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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와 in vitro에서 상지 및 상백피 에탄올추출물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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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인슐린 저항

성과 혈중 인슐린 농도가 변화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

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1 고혈당이 지속되면

지질 및 단백질 대사에 이상을 초래하여 신장 기능의 저하,

동맥경화, 망막 출혈로 인한 시력 저하, 족부 궤양, 말초신

경병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2 대한당뇨병학회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한국인 당뇨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05년 이미 한국인 전체 인

ABSTRACT

Purpose: Our previous study demonstrated the hypoglycemic effects of mulberry (Morus alba L.) leaf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Here we explored the potency of mulberry twigs (TW) and root barks (RB) in postprandial hypoglycemic

effects in vitro and in vivo. Methods: The major components of TW and RB were determin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lpha-glucosidase inhibition and glucose/fructose uptake inhibition in Caco-2 cells were

determined for TW, RB, and their major components, followed by an oral sugar tolerance test (OSTT) in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ic rats. Male Wistar rats were fed a high-fat diet for 2 weeks and then a single dose of streptozotocin (35

mg/kg B.W) was administer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Rats with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above 126 mg/dL were

randomly divided into 5 groups (n = 8/group) for the following treatments by gavage for 4 weeks: vehicle (normal control

and diabetic control), 200 mg/kg B.W of TW or RB or 100 mg/kg B.W of oxyresveratrol (OXY). Results: OXY and

mulberroside A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components of TW and OXY, mongolicin, and kuwanon H for RB. A significant

inhibitory activity on α-glucosidase was found for TW, RB, and OXY (p = 0.0099). There was a dose-dependent inhibition

of TW and RB on the intestinal sugar uptakes in Caco-2 cells, showing a greater impact on fructose compared to glucose.

The OSTT showed that TW and RB significantly delayed time to maximal concentration (p = 0.0088) and decreased maximal

concentration (p = 0.0043)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W and RB may have a

postprandial hypoglycemic effec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high fructose or sucrose intake. OXY was suggested as a

contributor to the hypoglycemic effect of TW and RB.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the systemic effect of TW and RB in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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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이 당뇨병 환자의 진료비로 지출되는 등 막

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1 더욱이 당뇨병의 이

환율은 계속 중가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예방조치

가 없으면 2020년에는 8.97%, 2030년에는 10.85%까지 도

달할 전망이다.3 당뇨병은 수반되는 합병증의 발병률이 높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를 위해 약물을 장

기간 복용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4 따라서 최근에

는 부작용이 없는 기능성식품을 이용하여 과도한 당의 흡

수를 억제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5

예로부터 뽕나무는 열매, 잎, 가지 및 뿌리껍질에 이르기

까지 각기, 부종, 당뇨, 기침 및 가래 등의 치료에 널리 이용

되어 왔다.6 최근에는 정밀한 성분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

라 고부가가치 식품소재로 뽕나무의 가치가 과학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부위별로는 뽕나무 잎 (상엽)에 대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어, 대표적인 혈당강하성분인

1-deoxynojirimycin (1-DNJ)과 그밖에 rutin, quercetin,

isoquercitr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의 성분이 확인되면서

혈당저하기능을 중심으로 만성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고

부가가치 식·의약 소재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7-9 본 연구

팀은 이전 연구에서 상엽은 α-glucosidase 활성을 저하시

키고 소장에서 당류의 흡수를 저하시키는 작용기전을 통

해 식후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험관, 동물,

인체연구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9-15 최근에는 잎 뿐만 아

니라 가지 (상지)와 뿌리껍질 (상백피)에서도 다양한 활성

성분이 분리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상지의 기능성으로는 항암, 면역조절,16,17 항고혈압18 및

항염증17이 보고되고 있으며, 상백피의 기능성으로는 미백

과 항산화19 그리고 혈당저하와 간보호20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상엽의 연구에 비해 상지 및 상백피에 대해서는 식

후혈당조절 기능과 작용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엽과 마찬가지로 상지와 상백피도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데 유효할 것이라 가정하

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phy (HPLC)를 사용해 상지와 상백피의 주요 성분

을 분석하고, in vitro 시스템에서 상지, 상백피 및 주요성분

의 α-glucosidase에 의한 이당류 분해 억제능과 소장세포

에서 당 흡수 억제능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in vitro 시험

결과의 생리적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STZ)으로 고혈당을 유도한 모델동물을

사용하여 상지 및 상백피의 식후혈당조절기능을 검증하

였다.

연구방법

시험물질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물질은 상지 에탄올추출물 (TW)

및 상백피 에탄올추출물 (RB)이다. TW와 RB의 제조방법

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바 있다.21 간략히 설명하면, TW

는 상지 (2.0 kg)에 60% 에탄올수용액 (10 L)을 넣고 초음

파추출기 (Power Sonic 420, Hwashin, Korea)를 사용하여

2시간씩 2회 반복 추출 및 여과 (Whatman No. 2 filter

paper, Whatman International Ltd., England)하고 감압농

축기 (Rotary evaporator, EYELA, Tokyo Rikakikai Co.,

Japan)로 농축하여 얻었다. RB는 상백피 (500 g)에 80%

(2 L) 및 95% 에탄올수용액 (2 L)를 차례로 넣고 초음파추

출기를 사용하여 2시간씩 2회 반복하여 추출, 여과 및 감압

농축하여 얻었다. TW 및 RB의 주요성분인 oxyresveratrol

(OXY), mongolicin, 그리고 kuwanon H는 Diaion HP-20

칼럼 (16 cm × 100 cm), 실리카겔 (70-230 mesh) 칼럼 (4.6

cm 또는 2.8 cm × 60 cm), ODS-A 칼럼 (3 cm × 30 cm) 및

Sephadex LH-20 칼럼 (2.5 cm × 50 cm)을 순차적으로 사

용하여 분리 및 정제하여 획득하였다. 

TW 및 RB의 주요 성분 분석

TW 및 RB의 주요 성분은 HPLC (Waters e2695 HPLC

System, Milford, MA, USA)로 분석하였다. 시료는 80%

에탄올용액에 녹인 후 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

여 침전물을 제거시킨 상등액을 취하고, 감압농축 후 다시

같은 용액으로 2배 희석시켜 여과막 (0.45 µg, 13 mm,

Pall-Gelman Lab, Ann Arbor, MI, USA)을 통과시킨 후

HPLC에 주입하여 정량분석하였다. HPLC 분석 조건은 다

음과 같다. 칼럼은 YMC-Pack Pro C18 column (5 µm, 46 ×

250 mm, YMC Inc., Wilmington, NC, USA)을 사용하였

다. 이동상은 TW와 RB의 조건을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TW의 경우에는 유속 0.8 mL/min에서 용매A (0.05% 인산

수용액) 100%로부터 용매B (아세토니트릴액) 100%까지

60분간 구배용출시켰다. RB의 경우에는 유속 1 mL/min에

서 용매 A (0.02% 포름산수용액) 100%로부터 용매 B (아

세토니트릴) 100%까지 70분간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주

입량은 10 µL, 그리고 검출기는 UV320 nm로 고정하여 사

용하였다. HPLC로 분리된 각 물질의 피이크는 보유된 표

준물질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앞서 상백피 및 상지

로부터 분리된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 동정은 NMR 분석

과 이미 보고된 각 화합물의 NMR 및 MS data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 동정하였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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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glucosidase 활성 억제능 측정

Alpha-glucosidase효소원으로 흰쥐 소장 유래의 아세톤

추출 파우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

하였고, 기질로 말토오스와 수크로오스를 사용하여 TW

및 RB의 α-glucosidase 활성 억제능을 측정하였다. 아세톤

추출 파우더 1 g을 0.9% 염화나트륨 용액 10 mL에 녹인 후

초음파 처리하고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

등액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00 mM 말레산염 용액 (pH

6.0, 700 µL)과 500 mM 말토오스 혹은 수크로오스 (100

µL), 그리고 측정시료 (100 µL)를 혼합하여 37oC에서 5분

간 정치 시켰다. 이에 α-glucosidase 용액을 넣고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말레산염-트리스-수산화나트륨 (pH 7.4,

1 mL)을 넣어 반응을 종료시켰다. 생성된 글루코스는 측정

용 키트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로 분석하여

α-glucosidase 활성 억제능을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인체 대장상피세포주인 Caco-2세포 (ATCC HTW-37,

Manassas, VA, USA)는 20% 우태아혈청 (FBS, Gibco,

Grand Island, NY, USA)과 2 mM L-glutamine, 1% non-

essential amino acids (NEAA), 1% penicillin-strepto-

mycin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배지는 3~4일에

한번씩 교체하였으며, 세포배양은 5% CO2 가스가 존재하

는 37oC 배양기 (Sanyo MCO-18AC, Sanyo, Japan)에서

진행되었다.

세포 생존률 평가

TW 및 RB에 대한 Caco-2 세포의 생존율 평가는 3-(4,5-

dimethylthiazol-2-thiazolyl)-2,5-dip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24 세포를 1 × 105

cells/mL 수준으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후, TW 및 RB를 배지에 첨가하여

CO2 배양기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이어서 MTT시약 (5

mg/mL)을 넣고 150 rpm 5분간 교반 후, CO2 배양기에서 4

시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양용액을 제거하고 DMSO

로 씻은 후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이때 측정된 흡광도는 살아 생존하는 세포의 미

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 작용에 의해 MTT가 formazan으

로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생존하는 세포수와 비례한다.

TW 및 RB로 전처리한 세포의 생존율은 아래 공식에 따라

생존하는 시료 무첨가군의 생존율의 평균값에 대한 상대

적인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Cell viability (%)

=(O.D. value of treated well – O.D. value of the blank)/

(O.D. value of untreated well – O.D. value of the blank)

× 100%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억제능 측정

TW 및 RB의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저해능을 측정하기 위

하여 Caco-2 세포를 1.5 ×104 cells/mL 수준으로 12 well

plate에 분주하고 7일간 배양하였다. 세포는 PBS로 2번 세

척 후, 5 mM 글루코스 크렙스 용액 (5 mM glucose, 30

mM HEPES, 130 mM NaCl, 4 mM KH2PO4, 1 mM

MgSO4, 1 mM CaCl2, pH 7.4)을 한 well에 0.3 mL씩 넣고,

37oC에서 30분간 정치 시켰다. 이어서 PBS로 세척한 세포

에 포도당이 없는 크렙스 용액을 넣고, [3H] 2-deoxyglucose

혹은 [14C] fructose가 포함된 포도당 혹은 과당용액과 시

험물질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5분간 정치 후, 차가운 PBS

로 3회 세척하고, CHAPS 용액으로 세포를 용해시켜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6500,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를 사용하여 동위원소를 측정하였다. 단위시간

당 세포의 포도당 및 과당 흡수능은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

였다.

실험동물 사육 및 당뇨유발

실험동물은 6주령 Wistar계 수컷 흰 쥐 (약 200 g)이며 오

리엔트사 (Daejeon, Korea) 로부터 공급받았다. 일주일간

물과 표준식이 (5L79 Purina rat chow, Charles River Lab.,

Wilmington, MA, USA)를 자유롭게 공급하며 사육실 환

경에 적응시켰다. 실험동물 사육실 환경온도는 22 ± 2°C,

상대습도는 55 ± 5%, 명암은 12시간 주기 (06:00~18:00)

로 자동 유지하였다. 적응기간 후 2주간 열량의 60% 고지

방 식이 (D12492 Rodent Diet with 60 kcal% fat; 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J, USA)를 공급하였으며,

실험동물의 당뇨유발을 위해 STZ을 0.1 M 시트르산 완충

용액 (pH 4.5)에 용해시켜서 30 mg/kg B.W.의 수준으로

복강 내에 1회 주사하였다. 당뇨유발은 STZ 투여 72시간

후 꼬리정맥에서 채혈하여 혈당측정기 (Accu-Chek, 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공복혈

당이 126 mg/dL 이상이면 당뇨가 유발된 것으로 간주하

여 난괴법으로 8마리씩 5군으로 분류하였다. 정상대조군

(CON), 당뇨대조군 (DB CON)에는 증류수를 투여하였고,

TW추출물군 (TW 200 mg/kg B.W., TW), RB추출물군

(RB 200 mg/kg B.W., RB), OXY군 (OXY 100 mg/kg

B.W., OXY)에는 각 시험물질을 28일간 경구투여를 실시

하였으며, 열량의 60% 고지방 식이 (D12492 Roden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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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60 kcal% fat)를 함께 공급하였다. 본 동물 실험 프로

토콜은 이화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수행하였다 (IACUC No. 20 14-058).

경구 당부하도 측정

실험동물을 12시간 이상 절식시킨 후 시험물질의 경구

투여를 시작한 첫날 (1일차)과 마지막 날 (28일차)에는 시험

물질 섭취 직후 2 g/kg B.W.의 수크로오스를 경구투여하

고, 0, 15, 30, 60, 90, 120분에 꼬리정맥을 채혈하여 혈당측

정기를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 시간대 별 혈

당량의 변화를 혈당반응곡선으로 나타내고, 공복혈당에

대한 시료섭취 후 혈당곡선하면적 (area under the curve,

AUC), 최고혈중농도 (C max) 및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 max)을 산출하여 비교 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package

version 9.3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평균 ± 표준오차 (SE)로 나타내었다. α-glucosidase

활성 억제능과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저해능은 시료를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구를 100%로 간주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효소의 활성 및 흡수를 50% 저해하는데 필요한 농도인

IC50 값의 계산은 4-parameter logistic curve를 이용하였으

며, SigmaPlot version 12.0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시험

군간 분석 항목별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수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정상 대조군과 당뇨 대조군 두 군간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수행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상지 및 상백피의 주요 성분 함량

TW와 RB에 대한 HPLC 크로마토그램은 Fig. 1과 같다.

TW의 mulberroside A는 12분대, OXY는 31분대, 그리고

Fig. 1. HPLC chromatograms of mulberry twigs (A) and root barks (B). Analytical conditions are described in the metho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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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의 OXY는 24.9분대에 mongolicin은 44.4분대, kuwanon

H은 48.7분대에 피크가 나타났으며 양호하게 분리되었다.

TW의 경우에는 OXY와 그 배당체인 mulberroside A가 각

각 3.89%, 5.50% 수준으로 유사한 함량을 나타냈으나,

RB의 경우에는 그 함량이 0.36%, 15.74%로 배당체의 함

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와 달리 RB의 성

분으로 mongolicin과 kuwanon H도 검출되었다. 

Alpha-glucosdiase 활성 억제능

Alpha-glucosidase는 α-amylase에 의해 분해된 이당류를

최종적으로 단당류로 전환시킨다. 뽕잎에 함유된 1-DNJ

는 대표적인 α-glucosidase 저해제로 알려져 있다.25 TW,

RB와 세 가지 주요 성분 (OXY, mongolicin 및 kuwanon

H)의 α-glucosidase 활성 억제 실험결과는 Fig. 2와 Fig. 3

과 같다. 말토오스를 기질로 하여 400 µg/mL의 농도에서

시료의 α-glucosidase 활성 억제능을 비교한 결과 OXY와

monglolicin가 유의적인 α-glucosidase 활성 억제능을 나타

냈으나, TW 및 RB와 유사한 억제능은 OXY에서만 관찰되

었다 (Fig 2). 기질을 말토오스와 수크로오스로 달리하고

25~400 µg/mL의 농도에서 시료의 α-glucosidase 활성 억

제능을 비교하였을 때, 세 가지 시험물질에서 모두 말토오

스 보다 수크로오스에 대해 강한 활성 억제능을 나타냈다.

세포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세포실험에 앞서 TW, RB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Caco-2 세포에서 MTT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TW (p

= 0.0005)와 RB (p < .0001) 모두 최고농도인 1,000 µg/mL

에서는 세포 생존률이 50% 이하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므로 모든 실험은 세포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인 500 µg/mL 이하에서 수행되었다 (Fig. 4).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억제능

TW 와 RB의 농도를 25, 50, 100, 200, 400 µg/mL로 증

가하며 Caco-2 세포의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억제능을 평가

한 결과, TW와 RB는 농도의존적으로 당류의 흡수를 억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포도당에 비해 과당에 대한

흡수 억제능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과당에 대한 IC50값은 TW 의 경우 89.74 µg/mL이었으며,

RB의 경우 81.02 µg/mL로 산출되었다. 포도당에 대한

Fig. 2. Inhibitory effects of mulberry twigs, root barks, and their

major components on α-glucosidase activity. Values are mean ±

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p < 0.05

level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Inhibitory effects of mulberry twigs, root barks, and oxyresveratrol on α-glucosidase activity with maltose (A) and sucrose (B) as

substrates. Values are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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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50값은 TW의 경우 832.55 µg/mL이었으며 RB의 경우

479.92 µg/mL 였다. Alpha-glucosidase 활성 억제를 나타

낸 OXY는 TW 와 유사한 수준으로 포도당 흡수 억제에 대

해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다 (데이터 제시하지 않음).

경구당부하 감소 효능

STZ으로 처리한 실험동물에 TW, RB와 OXY를 단회 투

여 또는 28일간 지속적으로 경구 투여한 다음, 수크로오스

부하 내성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Fig. 6에 제시하였다. STZ

처리군은 정상대조군에 비교하여 모든 시간대에서 혈당

수준이 높게 관찰되었다 (p < 0.05). 각 측정시간 중 30분

후 혈당은 TW 섭취군 222.93 ± 8.49 mg/dL, RB 섭취군

209.79 ± 14.73 mg/dL로 측정되어 당뇨대조군에 비해 추

출물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011). 최고혈

중농도 (C max)는 당뇨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TW와 RB

섭취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p = 0.0043, Fig.

6A).

한편 TW와 RB를 28일 간 경구투여 후 수크로오스 부하

내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 max)

이 당뇨대조군과 비교하여 TW와 RB, OXY 투여군 모두

Fig. 4. The effects of mulberry twigs (A) and root barks (B) on cell viability of Caco-2 cells. Cell were incubated with mulberry twigs or root

bark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ranging from 0 to 1,000 µg/mL for 1 hr. Data was normalized to that of the vehicle. Values are mean ±

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p < 0.05 level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Inhibitory effects of mulberry twigs and mulberry root barks on sugar uptake in Caco-2-cells: glucose (A) and fructose (B). Caco-

2 cells were grown on 24-well plates and incubated in 10 mM Kreb's buffer containing [3H]-2-deoxyglucose or [14C]-fructose for 5 min at

37oC. Inhibition of [3H]-2-deoxyglucose uptake or [14C]-fructose uptake was measured at the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mulberry

twigs (●), mulberry root barks (○), by quantitation of radioactivity using scintillation counter. Values represent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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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mulberry extracts on postprandial blood glucose responses (AUC levels, C max, T max) in streptozotocin-incduced Diabetic Wistar rats (A) Day 0 or (B) Day 28. The inset

graph is comparison of fasting blood glucose level between CON and DB CON. The animals received orally administered sucrose (2 g/kg B.W.) with mulberry twigs, root barks extract

and OXY after overnight fasting for 12 h. Blood glucose levels were determined from tail blood samples at 0, 15, 30, 60, 90, and 120 min. CON, normal control (n = 13); DB CON, Diabetes

control (n = 8); TW, Mulberry twigs extract 200 mg/kg B.W. (n = 7); RB, Mulberry root barks extract 200 mg/kg B.W. (n = 8); OXY, Oxyresveratrol 100mg/kg B.W. (n = 8); Values represent

mean ± 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p < 0.05 level using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post ho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s.

Asterisks in the inset graph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relative to control group (p < 0.05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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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p = 0.0088, Fig. 6B).

고 찰

상지, 상백피, 상엽은 뽕나무에서 기원한 약재로서 한의

학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26 이에 이들의 다

양한 생리활성성분과 기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특히 상엽의 기능성분인 1-DNJ 와 식후혈당 조절 기능

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 진행되어진 반면 상지 및 상백피의

식후혈당조절 기능과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지 및 상백피의 생리활성물

질을 분리 및 정제 하였으며, Caco-2 세포와 STZ으로 당뇨

를 유도한 실험동물에서 상지·상백피 추출물과 주요성분

의 식후혈당 조절 효과를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제2형 당뇨환자에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증가하고, 고혈

당이 지속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된다.2 당뇨를 조절하

는 주요 인자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인슐

린 분비를 통한 혈당 조절이며, 다른 하나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시키는 것이다.27,28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이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수준을 조절하

는 것이 당뇨의 조절에 중요한 인자이며, 특히 공복혈당

보다는 식후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의

미하기 때문이다.29 소장 상피세포 점막에 위치하는 α-

glucosidase는 흡수된 이당류나 다당류 와 결합하여 단당

류로 분해시킴으로써 당의 소화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촉

매 하여 포도당을 생성하는 효소이다. α-glucosidase 저해

제들은 과당류와 이당류의 소화를 특이적으로 저해하여

소장 전체에 걸쳐 소화가 지연되도록 하며, 음식물 섭취 후

단당류 흡수의 지연은 식후 혈당치의 증가를 상당히 낮춰

준다.30 따라서 제 2형 당뇨환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식

후 혈당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는 요법으로서 소장의 α-

glucosidase를 저해하는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

고되고 있다.27,31-33

본 연구에서는 상지 및 상백피 추출물과 이들의 주요성

분의 α-glucosidase 활성 억제 효과 측정 결과, 상지와 상

백피 추출물 모두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기질이 말토오스일 때 보다 수크로오스 일 때 강한 α-glu-

cosidase 저해활성을 보였다. 또한 주요성분 중 OXY 에서

상지 및 상백피와 유사한 억제능이 관찰되었다. Caco-2 세

포에서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측정 결과, 상지와 상백피 추

출물 모두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억제능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특히 과당에서 흡수 저해능이 강하게 나타났다.

Caco-2 세포를 이용한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측정 실험은

인체 장내 흡수 시스템을 비슷하게 구현하며, 오래 전부터

흡수 및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에 사용되어 왔다.34-40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시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STZ으로 고혈당을 유도한 모델동물을 사용하여 상

지 및 상백피의 식후혈당 조절기능을 확인해보았다. STZ

복강투여 후 모델동물의 공복혈당은 220.625 mg/dL인 것

으로 나타나 당뇨 유도 동물모델  (≥ 126 mg/dL)이 잘 만

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41 STZ당뇨 유도 동물모델에서 28

일간 상지 및 상백피 경구투여 후 경구당부하 검사 결과,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 max)이 당뇨대조군에 비해 상

지와 상백피, OXY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지 및 상백피 섭취가 α-glucosidase 활성을 억제하

여 최고혈중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구당부하 후, 꼬리정맥에서 혈당을 측정한

결과 상지와 상백피를 단회섭취한 고용량시험군의 30분

대 혈당에서 유의적인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최고혈

중농도 (C max)가 당뇨대조군에 비해 상지, 상백피 고용량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지만 단일물질

인 OXY 투여군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상지 및 상백피의 지표물질인 OXY은 단일성분

일 때보다 복합성분으로서 기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과

혈당강하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상지 및 상백피 추출물의 투여는 streptozo-

tocin 당뇨유발 동물모델에서 포도당과 과당 흡수를 저해

하며, α-glucosidase 활성을 억제하여 식후혈당을 조절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지 및 상백피 추

출물이 효과적인 식후혈당 조절을 통해 혈당강하를 목적

으로 한 기능성 소재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에는 상지 및 상백피 추출물이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췌장

및 간에서 인슐린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메커니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상지 및 상백피 추출물의 식후혈당조절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Caco-2세포와 Streptozotocin 당뇨유발 동물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Caco-2 세포를 이용하여 상지·상백

피 추출물의 포도당 및 과당 흡수 저해 능력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과당 흡수를 저해하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말토오스와 수크로오스를 이용한 α-glucosidase 분석을

통해 상지와 상백피 추출물 모두 수크로오스에 대한 α-

glucosidase의 강한 저해활성을 보였다. 시험동물 모델에

서는 당뇨 유도를 위해 앞서 2주간 고지방 식이를 급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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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streptozotocin 복강투여 후 공복혈당이 126 mg/

dL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당뇨 유도모델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상지 및 상백피 추추물을 단회투여 하여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 30분대에서 당뇨유도군과 비교했을 때

상지와 상백피 추출물 섭취군에서 모두 혈당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또한 28일간 경구투여하여 경구당부하를

측정하였을 때 최고혈중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

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상지 및 상백피 추

출물은 식후혈당 조절을 통해 항당뇨 효과를 갖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혈당강하를 목적으로 한 기능성 소재 개발

가능성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상지 및 상백피 추출물이

췌장 및 간에서 혈당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메커니즘 분석

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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