서 BUN의 증

가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의 분해 증가, 탈수 상태, 신장 기능 부

전에 따른 신장의 요소배설 감소 등에 기인 할 수 있는데(21), 크

레아틴 농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는

신장 기능 부전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된 단백질이나 아미

노산의 분해 증가에 따른 간의 요소 합성 및 배설 증가와 다뇨

로 인한 탈수 상태에 의해 BUN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21). 당뇨는 인슐린의 생리작용이 저조하거나 인슐린 수

용체의 수가 적어 인슐린의 생리적 기능의 불충분으로 인해 혈

액 내 중성지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2,23), 증가된 중

성지방은 콜레스테롤 전달을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위험한 당뇨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24). 본 연구는 STZ로 유도된

당뇨성 인지기능 저하 모델에서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DMW)

이 혈액 내 포도당, 인슐린 및 중성지방 수치 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일정 부분 고 혈당 개선 효과에 대한 활용 가능

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된 당뇨모델에서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감

퇴에 대한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DMW)의 기억력 개선 효과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된 당뇨모델에서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감퇴에 대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Morris water maze task를 수행하였다(Fig. 1). Figure

1A는 water maze test의 반복일정으로서 총 3일 동안의 실험 중

학습이 진행되어 군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마지막 3일째의

trial을 표시하였다.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STZ군은 도피대를

찾아 올라가는 탈출시간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총 3일 동안의 반

복 학습에도 불구하고 STZ로 유도된 고 혈당에 의한 기억력 장

애로 정상적인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고혈당 상태에서 기억 및 학습능력 등의 장애를 확

인한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25,26). 반면, DMW 100, 300 시

료군과 donepezil군에서는 당뇨 유발 대조군에 비하여 탈출시간

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

째 trial (1st trials)의 3일째의 경우 STZ군(72.09±14.67 s)과 비교하

였을 때 donepezil군(31.08±4.85 s)과 DMW 300 mg/kg군은 35.87±

5.63 s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1), 마지막 trial (3rd trials)

의 3일째 경우에서도 시료군(DMW groups)들의 탈출시간이 STZ

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p<0.05). 학

습시간(day)과 학습횟수(trial)가 늘어날수록 정상군, DMW 100,

300 시료군과 donepezil군에서는 전체적인 탈출시간이 감소한 반

면 당뇨를 유발한 군에서는 탈출시간의 감소를 유의적으로 확인

할 수 없었으나 다른 군들에게서는 학습시간과 횟수에 따른 탈

출시간의 감소를 유의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water maze

학습과 연결하여 4일째에는 도피대를 제거하고 도피대가 존재했

던 분면에서의 수영시간을 측정한 probe test를 수행하였을 때, 정

상군 (46.79±5.38 s)과 비교하여 STZ군(27.18±4.70 s)의 target 분

면에서의 수영시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A). 하지만,

DMW 100군 (33.74±5.98 s)과 DMW 300군 (33.43±4.67 s)의 경

우, STZ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target 분면에서의 유영 시간

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하였다(p<0.05). 또한 도피대가 존재하던 사

분면에서의 유영 궤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살핀 결과, 정상군

Fig.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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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STZ군의 유영 궤적은 집중되지 못함을 보였고 반면 DMW

군은 도피대가 존재했던 사분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영 집

중도(궤적 분포)를 나타냈다(Fig. 2B). Probe test는 water maze

test 동안에 누적된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상의 결과에

의해 STZ 유도성 당뇨 유발 동물의 학습 및 기억력 장애에 대

한 황칠 열수추출물(DMW)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억력 및 인지능력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passive avoidance

test에서도 STZ군(152.63±13.71 s)의 경우 정상군(289.62±10.38 s)과

비교하여 공포자극에 대한 학습과 기억력이 감퇴하여 밝은 공간

에서 머무는 시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01)(Fig. 3), 이

는 Schmatz 등(18)의 연구에서 STZ로 당뇨 유발 후, passive

avoidance test에서 인지기능장애를 확인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Water maze test는 주로 해마 의존성 학

습능력을 측정하며(27,28), passive avoidance test의 경우 주로 장

기 기억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진다(29). 본 실험은 STZ로

이한 당뇨 유발 그리고 이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학습능력에 장

애를 확인하였으며, water maze test와 passive avoidance test를 병

행 실시함으로서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DMW)의 학습 및 기

억력 개선 효과를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된 당뇨모델의 뇌 해마 조직에서 Ach

함량과 AchE 활성에 대한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DMW)의

효과

뇌 신경전달 물질 분해효소인 AchE 활성의 증가와 뇌 신경전

달 물질로서의 Ach 함량 감소는 인지능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왔으며(30), 당뇨 유발 상태에

서의 AchE활성 및 Ach농도 증가는 행동학적 평가에서 관찰되는

기억장애에 관여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

어 진다(18).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 조직에서 Ach의 분

해를 촉진시키는 AchE 효소의 활성이 정상군(0.52±0.02 µmol/mg

단백질)에 비해 STZ군(1.08±0.14 µmol/mg 단백질)에서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p<0.01)(Fig. 4A), 그에 따라 뇌 조직에서 Ach의

함량은 정상군(24.96±2.35µmol/mg 단백질) 대비 STZ군(19.47±1.72

µmol/mg 단백질)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B).

Donepezil군(0.81±0.10 µmol/mg protein)과 DMW 300군(0.79±0.09

µmol/mg 단백질)은 STZ군과 비교하여 AchE의 활성은 유의적으

Fig. 2. Effects of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DMW) on streptozotocin-induced memory impairment in the
probe trials. (A) The effects of DMW on probe trial sessions of the Morris water maze test. The cumulative time in the target quadrant of the
pool for 90 s is shown. (B) Swimming patterns in probe trial sessions of the Morris water maze test.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latencies±SD (n=8-10). ***p<0.001, **p<0.01,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Z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the
unpaired Student’s t-test. STZ: streptozotocin-injection group, Donepezil: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donepezil-administered group, DMW
1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1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DMW 3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300 mg/
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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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DMW) on streptozotocin-induced memory impairment in the

passive avoidance test.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10). ***p<0.001, **p<0.01,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Z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the unpaired Student’s t-test. STZ: streptozotocin-injection group, Donepezil: streptozotocin-
injection plus donepezil-administered group, DMW 1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1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DMW 3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3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Fig. 4. Effects of water extract from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ves (DMW) on AchE activity (A) and Ach content (B) in brain

homogenat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10). ***p<0.001, **p<0.01,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reptozotocin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 the unpaired Student’s t-test. STZ: streptozotocin-injection group, Donepezil: streptozotocin-
injection plus donepezil-administered group, DMW 1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1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DMW 300 mg/kg: streptozotocin-injection plus 300 mg/kg b.w. of DMW-administer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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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였으며, donepezil군, DMW 300군에서 각각 22.91±2.41,

22.96±2.62 µmol/mg 단백질로 Ach 함량은 유의 있게 증가하였다

(p<0.05). 콜린계통(cholinergic system)은 뇌의 신경전달물질계에서

도 가장 중요한 계통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기억, 학습,

dendrite arborization, 신경세포 발달, 그리고 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30). Ach은 신경전달물질로서 중추신경계통

(central nervous system, CNS)과 말초신경계통(peripheral nervous

system, PNS)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chE는 Ach를

가수분해 함으로서, 콜린성 전달(cholinergic transmission)을 저해

하고 AD 발병에 있어 인지능력과 관련한 주요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당뇨를 통한 인지기능 장애에 대

한 생리학적 기작은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AchE 과다 활성에 의한 기억과 학습 능력 저하가 보고되었고

(32,33), 당뇨병 환자와 당뇨 동물모델에서의 인지기능 장애가 신

경전달 물질인 Ach의 농도와 신경·화학적 연관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34). 또한, Biessels 등(25)은 STZ유도 당뇨 쥐의 대뇌피

질에서 AchE활성 증가를 확인하였고, 이는 당뇨 동물모델에서

시냅스의 소실과 Ach농도의 감소 때문에 줄어든 콜린성 신경전

달 물질의 효율 감소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

구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실험에서의 STZ 유도성 당뇨 모델에서

황칠 열수추출물(DMW)의 학습 및 기억능력 개선효과는 극단적

인 당대사의 저하로 인한 콜린세포(cholinergic cell) 또는 학습과

기억의 중추가 되는 신경세포들의 소실에 있어 인슐린 합성 또

는 기능의 증가로 혈중 인슐린 효용성을 높여 혈당 조절 및 당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콜린세포의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Ach을 포

함한 신경전달물질의 수준을 유지시켜 인지능력 및 기억력을 개

선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황칠 열수

추출물(DMW)의 투여가 증가된 AchE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고 혈당의 완화로 인한 AchE 활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donepezil과 같은 AchE의 억제제로서의 잠재적 가능성도 추가적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스트렙토조토신에 의해 당뇨가 유발된 기억력 감

퇴 모델에서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DMW)의 학습 및 기억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어졌다. 6주령의 SD-래트를 총

5개 군으로 분리 하였고, 11주간 24시간 간격으로 DMW를 100

과 300 mg/kg b.w.농도로 경구 투여 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donepezil (1 mg/kg b.w.)을 처리하였다. 7일 간격으로 체중과 혈

당을 측정하였으며 STZ군에 비해 DMW군에서 유의한 체중 증

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혈당 측정 결과 DMW군에서 6주째부

터 혈당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STZ군에 비해 유의적인 혈당

감소를 나타내었다. 혈청 내 바이오마커 측정 결과 혈중 포도당

은 DMW 시료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인슐린 호르몬 농도

와 혈액 요소질소 또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간 기능 수치

와 TG, TC, 그리고 크레아틴 농도에서는 각 군 간의 유의적 차

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Morris water maze test와 passive avoid-

ance test를 통해 STZ로 유도한 당뇨 모델에서 학습 및 기억력

장애를 확인 하였으며, DMW를 투여함으로서 학습 및 기억력이

유의적으로 회복,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뇌 해마

에서 Ach 함량과 AchE 활성 측정 결과, 당뇨 대조군에 비해 Ach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AchE의 활성은 유의적으로 감소 한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STZ로 유도된 고 혈당 동물모델에

서 황칠나무 잎 열수추출물(DMW)의 당뇨 개선 및 학습, 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당뇨의 개선 효과와 더불

어 고 혈당으로 인한 퇴행성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도 일부 효과

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황칠 열수

추출물(DMW)이 당뇨에 의한 학습 및 기억력의 저하에 있어 효

과적인 대안으로서 보다 더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기를 바라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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