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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black soybean (CJ-3) testa extracts on lipid profiles in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Methods: One control group and four STZ-induced diabetic groups with
different doses of black soybean (CJ-3) testa extracts treatment [0 mg/kg (diabetic control, EX), 250 mg/kg (EX-250), 500
mg/kg (EX-500), 1,000 mg/kg (EX-1000)] were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Results: All CJ-3 treatment groups had
remarkably lower serum triglyceride (TG) levels than that of EX group (p < 0.05) whereas hepatic TG contents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Results from serum total cholesterol (TC) concentrations of EX-250 and EX-1000 groups were decreased
compared to EX group (p < 0.05). Furthermore, protein levels of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HMG-CoA)
reductase from the liver decreased in all treatment groups (p < 0.05).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in
serum glucose and insulin, and glucose transporter 4 (GLUT-4) protein expression in skeletal muscle tissu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could be useful for improvement of hyperlipidemia and
hypercholesteremia in diabetes.
KEY WORDS: anthocyanin, black soybean testa, lipid profiles, streptozotocin, diabetes

서 론

당뇨병은 췌장 β-cell의 파괴성 병변에 의해 인슐린이 결
핍되어 생기는 제1형 당뇨와 인슐린 분비 저하와 인슐린

최근 급격하게 변화된 식생활과 함께 유전적 및 환경적

저항성으로 인해 생기는 제2형 당뇨로 분류된다. 당뇨병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인들에게서 만성질환 유병율 및 이와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및 잘못된 식생활, 운동부족 등 환경

1

관련 합병증 이환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당

적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포내 포도

뇨병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한 당뇨병 유병율의

당 이용률이 감소하는 당뇨병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고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암 및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극복되

혈당독성 및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은 혈당의 항상성 조절

지 않은 3대 난치병 질병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당뇨병에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3 특히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은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등 지질대사이상증후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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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되는 현상을 주목하여야한다.4 이처럼 포도당 이용이

시아닌 중 혈중지질 개선 효과가 있는 물질로 cyanidin-3-

원활하지 않은 당뇨현상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o-glucoside (C3G)와 delphinidin-3-o-glucoside (D3G)를

위하여 지방조직의 중성지방 (triacylglyceride, TG)을 분해

확인하였다.13,18,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Z 유도 당뇨

하여 과도하게 유리 지방산을 혈중으로 유리되어 고지혈증

쥐를 이용하여 C3G와 D3G가 풍부한 검정콩 종피추출물

을 수반한다. 또한 간에서는 very low-density lipoprotein
(VLDL) 분비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생합성이
증가하는 지질대사의 이상이 초래된다.5 이러한 이유로 당
뇨병 환자들에게서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특이
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질의 과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증가된 지질과산화물 자유 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켜 다
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6
최근 들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물의 부작용을 방지하
고 장기적인 복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된 천연추출물에
서의 생리활성 물질을 찾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그 중 검정콩은 주요 식물성단백질 공급원
및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플라보노이드 (flavonoid)와
페놀 (phenolic acid)류 등 생체활성 물질들을 함유하여 항
산화,7 항암,8 모발건강 증진 및 항당뇨9의 다양한 생리적
조절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 검정콩 추출물
의 혈중지질개선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써 변 등은 난소
를 절제한 쥐에게 검정콩 파우더를 일반식이와 함께 10주
간 공급한 경우 혈중 TG,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저밀도 지단백질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함량이 유의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10 검
정콩 종피에는 수용성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검은색 색소
인 안토시아닌 (anthocyanin)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식물계에서의 수용성 색소 중 가장 큰 그룹
으로서, 현재까지 400여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확인된 상태
이다.11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섯 가지의 안토시아닌
은 flavan nucleus에 있는 hydroxyl과 methoxyl group의 수
와 위치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pelargonidin, cyanidin,
delphinidin, peonidin, petunidin, 그리고 malvidin이 있다.
자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안토시아닌은 cyanidin이
다.12 검정콩의 종피에는 cyanidin 3-glucoside (C3G),
delphinidin 3-glucoside (D3G) 및 pelagonidin 3-glucoside
(P3G) 등의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13 현재까지
알려진 생리활성 기능으로는 항산화,14 항염증,15 콜레스
테롤 저하, 항동맥경화 및 심장병 예방, 항궤양 및 항암,16
시력개선 및 혈관보호17 등이 있다. 이같이 다양한 식품 자
원으로부터 추출된 안토시안에 대한 항당뇨, 항산화, 항암
및 십혈관질환 억제 등의 연구는 알려져 있으나 다양한 안
토시안 종류에 따른 지질개선효과 혹은 이와 연계된 대사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진의 사전
연구에서 검정콩 (CJ-3호)의 종피추출물에 존재하는 안토

의 처치 시 혈당 및 혈중지질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당뇨 및
당뇨 합병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디자인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SSWU AEC 2011-00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4주 령
Sprague Dawley (SD)계 수컷 흰쥐 40마리를 두열바이오
텍 (Seoul, Korea)으로부터 구입하여 물과 식이를 자유로
이 먹이면서 1주간 적절한 온도 (23 ± 3oC) 및 습도 (55~65%)
로 12시간 light-dark cycle로 구비된 사육실에서 적응시켰
다. 난괴법으로 총 5군에 각각 균일하게 배정하여 STZ로
당뇨를 유발하지 않은 군 (control group, CON군), STZ로
당뇨유발을 확인한 다음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을 각
각 0 mg/kg (experimental group, EX군) 250 mg/kg (EX250군), 500 mg/kg (EX-500군), 1,000 mg/kg (EX-1000
군)을 4주간 구강투여로 진행하였다. 당뇨유발과정은 1주
간 적응기간 후 12시간 절식시키고 전체 당뇨유발군은
STZ (55 mg/kg)를 0.1 M sodium citrate 완충용액 (pH 4.3)
에 녹여 복강 투여하였다. CON군은 검정콩 CJ-3호 종피추
출물대신 동량의 3% NaCl을 구강투여하였다. 당뇨유발
의 여부는 꼬리 정맥에서 채혈하여 혈당계 (SD biosenser,
Suwon, Korea)로 혈당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실험동물
의 식이는 중앙동물실험 (Seoul, Korea)에서 구입한 AIN76A (Purified Rodent Diet)를 섭취하도록 하였다. 희생 전
24시간 식이공급을 중단하고 실험 당일, ethyl ether로 마취
시킨 후 희생시켰다 (Table 1).
Table 1. Experimental design in this study
Groups1)

Oral treatment
concentrations
(mg/kg)

Type I diabetes
induction

The number
of individual
(n)

CON

NaCl

-

9

EX

NaCl

STZ2)

7

EX-250

250

STZ

8

EX-500

500

STZ

8

EX-1000

1,000

STZ

8

1) Groups - CON; contol, EX; STZ induced diabetes (diabetes control), EX-250, EX-500 and EX-1000 describe oral treatments of black
bean testa extracts with 250 mg/kg, 500 mg/kg and 1,000 mg/kg
for 4 weeks after diabetes induction by STZ treatment. 2) STZ;
Streptozoto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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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및 조직무게 , 식이섭취량 및 식이 효율

으로, 병 저항성이 높고 재래종 서리태에 비해 생산량이

의 조직무게는 체중 100 g 당 장기 무게로 환산한 수치로

12% 높고 기타 재래종 서리태 등의 종피 내 존재하는 안토
시아닌 중 C3G와 D3G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본 실험재
료로 선택되었다.13,18,19 추출 조건추출 조건 및 안토시아
닌의 분석은 이 등과 김 등의 방법을 참조하였으며, 예비실
험결과, C3G와 D3G 함량이 가장 높은 ethanol 추출농도는
60%이었다.13,18,19 따라서 검정콩 CJ-3호 종피 160 kg을
0.1% HCl을 포함하는 60% ethanol로 12시간동안 용매 순
환방식으로 추출을 한 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우징
필터로 여과하였다. 빛을 차단하여 40oC 5시간 조건에서
감압 농축시켜 ethanol을 휘발시킨 후 4oC의 저온상태에서
보관하였다가 -70oC에서 72시간동안 동결 건조하여 분말
로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기하였다. 사료와 식수섭취량은 매일 15시에 측정하였

검정콩 CJ-3호는 2004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품종

체중은 매일 15시에 측정하였으며, 간 및 근육 (종아리)

다. 식이효율 (feed efficiency ratio)은 검정콩 CJ-3호 종피
추출물 구강 투여 시작 일부터 희생 일까지의 체중증가량

(g)을 실험 기간 내의 사료섭취량 (g)으로 나누어서 계산하
였다.

포도당 및 글리코겐 분석
실험종료일에 12시간을 절식시킨 후 에테르로 마취하고

C3G와 D3G의 정량 분석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Hewlett Packard series 1100,

심장에서 채혈하였다. ethylene diamine tetracetic acid
(EDTA) tube에 혈액을 넣고 채혈된 혈액은 4oC, 3,000
rpm,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80oC에서 보관하여 분
석시료로 사용하였다.
혈당은 희생 당시에 채혈하여 혈당계로 3번 반복하여 측
정하였고, 그 결과 값으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인슐린은 식
이종료 후 혈청에서 인슐린 kit (AKRIN-130, Shibayagi
Co. Ltd. Shibukawa,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과

Waldbronn, Germany)로 수행하였으며 Fig. 1에 나타난 바

근육조직의 글리코겐은 페놀 황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와 같다. HPLC 분석은 Gemini (C18, 3 µm, 4.6 mm × 100

였다.20 조직 0.1 g에 30% KOH 1oC를 첨가한 후 water

C3G/D3G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mm) 컬럼을 사용하여 이동상 용매 (A; acetonitrille, B;
distilled water, C; 0.5 M oxalic acid)를 0~5 min (10% A,
85% B, 5% C), 20 min (25% A, 70% B, 5% C) 간격으로
0.8 ml/min 유속의 조건에서 diode array detector DAD
(530 nm) detector로 분리하였다.

bath에서 37oC로 20분간 가열하여 조직을 모두 소화시킨
뒤 얼음에서 냉각시켰다. 여기에 sodium sulfate 0.2 ml과
95% ethanol 2 ml을 혼합하여 얼음에서 30분간 냉각시킨
후 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를 통해 글리코겐 고
형물을 얻었다. 이에 2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글리코겐을
완전히 용해시키고 5% phenol 1 ml와 96% sulfuric acid

Fig. 1. HPLC chromatogram and chemical structure of C3G and D3G. Peak 1; D3G (4.22 mg/g), peak 2; C3G (10.23 mg/g). HPLC condition [column; Gemini (C18, 3 µm, 4.6 mm × 100 mm), detector; DAD (530 nm), flow rate; 0.8 ml/min, solvent A; acetonitrille, solvent B;
distilled water, solvent C; 0.5 M oxalic acid, gradient condition with 0~5 min; 10% A, 85% B, 5% C, 20 min; 25% A, 70% B,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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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l을 첨가하여 30분간 얼음에서 냉각시킨 후 49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청 및 간조직의 지질농도
혈청 TG 및 TC는 각각 TG 및 TC kit (Asan pharmaceu-

tical, Seoul, Korea)를 사용하여 효소법으로 분석하였다.
간조직의 지질측정을 위한 지질추출방법은 Folch법을 사
용하였다.21 간 조직 0.5 g에 chloroform/methanol (2 : 1)
20 ml을 첨가하여 균질화한 후 10,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2번 이상 반복하여 상층액을 수집하
였다. 상층액에 1% triton X-100이 포함된 chloroform 1 ml
를 넣어 원심 분리 후 질소 가스로 용매를 말렸다. 형성된
고형물과 증류수 100 µl를 넣고 섞은 후, 만들어진 용액 10
µl와 효소시약 1 ml을 반응시킨 후 54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aden-Württemberg, Germany)를 사용하여 블록을 제작하
여 완전히 굳힌 후 Microtome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을 이용하여 4.5 µm의 두께로 슬라이
드를 제작한 후 파라핀을 제거하고 조직을 염색하였다. 염
색과정은 hematoxyline (Sigma-Aldaich, St. Louis, MO,
USA) 3분, 흐르는 물에 3분 수세, eosin (Sigma-Aldaich, St.
Louis, MO, USA) 30초 순서로 진행되었다. H&E 염색 후
탈수하여 mounting 용액 (Soyons chimie biotechnologie,
Soyons, France)으로 고정하였다. 탈수과정은 50% ethanol
10초, 70% ethanol 10초, 95% ethanol 10초, 100% ethanol
10초, 100% xylene 5분씩 2회 순서로 진행되고 염색된 조
직은 200배 배율로 Leica DMR microscope (Leica
Microsystems, GmbH, Wetzlar, Germany)으로 관찰하고
군별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를 이용하여 간
손상면적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24

지질과산화물 축적검사
대표적인 지질과산화물인 malondialdehyde (MDA)발

간과 근육의 단백질 발현

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hiobarbituric acid (TBA)와

간과 근육조직을 0.1 g씩 취하여 1 ml 용해 완충용액

MDA간 반응에 따른 발색현상을 이용한 TBA reactive
substances (TBARS) assay로 분석하였다.22 1 M NaOH
용액에 TBA를 녹여 0.8% TBA 용액 60 µl를 제조하고,
acetic acid 60 µl와 혈청 10 µl을 반응시켰다.23 MDA와
TBA간에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95oC에서 60분 동
안 가열한 후 얼음 위에서 5분간 식히고 96 well에 반응용액
을 100 µl씩 분주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is-HCl; pH 7.5)을 넣어 원심분리 (4oC, 12,000 rpm, 30
min)하여 상층액을 얻은 후 Bradford 방법으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Janero, 1990). 정량된 단백질 (1 µl/1 µg)을
sample buffer (60 mM Tris-HCl; pH 6.8, glycerol 25%,
SDS 2%, 2-mercaptoethanol 14.4 mM, bromophenol blue

간독성 및 지방간 검사
간세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간조직의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ST)와 alanine transaminase (ALT)이 혈액
으로 유리되므로 간 손상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AST 혹
은 ALT kit (IFCC mod.liquid UV, human diagnosis,
Germany)을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간 조직의 지방간 병변검사를 위하여 Hematoxyline and
eosin (H&E) 염색법을 실시하였다. 간 조직을 적출하여 10%
NaCl 용액에 5분간 담가 혈액을 제거한 후 10% formalin
용액에 넣어 보관하고 약 3일 후 간 조직의 formalin을 수세
하였다. 탈수, 세척, 포매과정은 tissue processor (Leica
biosystems, Nussloch, Baden-Württemberg, Germany)로
진행하였다. Tissue processor 과정은 70% ethanol 1시간
씩 2회, 80% ethanol 1시간, 95% ethanol 1시간, 100%
ethanol 1시간씩 2회, 100% xylene 1시간씩 3회, 100%
paraffin 1시간씩 2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포매 시킨 간 조
직을 꺼내어 Leica EG 1150H (Leica biosystems, Nussloch,

0.1%, H2O 0.9 %)로 5분간 끓여 전처리를 하였다. 군당 동
일한 양의 단백질 (20µg)을 5% stacking gel에 80 V로 30분
간 전기영동 시킨 후 10% running gel에서 100 V로 120분
간 수직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transfer
blot module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90분간 280 mA 조건에서 NC membrane으로 이동시킨 후,
5% skim milk (Bio-Rad, Hercules, CA, USA)로 4oC에서
24시간 동안 blocking을 진행하고 완충용액 (Tris-HCl pH
8.7)으로 세척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1차 항체
즉, GLUT-4 (Abcam, Cambridge, MA, USA, 1 : 500 희석
비율), HMG-CoA reductase (Abcam, Cambridge, MA,
USA, 1 : 1000 희석비율)등 을 9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완충
용액으로 세척하고 2차 항체 (Abcam, Cambridge, MA,
USA, 1 : 5000 희석비율)를 60~90분간 반응시킨 후 완충용
액으로 세척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을 이용하여 단백질발
현 (밴드)를 확인하고 이미지분석시스템 (Chemi-Doc Touch
Imaging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
여 스캔한 후 β-actin을 대조로 단백질 발현을 정량화한다
음 군간 효과를 비교하였다.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5; 48(4): 299 ~ 309 / 303

통계처리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EX군의 체중은 1주째부터 CON군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평균

에 비하여 약 50% 이상 유의적으로 감소한 상태로 4주째

치 ± 표준편차 (mean ± SD)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software

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처치 이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군
별, 주별로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
용하였으며 p-value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식이섭취량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식이효율 또한 CON

후에도 4주 동안 체중변화가 없었다. 4주 동안 모든 군에서
군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검정콩 CJ-3호 종피추
출물 EX-1000군에서만 매우 낮은 식이효율이 오히려 회
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주 후 간과 근육의 무게를 체
중 100 g당 장기 무게로 환산한 결과, 간의 무게는 CON군

결 과

에 비하여 모든 당뇨 유발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증감은

C3G/D3G 안토시아닌 함량

보이지 않았다. 반면, 근육의 무게는 CON군에 비하여 EX
군에서 감소하였으나 모든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처

C3G/D3G 표지물질의 정량결과는 C3G (peak 1)는 4.22
mg/g, D3G (peak 2)는 10.23 mg/g이었다. 이는 일반 재래
종 서리태 검정콩종피에 함유한 C3G 및 D3G 안토시안 함
량보다 2배 이상 함유된 농도이다 (Fig. 1).

치 군에서 EX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Fig. 2).

포도당대사 개선 효과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의 4주간의 경구 처치가 STZ

체중 , 식이섭취량 , 식이효율 및 장기무게 변화

유도 당뇨 쥐의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혈당,

실험 기간 동안 체중, 식이 섭취량, 식이 효율의 결과는

혈중 인슐린 농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함량 및 근육세포

Table 2와 같다. 전 실험기간 동안 CON군의 체중은 주마다

의 GLUT-4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혈당은 CON군보다 EX

Table 2. Body weights, diet intake and feed efficiency ratio of normal and diabetic rats fed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Variables1)

Week 1

Week 2

Week 3

Week 4

p-value (period)*

Body weight (kg)
CON (n = 9)

205.4 ± 0.3ax‡

260.6 ± 14.7bx

306.6 ± 0.7cx

331.8 ± 1.5dx

p < 0.001

y

y

y

EX (n = 7)

135.9 ± 23.5

137.9 ± 34.2

146.8 ± 3.4

143.1 ± 6.2y

NS

EX-250 (n = 8)

141.5 ± 17.4y

136.2 ± 26.7y

141.6 ± 2.0y

141.8 ± 4.6y

NS

EX-500 (n = 8)

141.3 ± 11.7y

138.9 ± 28.2y

142.2 ± 3.2y

141.8 ± 6.6y

NS

EX-1000 (n = 8)

147.1 ± 10.9y

142.4 ± 22.3y

144.9 ± 4.6y

157.0 ± 6.7y

NS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CON (n = 9)

22.1 ± 0.7

23.1 ± 1.1

22.5 ± 1.5

22.7 ± 1.6

NS

EX (n = 7)

22.4 ± 4.2

27.0 ± 8.1

28.4 ± 6.9

28.0 ± 8.1

NS

EX-250 (n = 8)

23.7 ± 2.1

24.2 ± 4.6

25.2 ± 4.8

27.4 ± 7.5

NS

EX-500 (n = 8)

23.6 ± 3.4

26.6 ± 6.3

26.0 ± 5.3

26.8 ± 7.2

NS

EX-1000 (n = 8)

23.6 ± 4.6

27.6 ± 6.3

27.3 ± 6.7

27.7 ± 6.5

NS

NS

NS

NS

NS

p-value**
Diet intakes (g)

p-value**
Feed efficiency ratio (%)
CON (n = 9)

2.65 ± 0.2dx

1.93 ± 0.2cx

1.32 ± 0.3bx

0.89 ± 0.7a

EX (n = 7)

-0.03 ± 0.6y

0.06 ± 0.3y

0.06 ± 0.2y

-0.03 ± 0.2

NS

EX-250 (n = 8)

-0.36 ± 0.7y

0.07 ± 0.2y

-0.15 ± 1.4y

0.22 ± 0.2

NS

EX-500 (n = 8)

-0.21 ± 0.6y

-0.09 ± 0.2y

0.32 ± 0.3y

0.92 ± 1.9

NS

0.17 ± 0.2by

0.10 ± 0.1b

p < 0.001

p < 0.001

NS

EX-1000 (n = 8)
p-value**

ay

by

-0.50 ± 0.0.5

-0.06 ± 0.2

p < 0.001

p < 0.001

p < 0.001

1) Variables (five groups) - CON; contol, EX; STZ-induced diabetes, EX-250, EX-500 and EX-1000 describe oral treatments of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with 250 mg/kg, 500 mg/kg and 1,000 mg/kg for 4 weeks after STZ induction.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
p-values for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periods. Superscript letters of a b c and d on raw represent the difference with p < 0.05. NS;
Non Significant. **p-values for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Superscript letters of x and y on column represent the difference with p < 0.05. NS; Non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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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근육의 글리코겐 함량은 EX군에서 CON군보다 유의적으

의 처치시 EX-250군과 EX-1000군에서 EX군에 비하여 혈

로 증가하였다. EX-250군은 EX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

당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Fig. 3A). STZ를 처치한

이는 없었으며, EX-500군과 EX-1000군에서는 EX군보다

EX군의 혈중 인슐린 농도는 CON군의 25% 수준으로 감소
하였으며 검정콩 CJ-3호 종피의 투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분비감소현상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Fig. 3B).
간의 글리코겐 함량은 EX-250군과 EX-500군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EX-1000군에서는 감소하였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5) (Fig. 3C & 3D). 이와
같은 혈중 인슐린저하 현상은 근육의 GLUT-4 발현 감소
와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포도당유입의 차단은 궁극적
으로 간보다는 근육의 글리코겐함량 저하에 영향을 주었
다 (Fig. 3E).

Fig. 2. Organ weight of normal and diabetic rats fed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A) Liver weight (g/100 g body weight) and (B) Muscle
weight (g/100 g body weight). Mean values ± SD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CON; normal control,
EX; STZ-induced diabetes (diabetic control), EX-25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250 mg/kg oral treatment, EX-50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500 mg/kg oral treatment, EX-100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1,000 mg/kg oral treatment after diabetes induction by
STZ treatment.

Fig. 3. Effects of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on glucose metabolism. (A) Glucose levels in serum, (B) Insulin levels in serum (C) Glycogen
level in liver (D) Glycogen level in muscle and (E) GLUT-4 protein expression levels in skeletal muscle tissue . Glycogen contents in liver
and skeletal muscle. Mean values ± SD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CON; normal control, EX; STZinduced diabetes (diabetic control), EX-25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250 mg/kg oral treatment, EX-50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500 mg/kg oral treatment, EX-100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1,000 mg/kg oral treatment after diabetes induction by STZ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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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및 간의 지질농도 개선 효과
STZ 유도 당뇨 흰쥐에서 4주간의 검정콩 CJ-3호 종피추
출물의 처치에 따른 혈청과 간의 TG, TC 및 간의 HMG-

CoA reductase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STZ처치에 따라 혈
청 TG는 CON군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EX군에 비
하여 모든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처치군에서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Fig. 4A). 반면 간의 TG 함량은 EX군이
CON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검정콩 CJ-3호 종피추
출물 EX-250군과 EX-1000군은 CON군과 EX-500군은
EX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처치 농도별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Fig. 4B). 혈청 TC는 EX군이 CON군보다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고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EX-250군과
EX-1000군에서 EX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저하되었다
(Fig. 4C). 간의 TC 함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군에서 유의
성이 없었다. 그러나 STZ에 의하여 증가된 간 조직의
HMG-CoA reductase발현량은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의 처치로 인하여 CON군의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Fig. 4D).

MDA를 측정하였다. EX군은 CON군보다 혈청 MDA가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EX-250
군과 EX-1000군에서만 혈청 MDA가 감소하였다 (Fig.
4E).

간 독성 및 지방간 병변
혈청 AST와 ALT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간 손상정도
를 추정할 수 있는데,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의 처치로
혈중 AST와 ALT 수치의 증가는 없었으므로 검정콩 CJ-3
호 종피의 처치함량에 따른 간 손상은 없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실험동물의 간 조직의 병변검사 (H&E)를 진행한 결과,

CON군은 중심정맥 주변부와 문맥주변부의 간세포에서
세포질이나 세포핵의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간세
포의 배열이 일정하였다. 반면, EX군은 간세포배열이 일정
하지 못하고 중심정맥을 중심으로 섬유상의 띠 형태가 나
타났으며, 중심정맥 주변 간세포의 괴사가 발견되었고 울
혈 또한 관찰되었으며, 지방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성
소단위의 형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EX군에 비하여 모든
검정콩 CJ-3호 종피 처치한 군에서는 중심정맥 주변의 간

과산화물 (MDA)생성 억제 효과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이 혈청 지질 과산화에 미치

세포 괴사나 울혈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고 축적된 지방
구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지질 과산화물 형태 중 하나인 혈청

Fig. 4. Effects of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on lipid profile and MDA. (A) TG levels in serum, (B) TG levels in liver, (C) TG levels in liver and
(D) HMG-CoA reductase protein expression levels in liver and (E) MDA levels of serum Mean values ± SD with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CON; normal control, EX; STZ-induced diabetes (diabetic control), EX-25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250 mg/kg oral treatment, EX-50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500 mg/kg oral treatment, EX-1000;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1,000
mg/kg oral treatment after diabetes induction by STZ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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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logical findings from livers of each groups. The micrographs depict H&E of paraffin-embedded liver slides. A; normal control
(CON), B; STZ-induced diabetes (EX, diabetic control), C;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250 mg/kg oral treatment (EX-250), D;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500 mg/kg oral treatment (EX-500) and E; black soybean testa extracts 1,000 mg/kg oral treatment (EX-1000). White
arrow describes tissue necrosis around central hepatic veis. Black arrow describes the lipid globules occurred by STZ treatment.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은 타 연
구에서 사용하는 검정콩 종피추출물과 달리, C3G 및 D3G
안토시안 함량이 재래종의 2배 이상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안토시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차별적인 연구이라고
생각한다.18,19 4주간 실험기간 동안 C3G 및 D3G 안토시
안 함량이 풍부한 검정콩 CJ-3호 종피에 의한 체중감소의
효과는 없었다. 이는 STZ에 의하여 50% 이상 감소한 체중
때문에 4주간의 검정콩 CJ-3호 종피처치로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주 동안 군간 식이 섭취량은 차이가
없는 반면 검정콩 추출물 함량에 따라 식이효율의 변화가

4주째로 진행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아 5주 이
상의 투여기간을 연장한다면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리라 본다. 또한, 4주 동안의 체중은 변화가 없는 반면
EX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한 근육의 무게가 검정콩 CJ-3
호 종피추출물 처치 군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당뇨로 인하여 감소되었던 근육무게가 검정콩 CJ3호 종피의 처치에 따라 회복하면서 식이효율 및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STZ에 의하여 당뇨가 유발한 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합성 혹은 분비가 저하되므로 낮은 혈중
인슐린 농도 때문에 혈당의 증가가 급속히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STZ에 의하여 감소된 인슐

린분비에 따른 혈당이 증가하였으며 4주간의 EX-250군
에서 인슐린이 증가하고 혈당의 유의적인 감소는 없었다.

Nizamutdinova 등 은 5주간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로
부터 분리된 안토시아닌 (50 mg/kg)의 처치로 인하여 STZ
에 의한 췌장세포에서 세포자살신호 발현의 증가가 유의
적으로 억제되면서 궁극적으로 인슐린분비 및 GLUT-4 발
현 등을 증가시켰다고 확인하였다.25 GLUT-4는 지방이나
골격근과 같이 인슐린에 의하여 작용하는 조직에서 특이
적으로 발현되며, 근육조직의 당 수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그러므로 당뇨
로 인하여 인슐린 민간도가 감소되면 세포내 당 수송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GLUT-4의 발현이 억제되어 결과적
으로 조직에서 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TZ가 유의적으로 GLUT-4 발현을 감소시켰으나, EX군
과 비교하여 검정콩 CJ-3호 종피 처치군에 따른 혈당, 인슐
린, GLUT-4 발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Nizamutdinova 등과 상이한 GLUT-4 발현결과는 GLUT4의 조직의존도 특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경우 인슐린에 의하여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하는 반면, 당뇨로 인하여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glycogen synthase phosphatase가 활
성화되지 못하여 글리코겐의 합성은 감소되고 glycogen
phosphorylase의 활성화로 글리코겐의 분해가 증가하게
된다.28 본 연구에서는 STZ에 의하여 감소된 인슐린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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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혹은 인슐린 활성 때문에 혈당, 인슐린 및 포도당 유입

고 있다.32 Nizamutdinova 등은 STZ (50 mg/kg)로 당뇨를

(GLUT-4 발현)은 EX군과 차이가 없었지만 간 및 근육의
글리코겐 합성은 STZ에 의하여 오히려 증가하였고 EX군
에 비하여 검정콩 CJ-3호 종피 처치군에 따라 근육의 글리
코겐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STZ 유도 당뇨 군에서
CON군보다 간조직과 근육조직 글리코겐 함량이 유의적
으로 높은 것은 인슐린저항성에 따라 글리코겐의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에
의하여 간보다 근육의 글리코겐이용이 증가된 것은 인슐
린저항성에 덜 민감한 근육조직에서 먼저 소모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근육의 글리코겐 소모를 증가시
키는 당대사를 통한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
측되며, 아울러 지방조직의 지질분해에 따른 혈중 TG 증
가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발한 흰쥐에 검정콩 종피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50

당뇨병에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의 증가일 것이다.29
식품에 함유된 95% 이상의 지질의 형태이며 체내이동 및
저장형태의 지질 또한 중성지방이다. 정상적인 식사를 할
경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
면 간이나 지방조직에 비축되어 있는 TG을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게 된다. 인슐린에 민감한 TG 분해를 촉진하는

lipoprotein lipase (LPL) 활성은 당뇨에서 저항성을 보이
므로 혈중 TG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당뇨로 인하
여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면 지방조직으
로부터 유리지방산의 방출이 증가하게 되고 혈중 유리지
방산이 간에서 TG로 전환되는 속도가 증가되면서 VLDL
합성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혈액으로 순환하게 된다.30 본
연구에서는 STZ에 의하여 당뇨로 증가된 혈중 TG를 검정
콩 CJ-3호 종피추출물 투여로 유의적으로 낮추었다. 사전
연구에서 고지방식이를 10주간 섭취하여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DIO)에게 검은콩 종피 추출물 (1 g/kg)을 12주간
경구투여한 결과, lipogenesis 관련 인자인 acetyl-CoA
carboxlyase (ACC),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r) 및 CCAAT/enhancer-binding
protein-α (C/EBP-α)의 발현은 감소하고 lipolysis 관련 인
자인 LPL, hormone sensitive lipase (HSL) 및 AMPkinase (AMPK) 등의 발현은 증가하여 안토시안의 항 고
지혈증억제효과의 기전을 증명하였다.13 Kwon 등의 연구
에서는 검정콩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을 16% lard oil을
함유하는 고지방식이와 함께 공급하였을 때 혈중 TG 및
TC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31 Ko 등의
연구에서는 검정콩을 분말화하여 쥐에게 7주간 투여한
결과 혈중 TG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는 결과들이 보고되

mg/kg)을 1개월간 경구 투여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
(GLUT-4), 췌장의 세포사멸 (caspase3-bax-bcl2), 혈당 및
혈중 TG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25
당뇨병환자에게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지속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정콩 종
피 추출물의 콜레스테롤조절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HMG-

CoA reductase는 acetyl CoA로부터 mevalonic acid로 환
원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콜레스테롤의 체내 합성기전에
서 중요한 key 효소이다.33 본 연구에서는 STZ로 당뇨를
유발한 쥐에 4주간 처치한 결과 혈청 TG를 유의적으로 감
소시켰고 간 조직의 HMG-CoA reductase 활성을 조절함
으로써 혈청 TC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ICR 수컷쥐에
4% 검정콩 파우더를 1.5%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12
주간 공급한 경우 검정콩이 간에서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2 (SREBP-2)와 HMG-CoA reductase의
발현을 억제하여 혈중 TC를 낮춘 결과를 보고하였다.34
SREBP-2는 HMG-CoA reductase 발현 조절의 상위 시그
널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또한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다. 류 등은 비만유도된
흰쥐에게 5주간 C3G를 구강으로 투여한 결과, 혈중
adiponectin이 증가되고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 콜
레스테롤 등이 감소됨으로 비만과 관련된 이상지혈증이
완화되었다.35 또한 45% fat으로 10주간 비만 쥐를 유도한
후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 (1,000 mg/kg)을 12주간 처
치한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합성 관련 효소들의 발현 감소
와 지방 분해 관련 효소의 발현증가로 혈중 및 간의 TG와
TC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아 향후 항당뇨 및 항비만의 임
상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13
본 연구에서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은 과산화지질을
억제한 항산화능을 보였는데 Nizamutdinova 등의 연구에
서도 검정콩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안토시아닌 (50 mg/kg,
5주간)의 처치가 MDA를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STZ에 의
하여 소모된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등 효소단백질의 소모를 억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25 당
뇨에서 고혈당 증상이 계속되면 연속적으로 효소적 비효
소적 당화과정의 발생으로 조직 등이 손상을 입는다. 이러
한 손상으로 인하여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지질의 과산화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과산화 지질을 생성
하게 되는데, 유리된 산소분자 및 금속 이온이 생체막에 있
는 불포화 지방산에 작용하여 생성되는 반응물질로서 지
질 대사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세포의 성분인 단백질,

DNA 및 RNA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소가 존재하는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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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리아 등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거나 생화학적 변화를
36

일으키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STZ로 유도된 당뇨쥐에서 검정
콩 CJ-3호 종피추출물의 항지질개선 효과이외에도 향후
투여기간을 연장한다면 체중감소, 혈당개선 및 당화적 산
화 가능성저하 및 지질의 과산화물 억제 등의 가능성도 기
대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Nizamutdinova 등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은

STZ로 악화된 포도당대사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나 혈중
지질개선은 뛰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근육의 글리코겐 소
모로 인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혈중 TG 개
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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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타 재래종 검정콩 종피
추출물 (콩단백질 혹은 총 안토시안)의 효과를 연구하는 경
우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래종 서리태보다 C3G와 D3G
안토시안이 2배 이상 풍부한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을
이용하였다. STZ로 유도된 당뇨쥐에 4주간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을 처치한 결과 비록 체중감소, 혈당강하, 인슐
린저항성 완화 등의 효과는 미비하지만 근육량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항비만 식이요법에
따라 나타나는 근육소모를 보완하는 중요한 효과이다.
STZ유도 당뇨 쥐에서 억제된 글리코겐이용률이 검정콩
CJ-3호 종피추출물에 의하여 증가한 것은 포도당이 에너
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지방조직의 지질이용률을 억제하여
혈중 TG를 개선시켰고 간에서 HMG-CoA reductase 활성
을 조절함으로써 혈청 TC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4주간
의 투여기간을 연장한다면 향후 당뇨에서 발생하는 인슐
린저항성 및 당화적 산화성억제에 따른 지질의 과산화물
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겠다. 또
한 검정콩 CJ-3호는 병 저항성이 높고 종실특성이 우수한
녹자엽 검정콩으로 생산성이 높아서 기능성에 대한 반복
실험을 확인한다면 기능성식품시장의 산업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C3G와 D3G 안토시안이 풍부한 기능성 식품의 경
우 당뇨, 비만 및 암 등 난치병질환에서 나타나는 혈중지질

개선을 위한 임상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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