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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 동물모델에서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당화 색소 
최종당화산물 억제를 통한 당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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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ASE) (ethanol
: DW=1:1, v/v) on inhibition of type 2 diabetes using an OLETF rat model via regulation of HbA1c and AGEs 
levels. Supplementation with ASE 0.1% and 0.5% effectively lowered levels of glucose, insulin,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nd Homa-insulin resistance, suggesting reduced insulin resistance. Blood levels of HbA1c and AGEs were sig-
nificantly reduc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s oxidative stress plays a key role in accelerating production of 
HbA1c and AGEs, which worsen symptoms of type 2 diabetes, levels of malonaldehyde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Lipid peroxidation in both blood and liver tissues was significantly reduced, and induction of pro-in-
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β and tumor necrosis factor-α, which elevate production of HbA1c and AGEs, was 
inhibited (P<0.05). To evaluate the possible cellular events after AGEs receptor activation, genetic expression of protein 
kinase C (PKC)-δ and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was measured by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Supplementation with both ASE 0.1% and 0.5% significantly inhibited mRNA expression of PKC-δ and TGF-β, indicat-
ing that ASE may have beneficial effects on preventing insulin-resistant cells or tissues from progressing to diabetic 
complications. Taken together, ASE has potential to improve type 2 diabetes by inhibiting insulin resistance and protein 
glycosylation, including production of HbA1c and AGEs. Anti-oxidative activities of ASE are a main requisite for 
reducing production of HbA1c and AGEs and are also related to regulation of the PKC signaling pathway, resulting 
in suppression of TGF-β, which increases synthesis of collagen, prostaglandin, and disease-related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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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당뇨병은 국내에

서도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30세 이상 성인 중 약 11%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지속적인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2,3). 당뇨병은 발생 

유형에 따라 인슐린 의존형 또는 소아성 당뇨병으로 일컬어

지는 제1형 당뇨병과 당뇨병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

는 인슐린 비의존형 또는 성인성 당뇨병으로 알려진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혈중 인슐

린 농도의 저하,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을 유발하는 환경적,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나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1) 공복혈당이 126 mg/ 

dL 이상, 2) 경부당부하 검사에서 200 mg/dL 이상, 3)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 4) 다뇨, 다음, 체중 감소 등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식사와 무관하게 특정한 혈당이 

200 mg/dL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4). 

혈당강하를 위한 기전적 접근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소화흡수과정에서 탄수화물의 분해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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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둘째, 장내 세포에서 포도당의 유입 또는 혈관으로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 셋째, 생리학적 대사조절 기능을 통한 

혈당의 감소 등이 있다. 최근 천연물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항당뇨성 약물과 천연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당뇨병의 개선 지표로서 당화혈색소(HbA1c)를 포

함하는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osylation end prod-

ucts, AGEs)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고혈당으로 인한 최종당

화산물의 생성은 당뇨성 동맥경화, 말초신경마비, 신장질환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병 환자에서 심장질환, 망막변증, 신장병증 등의 당뇨합

병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화혈색

소 1%를 줄이면 심근경색 14% 감소, 백내장 19% 감소, 미

세혈관 질환 37% 감소, 말초혈관 질환 43%를 감소시켜 당

뇨로 인한 사망률이 21% 감소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5). 최종당화산물은 세포의 수용체를 거쳐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해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며 전구물질을 분

해하는 효소인 glyoxalase의 활성을 감소시켜 최종당화산

물 및 세포 내 스트레스를 가속화한다(6). 따라서 최종당화

산물을 저하하거나 역할을 제한하는 예방 및 치료전략은 당

뇨병과 연관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시오가피(Eleutherococcus senticosus)는 시베리아 

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

고 있고 장기간 약(식)용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그 기능으로

는 정장작용과 항산화 작용, 방부 효과, 피로회복, 면역기능

조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7-9). 최근 분석기술이 발달하

면서 가시오가피에 많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

었는데 lignans(sesamine, eleutheroside E), glycans 

(eleutherans, eleutheroside D), triterpene saponins, ster-

oid glycosides, hydroxycoumarins, flavones, deriva-

tives(syringin) 등이 주로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시오가피에 대한 항당뇨 효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Ahn 등(1)의 연구에 따르면 

db/db 제2형 당뇨 동물모델에서 가시오가피 주정추출물에 

함유된 eleutheroside E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여 증상

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랫트를 

이용한 제2형 당뇨 동물모델로 같은 혈당조절 효과가 나타

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효과가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최종

당화산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단백질과 당화를 

촉진해 당화혈색소 생성의 원인 중 하나인 산화적 스트레스

와 관련된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가시오가피는 농업회사법인(주)함박재

바이오팜(Jeju, Korea)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조된 줄기를 두

께 1 cm 크기로 절단한 후 사용하였다. 시료 500 g에 5 L의 

용매(주정 : D.W.=1:1 v/v)를 넣고 약 90°C에서 5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지로 여과한 후 회전진공농

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

로 감압농축 하고 고형분 대비 100%의 덱스트린을 혼합한 

다음 분무 건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한 최종 수득률은 11.0 

%로 확인되었다.

실험동물

(주)오리엔트바이오(Seongnam, Korea)로부터 공급받

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모델로 알려진 6주령의 수컷 

OLETF(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랫트 30

마리와 수컷 LETO(OLETF의 normal control rat) 10마리

를 입수하여 군당 10마리씩 무작위로 배분한 후 14주간 동

물사육실 환경에 적응시켜 당뇨가 유발되는 20주령에 시험

에 사용하였다. 동물사육실은 온도 22±2°C, 상대습도 50± 

10%, 환기횟수 10~15회/시간, 조명시간 12시간(오전 8시 

~오후 8시), 조도 250~300 Lux로 유지하였다. 실험동물은 

랫트용 폴리카보네이트(500×300×200 mm)에 2마리씩 넣

어 사육하였고, 음수와 사료는 자유로이 급여하였다. 본 연

구에 앞서 진행된 4주 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 한계투여용량

인 5.0%에서 독성학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0.5% 고용량 

투여군, 0.1% 저용량 투여군 및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0%)과 정상랫트(LETO)를 설정하였다. 실험물질은 

21주령부터 매일 4주간 사료와 함께 투여하였다. 본 실험은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KHUASP 

(SE)-15-028)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체중 및 식이섭취량 측정

실험기간 동안 실험동물의 체중 증가량은 주 2회씩 일정 

시간에 전 실험기간 동안 측정하였으며, 실험개시일의 체중

을 4주 후의 최종 체중을 감하여 체중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식이섭취량은 주 2회씩 측정하였고 측정한 식이는 새로운 

식이로 교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혈중 포도당 농도 측정

실험물질 투여 종료 후 혈당농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부검 시에 복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4°C에서 3,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혈청만을 취해 분석하였다. 혈당의 

측정은 자동분석기(INTEGRA 400, Roche, Penzberg, Ger-

many)를 이용하였다.

인슐린 농도 및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측정

실험물질 투여 종료 후 부검 시에 복대동맥으로부터 혈액

을 채취하여 4°C에서 3,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혈청만을 

취해 혈중 인슐린 농도는 ELISA(Mercodia Ultrasensitive 

Rat Insulin ELISA kit, Mercodia, Uppsala, Swede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Ho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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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ts for real-time PCR to detect mRNA expression in liver tissue
Gene Accession            Primer sequences

TGF-β1 X52498 F 5'-AAGAAGTCACCCGCGTGCTA-3'
R 5'-TGTGTGATGTCTTTGGTTTTGTCA-3'

PKC-δ NM_133307 F 5'-CACCATCTTCCAGAAAGAACG-3'
R 5'-CTTGCCATAGGTCCCGTTGTTG-3'

GAPDH NM_017008 F 5'-ACCACAGTCCATGCCATCAC-3'
R 5'-TCCACCACCCTGTTGCTGTA-3'

(homeostasis model assessment)은 다음의 공식에 대비

하여 산출하였다(10).

Homa-IR=[fasting glucose (mmol/L)× 

fasting insulin (μU/mL)]/ 22.5 

당부하 검사

포도당 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경구당부하 검사는 실험 

종료 2일 전에 12시간 절식시킨 후 꼬리정맥에서 채혈한 

다음 공복 시 혈당 수준을 측정하여 초기 혈당으로 한 후 

2 g/kg body weight glucose를 경구 투여하였다. 혈액을 

투여 전, 투여 후 30, 60, 90, 120, 180분에 꼬리 정맥을 

통하여 채혈한 다음 혈당측정기(ACCU-CHEK Performa, 

Roche,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당화혈색소 및 최종당화산물 측정

당화혈색소는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 혈청 5 μL를 전용 

희석액(1:200)으로 희석한 후 glycohemoglobin analyzer 

(HLC-723G7, Tosoh, Amsterdam, Netherlands)로 415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최종당화산물은 Dyer 등(11)의 

방법에 따라 excitation 파장 440 nm, emission 파장 370 

nm에서 형광광도계(Victor™X3, Perkin Elmer, Turku, 

Fin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rbonyl기 함량 측정

단백질 산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carbonyl기 함량은 Levine 

등(12)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Bradford 방법에 의해 

측정된 혈장시료(단백량, 5 mg)를 동일 용량의 20% TCA를 

가하여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0.2% 2,4-dinitrophenylhy-

drazine(DNPH)을 포함하는 2 N HCl을 첨가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정치시켰다. 10% TCA로 단백질을 다시 침전시

키고 이를 ethanol : ethyl acetate(1:1, v/v) 혼합액으로 두 

번 씻은 다음 20 mM sodium phosphate(pH 6.5)를 포함하

는 6 M guanidine-HCl에 녹여 3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고 단백질의 carbonyl기 함량은 nmol/mg protein으로 

나타내었다. 

지질과산화와 사이토카인 측정

지질과산화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제작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0.2 g의 간조직을 3 mL의 CHCl3/ 

methanol(2:1, v/v)에 넣고 마쇄한 후 0.9% NaCl 0.6 mL를 

첨가하여 3,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용액을 N2 gas로 증발시킨 후 지질성분을 

용해하기 위해 isopropanol을 100 μL 첨가하였다. 500 μL 

간마쇄액(또는 혈장)을 채취하여 LPO assay kit(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의 방법에 따라 67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장 interleukin-1β(IL-1β)와 

tumor necrosis factor-α(TNF-α)의 사이토카인 측정은 

혈장 50 μL를 채취하여 ELISA(DuoSet,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Real-time PCR에 의한 유전자 발현 측정

간조직 0.1 g으로부터 RNeasy extraction kit(Qiagen 

Sciences, Gaithersburg, MD,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total RNA를 추출하고 cDNA 합성을 위해 

iScript select cDNA synthesis kit(Bio-Rad Laboratories 

Headquarters,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5 μg의 

total RNA에 5× iScript select reaction mix를 4 μL, 

Oligo(dT) Primer set 2 μL(Table 1), RNA sample 5 μL, 

Nuclease-Free water 8 μL를 각각 넣고 마지막에 iScript 

Reverse Transcriptase 1 μL를 넣어 pipette으로 up & 

down 하여 골고루 섞어주었다. 42°C에서 60분, 85°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합성된 cDNA를 PCR 반응에 사용하였

다. Real-time PCR 실험 시 사용한 기계는 Step One Real- 

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이며 iQ SYBR Green Supermix(Bio-Rad)의 proto-

col에 따라 수행하였다. PCR을 위한 혼합액 최종 농도는 

cDNA 2 μL(10~100 ng), 2× iQ SYBR Green Supermix 

10 μL, forward & reverse primer 각 1 μL(250 nM), H2O 

7 μL가 되도록 하였다. 95°C에서 10분간 hot start 한 후 

95°C에서 15초간, 55°C에서 15초, 72°C에서 30초간 40 

cycling으로 PCR을 수행한 후 마지막으로 95°C에서 15초, 

60°C에서 1분, 95°C 15초간 polishing step을 거쳐 PCR 

분석을 시행하였다. 반응에 사용한 primer는 Table 1에 제

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로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식이처리군 그룹 간의 유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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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after 4-week treatment with ES
LETO 0% 0.1% 0.5%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Weight gain (g)
Food intake (g/d)
FER

508.5±13.1b

543.8±18.9c

 35.3±3.9d

 23.5±2.1b

 1.50±0.23c

542.7±18.5a

628.2±20.8a

 85.5±6.4a

 32.7±4.4a

 2.62±0.37a

537.3±15.5a

608.1±17.9ab

 70.8±7.8b

 30.1±3.7a

 2.35±0.33ab

531.2±17.2a

592.4±12.7b

 61.2±2.0c

 27.9±4.1a

 2.19±0.21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od efficiency ratio (FER) was calculated by the formula: FER=total body weight gain (g)/ total food intake (g). 
Values indicated the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TO: normal control of OLETF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rat), 0%: OLETF, 0.1%: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1%, 0.5%: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5%.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

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당뇨유발

대조군과 식이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independent 

Student's t-test로 검증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 

0.05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체중 변화와 식이섭취량

본 실험은 OLETF 랫트의 특징상 당뇨가 유발되는 20주

령부터 초기 체중으로 설정하고 4주간 실험하였다(Table 

2). 체중 변화는 LETO 정상군에서 OLETF군에 비해 체중

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가시오가피 섭취군의 경우 저농도에

서는 당뇨유발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지만 고농도 섭취군에서는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 마찬가

지로 식이효율성을 계산하였을 때 당뇨유발대조군에 비교

하여 가시오가피 추출물 0.1% 섭취군에서는 유의적 변화가 

없었으나 가시오가피 추출물 0.5% 섭취군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OLETF 동물모델의 특징상 

비만이 유도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섭취

가 부분적으로 식이효율성을 감소시켜 체중 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체중 변화의 정도가 작으며 체중 

변화와는 별도로 당뇨가 LETO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

서 유발되었으며 초기 고혈당 수치에는 유의적 변화(P>0.05, 

data not shown)가 없었기에 체중 변화가 본 실험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내성 검사

LETO 정상군의 경우 당 투여 후 60분까지 혈당량이 상승

하였다가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당내성이 좋음

을 알 수 있었다. 당뇨유발대조군에도 혈당이 상승하는 경향

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60분까지 약 232.7% 증가하였다

가 180분에 이르기까지 다소 완만히 감소하였다. 가시오가

피 0.1% 섭취군에서 60분까지 혈당이 상승하였다가 감소하

는 경향은 같았으나 당뇨유발대조군과 모든 시간대에서 통

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시오가피 0.5% 섭

취군의 경우 60분과 90분에서 당뇨유발대조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감소함이 확인되었다(P<0.05)(Fig. 1A). 또한, 혈당

량이 감소하는 경향도 당뇨유발대조군에 비해 더욱 신속하

여 상대적으로 당내성이 개선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혈중포도당, 인슐린 농도 및 Homa-IR

혈중포도당 농도는 LETO 정상랫트에 비해 당뇨유발대

조군에서 약 54.2% 상승하여 당뇨가 정상적으로 유발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가시오가피 0.1% 섭취군에서는 혈중포도

당 농도가 유의적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가시오가피 

0.5% 섭취군에서 당뇨유발대조군에 비해 20.6%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Fig. 1B). 인슐린 저항성 모델

인 OLETF의 경우 혈중 인슐린 농도가 정상 LETO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시오가피 0.1% 섭취군에서는 

당뇨유발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

만 가시오가피 0.5% 섭취군에서 41.7%의 혈중 인슐린 농도

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P<0.05)(Fig. 1C). 인슐린 저

항성 정도를 나타내는 Homa-IR의 경우 정상 LETO군에 

비해 당뇨유발대조군에서 약 3.3배 증가하였고 가시오가피 

0.1% 섭취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시오가피 0.5% 섭취군에서 

당뇨유발대조군에 비해 53.2%의 Homa-IR 수치가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Fig. 1D).

당화혈색소 및 최종당화산물 함량

당화혈색소는 고혈당이 헤모글로빈과 비효소적으로 당화

반응과 산화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당뇨 및 

2차 질환의 개선 지표로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당화혈색소 

HbA1c의 혈중농도는 당뇨유발대조군의 경우 LETO 정상

군보다 약 55.6% 증가하였다. 가시오가피 섭취군 모두에서 

당화혈색소가 각각 11.9%와 19.1%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한 것이 관찰되었다(P<0.05)(Fig. 2A). 당화혈색소가 산화

적 변형을 거쳐 형성되는 최종당화산물 농도는 당뇨로 인한 

2차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본 실험에

서 carbonyl기를 측정하여 최종당화산물 함량을 확인하였

는데 당뇨유발대조군의 경우 LETO 정상군보다 1.98배 증

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가시오가피 섭취 때문

에 억제되었는데 0.1% 섭취군에서 14.9%, 0.5% 섭취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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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 blood glucose levels (B), blood insulin levels (C), and Homa-IR index (D) in male OLETF 
rat treated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for 4 week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ter one-way ANOVA and by Student t-test between 0% and 0.1%, 0.5% using 
SPSS software. LETO: normal control of OLETF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rat), 0%: OLETF, 0.1%: OLETF+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1%, 0.5%: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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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bA1c (A) and carbonyl contents (B) in male OLETF rat treated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for 4 week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ter one-way ANOVA 
and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LETO: normal control of OLETF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rat), 0%: OLETF, 0.1%: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1%, 0.5%: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5%.

서 24.4%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P<0.05)(Fig. 2B).

혈중과 간의 과산화지질 함량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의 형성은 산화반응에 의해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혈중

과 간세포에서의 과산화지질을 측정함으로써 산화반응 정

도를 확인하였다. 혈중과 간조직에서의 과산화지질 함량은 

당뇨유발대조군에서 LETO 정상군보다 각각 2.67배, 2.63

배 증가하여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 생성이 산화반응

과 연관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혈중 과산화지질의 농도는 

가시오가피 섭취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고 간조직에서의 과산화지질 농도 또한 가시오가피 섭

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농도의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05)(Fig. 3A,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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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asma LPO (A) and hepatic LPO (B) in male OLETF rat treated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for 4 week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ter one-way ANOVA 
and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LETO: normal control of OLETF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rat), 0%: OLETF, 0.1%: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1%, 0.5%: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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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sma IL-1β (A) and plasma TNF-α (B) in male OLETF rat treated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for 4 week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ter one-way 
ANOVA and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LETO: normal control of OLETF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rat), 0%: OLETF, 0.1%: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1%, 0.5%: OLETF+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5%.

혈중 사이토카인 농도

혈중 사이토카인 중 IL-1β와 TNF-α는 산화적 스트레스

를 활성화해 당화혈색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혈중 IL- 

1β와 TNF-α 농도는 당뇨유발대조군에서 LETO 정상군보

다 각각 3.46배, 4.88배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가시

오가피 섭취군 모두에서 IL-1β와 TNF-α의 혈중농도는 농

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LETO 정상군에 비해서는 다

소 높은 농도를 유지하였다(P<0.05)(Fig. 4A, 4B).

간조직의 PKC-δ생성과 TGF-β농도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은 간을 비롯한 다른 

말단조직에 작용하여 protein kinase C(PKC)-δ를 활성화

해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β를 생성하게 되는

데 이것으로 인해 collagen과 fibronectin 등의 단백질 발현

을 상승시켜 당뇨증상 및 관련 2차 질환을 촉진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RT-PCR을 통해 간세포 내의 PKC-δ와 

TGF-β를 측정하였다. PKC-δ mRNA의 발현은 당뇨유발

대조군에서 LETO 정상군보다 2.0배 증가하였으며 가시오

가피 0.5%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발현이 감소한 것이 관찰

되었다. 하지만 가시오가피 0.1% 섭취군에서는 당뇨유발대

조군보다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포 내 TGF-

β mRNA 발현 또한 당뇨유발대조군에서 LETO 정상군에 

비해 2.32배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가시오가피 섭취군 

모두에서 각각 18.0%와 32.6% 유의적으로 발현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P<0.05)(Fig. 5A, 5B).

고   찰

가시오가피 추출물에 대한 혈당강하 효과는 db/db 마우스

를 이용한 Ahn 등(1)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논문에

서는 가시오가피 50% 주정추출물을 동결 건조한 시료를 

0.05%와 0.1%를 사용하여 혈당강하,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인슐린 저항성 관련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고 주요 기능

물질로서 eleutheroside E 가능성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OLETF 랫트 제2형 당뇨모델을 

이용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개선 효과가 동일하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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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patic PKC mRNA expression (A) and hepatic TGF-β mRNA expression (B) in male OLETF rat treated 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for 4 weeks.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ter one-way ANOVA and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LETO: normal control of OLETF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rat), 0%: OLETF, 0.1%: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1%, 0.5%: OLETF+Acanthopanax senticosus extract 0.5%.

지 실험하였고, 또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당뇨 유발의 

중요 기전인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의 생성 그리고 발

생촉진요인으로 알려진 산화적 스트레스와 세포 내 PKC의 

활성화에 관해 확인하였다. Ahn 등(1)의 연구와 다른 점은 

본 실험에 사용된 가시오가피 추출물이 농축액 고형분 대비 

1:1 비율로 dextrin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것이며, Ahn 

등(1)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시오가피 투여농도는 0.05%와 

0.1%를 사용했지만 본 실험에서는 dextrin 함량과 분무건

조 조건을 감안하여 0.1%와 0.5%로 결정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dextrin 첨가로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 효과에 대해서

는 LETO 정상군을 통해 실험하였지만 유의적이거나 특이

적인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제2형 당뇨는 고혈당과 비정상적 인슐린 분비 그리고 주

변 말초조직에 인슐린 저항성과 비정상적 단백질 합성을 유

도하여 만성적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13). 본 실험에서 가시

오가피 0.5% 섭취는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농도를 저하하고 

Homa-IR을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가시오가피 섭취가 당화혈색소의 혈중농도를 농

도 의존적으로 효과적으로 억제한 점을 볼 때 최소한 제2형 

당뇨모델에서 혈당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수행되지 못했던 

가시오가피의 작용기전 중 하나로서 당화혈색소와 최종당

화산물에 대한 형성 억제를 검증하였다.

고혈당 조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는 헤모글로빈, 인슐린 

등의 단백질을 비효소적 당화반응과 산화과정을 통해 당화

혈색소를 만들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최종당화산물을 생성

하게 된다. 즉 혈당의 상승은 과도한 산화물질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헤모글로빈 등의 단백질 구조에 Schiff base

의 형성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반응을 통해 안정적

이고 가역적인 amadori product를 생성하게 된다. Ama-

dori product는 당의 혈중농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amadori product로서는 당화

혈색소(HbA1c)가 해당한다(6). 이때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

한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나면 비가역적 산물인 최종당화산

물들이 형성되는데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성 합병증 유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방

식이 알려져 있다(6,14-16). 이들 중 당화혈색소를 매개한 

TNF-α의 생성은 직접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슐린 자체의 methylglyoxal 변형과

정을 통한 당화는 인슐린 작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도 확인

되었다(17).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세포에서의 

PKC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은 또 다른 단백질의 합성을 유도

하여 추가적인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을 촉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혈당으

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

산물의 형성과 이와 관련된 사이토카인 그리고 간세포에서 

PKC의 활성화를 통해 기전을 확인하였다. 

가시오가피에 포함된 활성성분들은 lignans(sesamine, 

eleutheroside E), glycans(eleutherans, eleutheroside 

D), triterpene saponins(eleutheroside I, K, L, M), ste-

roid glycosides(eleutheroside A), hydroxycoumarins 

(isoflaxidin), phenylacrylic acid(syringing)와 flavones 

등이 알려져 있다(1,9). 이 성분들의 대다수는 항산화 작용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체시험에서 혈중 지표를 통

한 유의성도 알려져 있다(18). 본 실험에서 혈중과 간세포에

서의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은 4주간의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섭취 때문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다른 연구들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1). 이것은 실험동물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

소시켰다는 의미에 더하여 본 실험에서 측정한 지질과산화

물인 malondialdehyde(MDA)는 단백질의 교차반응을 강력

하게 증가시켜 당화된 단백질과 세포외 기질단백질의 분해

를 억제하여 당뇨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19) 가시오

가피 추출물에 의한 혈중 및 세포 지질과산화물의 생성 억제

는 주요한 결과로서 인식된다. 최근의 당뇨치료를 위한 임상

시험 결과는 항산화 물질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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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stulated mechanism of Acanthopanax senticosus ex-
tract (ASE) to reduce biomarks for type 2 diabetes, especially
HbA1c and AGEs. Antioxidative effect of ASE is an important
mediator to regulate blood levels of HbA1c and AGEs and ge-
netic expression of PKC.

Nishikawa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치료에 사용되

는 약물 중 한 경로만 차단하는 약제를 직접 처리했을 때 

당뇨병과 합병증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 실망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모든 연구에서 각 약제 기전의 상위에 존재하

는 과산화물의 과생산이 공통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에 관한 기전을 연구할 때 필연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특히 지질과산화물의 생성 억제는 확인돼야 할 주요 인자임

을 명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Tan 등(21)의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

물의 생성은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의 유발인자

를 감소시켰는데 Homa-IR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

을 발표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는 염증의 유발과 직접 관련

되는데 IL-1β와 TNF-α의 형성은 인슐린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당화혈색소의 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최종당화산물을 생성하게 된다. 특히 혈중 면역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TNF-α의 생성은 NF-κB 신호전

달체계에 의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

하여 혈중 지표를 더 악화시켜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

의 생성을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 Yamazaki 등(22)에 의하

면 가시오가피에서 유래된 phenolic compound가 SW982 

인체세포에서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성 사이

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22), 

동물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섭

취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와 TNF-α의 생성을 억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NF-κB의 활성

이 직접 억제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은 혈중 면역세포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주변조직세포에 존재하는 최종당화산물 

수용체(RAGE)를 통해 PKC를 활성화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성숙한 동물에서 최종당화산물 수용체의 세포발현은 낮

다. 하지만 고혈당의 병리적 상황에서 최종당화산물 수용체

의 발현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며, 특히 최종당화산물이 

축적된 부근의 세포에서 수용체가 고도로 발현되는 것이 확

인된 바 있다(14). 이런 과정을 거친 최종당화산물은 인슐린 

저항성 세포에서 diacylglycerol(DAG)에 의한 PKC 활성화

에 관여하게 된다. PKC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성체가 존재

하는데 이들 중 PKC-β와 PKC-δ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와 주변세포조직의 apoptosis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Cantley 등(24)의 

보고에 따르면 PKC-δ 유전자를 결핍시킨 마우스에서 산화

적 스트레스,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이로 인한 beta 세포의 

apoptosis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PKC-δ가 

고혈당으로 인한 당화혈색소 및 최종당화산물의 작용기전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포 내 PKC의 활성화

는 TGF-β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이로 인해 프로스타글란

딘(prostaglandin)과 콜라겐 등의 구조단백질 발현을 활성

화하고 기질단백질을 분해하는 분해효소의 합성을 감소시

킴으로 세포 외 기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주변조직이 두껍게 되며, 특히 모세혈관 기저막이 

두껍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당뇨병에서 거의 모든 조직에

서 볼 수 있는 구조적 이상 소견의 하나로 인식된다(14). 

본 연구에서 가시오가피의 추출물 섭취는 PKC-δ와 TGF-

β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적정량의 시료 섭취 시 당화혈색소와 최종당화산물의 생성

을 억제함을 통해 PKC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Fig. 6)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랫트를 이용한 제2형 당뇨 동물모델로 같은 

혈당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효과가 당화

혈색소를 포함한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단백질과 

당화를 촉진해 당화혈색소 생성의 원인 중 하나인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db/ 

db 마우스에서 실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랫트를 이용한 

제2형 당뇨모델에서도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섭취는 혈당을 

강하시키고 homeostasis model assessment(Homa-IR)

를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혈중 당화혈색소량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

는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지질과산화물 생성의 억제

가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혈중 사이토카인 

IL-1β와 TNF-α의 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화혈

색소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최종당화산물로 전환이 되

어 인슐린 저항성 세포의 protein kinase C(PKC)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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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β를 생성하는데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섭취는 최종당화산물의 농도, PKC 그

리고 TGF-β 모두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

은 가시오가피 추출물 성분이 PKC와 TGF-β에 직접 작용

하기보다는 신호전달체계의 상위에 존재하는 최종당화산물

을 억제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시

오가피 추출물을 분획화하여 어떤 성분에 의하여 당화혈색

소와 최종당화산물 생성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

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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