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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인슐린작용의부족에의한만성고 당증을특

징으로 하면서 여러 특징 인 사이상을수반하는 질환이

다. 당뇨병은크게제1형당뇨병과제2형당뇨병으로분류한

다. 제1형당뇨병은췌장β 세포의 괴성병변에의해인슐

린이 결핍되어 생기는 당뇨병이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하와인슐린 항성으로인해생긴다. 이외에도임신

에 처음 발생하거나 진단된 임신성 당뇨병이 있다
1). 

당뇨병의 고 당은 여러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 이나발, 피부, 팔, 다리등의

액순환을 떨어뜨리기도한다. 당뇨병의합병증 하나인당

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함

께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 하나인데, 다른 합병증과

산약의 항당뇨 특성 연구(2)

- NGF 유도 신경병증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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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cause of diabetic neuropathy, one of the most debilitating complications, is the chronic hyperglycemia, the 

increase sorbitol or the decrease of nerve growth factor(NGF). NGF, a protein, plays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eripheral nervous system. Systemic administration of NGF prevents manifestations of neuropathy in rodent 

models of diabetic neuropathy. In the previous investigation, we report the hypoglycemia effect of Dioscorea rhizoma 

extract(DRE) in diabetic mice. The present study shows protective effect of DRE on diabetic neuropathy by induction of 

NGF protein. We investigated the NGF level in salivary gland and sciatic nerve of normal mouse and the effect of DRE 

on sciatic nerve conductivity and thermal hyperalgesia test in Type 2 db/db mouse. DRE increased endogenous NGF level 

in salivary gland and sciatic nerve of mouse. And sensory nerve conductivity velocity(SNCV), motor nerve conductivity 

velocity(MNCV) and thermal hyperalgesia increased in DRE treatment mic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On the basis of 

our results, we conclude that DRE increase induction of endogenous NGF level and have protective effect on diabetic neuropathy 

by induction of NGF. Therefore, we propose that long-term use of DRE might help prevention of diabetes-associated complication; 

diabetic neu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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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고 당증이말 신경병의 요한발병원인이라

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모두에서 나타난다
2,3). 

신경병증은신경에 손상을 의미하는것으로뇌를제외한 모

든신경계에 향을미칠수있다. 당뇨와동반되어나타나는

말 신경장애는근육, 피부, 등에연결된신경의손상으

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임상 증상은 단히 다양하며 흔히

여러 가지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4).

신경성장인자(NGF)는신경세포의퇴화 사멸을억제함

으로써 뉴런의 감소를 방지하며, 추신경계에서 신경 세포

의손상을보호하는작용을하고, 성숙한신경원유지에 요

한역할을한다. 특히당뇨병성말 신경병증의병인은 NGF

의감소와 련성이매우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5). 즉, 당

뇨병성말 신경병증을유발한설치류동물모델에서 NGF의

투여는신경병증의진행을억제하여 NGF가당뇨병성말 신

경병증의 치료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당뇨합병증은고 당에의한것으로 당 리는합병증

의 방차원에서도매우 요하다. 그러나당뇨병환자는당

뇨합병증에 50% 유병율을나타내고 있다2). 따라서 당강

하효능뿐아니라당뇨병의합병증치료에 한연구들이매

우 요하나, 아직치료약물이나기술은개발되지못하 다. 

최근산약은체내면역기능에 향을미쳐 련질병을개

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면역질환의 감소6), 항염증 효

과7), 종양증식의억제8) 그리고골다공증의개선9) 효과가보

고되었다. 한, 사성 질환인 고 당
10)
과 비만

11)
을 억제하

는것으로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본 자는마과의덩굴성

다년생 식물인 산약(Dioscorea rhizoma)의 당부하 내당능 효

능, type2 당뇨병모델에서 당강하효능을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흰쥐에서의 NGF 함량 그리고 당뇨병성 신

경병증모델에서통증억제효능 신경 도도에미치는

향을 측정함으로써 당뇨병 합병증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효

능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Nerve Growth Factor ELISA Kit(DY 556)은 R&D system 

(Minneapolis, MN, USA)에서구입하 고, 기타시약들은 ACS 

시약을 사용하 다. 모든 동물실험 과정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실험동물 리규정(Principle of Laboratory 

Animal Care, NIH publication, #85-23, revised 1985)와경희

학교의실험동물 리와사용지침(Animal Care and Use Guide-

lines of Kyunghee University, Korea)의규정에따라수행하

다. 실험동물은 ICR 마우스, db/db 마우스웅성 7주령을 앙

실험동물(Seoul, Korea)에서구입하여사용했다. 모든동물들

은 22±2℃으로조 된온도에서 12시간간격으로조명을켠

환경에서 사육하 다. 동물들은 물과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

할 수 있게 하 다. 

2. 산약 추출물 제조 방법

산약(Dioscorea rhizoma, Dioscoreaceae)는 경동시장(Seoul, 

Korea)에서 구입하 고, 표품은 경희 학교 동서의학 학원

에 보 하 다. 

산약 500 g 에 50% 에탄올 5 ℓ를가하여상온에서 48시간

교반하여얻은추출액을 종이여과지로감압 여과한후 감압

농축하여 산약 50 g 에탄올 추출물을 얻었다(Yield : 10%). 

3. 동물모델에서 신경성장인자(NGF) 분비 진 검색법

정상마우스의좌골신경과침샘의신경성장인자는 ELISA 

Kit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12). 조군, 산약 추출물을 1, 3, 

10, 30, 100 300 ㎎/㎏ 용량으로웅성 ICR 마우스 7주령을

각각 3마리씩 하여 총 21마리의 mouse 좌우 좌골신경과 침

샘을샘 로하여 42개의샘 에서 NGF량을측정하 다. 산

약 추출물은 1회 경구투여하고 16시간 후, 좌골신경과 침샘

을 채취하여 NGF량을 측정하 다.

즉, 각채취한시료를 Table 1으로구성된 NGF lysis buffer

에잘섞은후 10,000 × g 로 4℃에서원심분리기로분리하여

분주한후 ELISA Kit를이용하여 NGF의양을측정하 다. 샘

의 NGF 양은계산된 standard curve를이용하여수치화하

다. 

4. Type 2 db/db Mouse에서 Thermal Hyperalgesia 측정

법

Type 2 db/db mouse를 조군, 산약추출물 10과 100 ㎎/㎏ 

용량을투여한그룹으로나 어각각 5마리씩총 15마리를사

용하 다. 30일동안산약추출물을 1일 1회구강투여한 후

58℃의 hot plate에 각각의 mouse를 올려놓고 투명한 아크릴

박스를 운후 mouse가최 jumping하는시간을측정한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NGF lysis buffer

Item Composition 300 ㎖

Tris/HCl 100 mM  4.73 g

BSA 2%  6.00 g

NaCl 1 M 17.53 g

EDTA2Na2H2O 4 mM  0.45 g

Triton X-100 2%  6.00 g

Sodium azide 0.10%  0.30 g

Phenylmethylsulfonylfluoride 17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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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ype 2 db/db Mouse에서신경 도도(Nerve Conductive 

Velocity) 측정법

Type 2 db/db mouse를 조군, 산약추출물 10과 100 ㎎/㎏ 

용량을투여한그룹으로나 어각각 5마리씩총 15마리를사

용하 다. 30일 동안산약추출물을 1일 1회구강 투여한후

hot plate 검사후신경 도도를평가하 다. 각각의 mouse를

경추탈골시켜치사시킨후신속하게마우스의 퇴부부 의

피부와근육을제거한후각각좌우의좌골신경을 20 ㎜ 이상

의 길이로 분리하여, 공기를 환류시키면서 생리식염수에 보

하 다. 분리된좌골신경을 15 ㎜ 둥근측정 에올리고

각각의 신경말단에센서와자극기 로 를연결한후 3～5 

V 자극과 5 msec duration 하에서디지털스토리지 오실로스

코 (Digital storage oscilloscope)를 사용하여 기 도도를

측정하여 신경 달 속도를 평가하 다. 

6.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Prism 4.0(GraphPad Software, Inc. USA ver. 4.0) 

로그램을사용하 고, 모든결과는 mean±standard error mean 

(SEM)으로나타냈고유의성검정은 One-way ANOVA로수행

하 으며, 사후검증은 Turkey test로 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만 통계학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과 고찰

1. 신경성장인자(NGF) 분비 진 효과

정상 mouse에산약 1, 3, 10, 30, 100 300 ㎎/㎏을투여한

후, mouse의좌골신경과침샘에서의 NGF 농도를측정함으로

써산약추출물이 NGF 분비에미치는 향을평가하고자하

다. 산약추출물을투여하지않은정상군(control) 그룹의좌

골신경에서의 NGF 농도가 14.5 pg/㎖이었다. 산약추출물 1, 

3, 10, 30, 100, 300 ㎎/㎏을투여한그룹의 NGF 농도는각

각 23.4, 35,5, 34.4, 77.3, 59.1 53.1 pg/㎖로산약투여용량

30 ㎎/㎏까지는 NGF 분비량도비례 으로증가하 으나, 그

이상의 용량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1). 

한, 산약추출물을투약하지않은정상그룹의침샘의 NGF 농

도가 361.5 pg/㎖이었다. 산약추출물 1, 3, 10, 30, 100 300 

㎎/㎏을투여한그룹의침샘내 NGF 농도는각각 382.5, 490.5, 

415.5, 457.5, 346.5 427.5 pg/㎖로산약투여용량 100 ㎎/㎏

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투약하지 않은 정상 그룹보다

NGF의농도가높았으나, 산약의투여용량과비례 계는나

타나지않았다(Fig. 2). 본실험을통하여산약추출물은당뇨

병 합병증으로 유발되는 말 신경병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NGF 분비를 진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조직 내 신경성장인자(NGF)와 같은 신경 양물질의

Fig. 1. NGF induction by DRE of different dosages in 

normal mouse sciatic nerve. 

Animals(ICR mouse, 7 weeks) were administered samples 

by po. Control(n=3): 0.1 ㎖ Vehicle po, DRE1(n=3): 1 ㎎/

㎏ DRE po, DRE3(n=3): 3 ㎎/㎏ DRE po, DRE 10(n=3): 

10 ㎎/㎏ DRE po, DRE 30(n=3): 30 ㎎/㎏ DRE po, DRE 

100(n=3): 100 ㎎/㎏ DRE po, DRE 300(n=3): 300 ㎎/㎏ DRE

po. Sciatic nerves were collected after 16 hours administration

of samples by po. NGF assay was performed by ELISA 

method in mouse sciatic nerve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EM of the each group. 

Fig. 2. NGF induction by DRE of different dosages in 

normal mouse salivary gland. 

Animals(ICR mouse, 7 weeks) were administered samples 

by po. Control(n=3): 0.1 ㎖ Vehicle po, DRE1(n=3): 1 ㎎/

㎏ DRE po, DRE3(n=3): 3 ㎎/㎏ DRE po, DRE 10(n=3): 

10 ㎎/㎏ DRE po, DRE 30(n=3): 30 ㎎/㎏ DRE po, DRE 

100(n=3): 100 ㎎/㎏ DRE po, DRE 300(n=3): 300 ㎎/㎏ DRE

po. Salivary glands were collected after 16 hours administration

of samples by po. NGF assay was performed by ELISA 

method in mouse salivary gland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EM of the each group. 

감소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 의 하나

로보고되고있다13～15). 신경 양물질은신경세포의생존, 형

태 발달 기능 분화에 요한물질이다. 그 에잘알

려진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tor, NGF)는 말 신경

특히 척수신경 과 교감신경 세포의 발생과 그 기능 유지

는 생존에 요한 인자로 알려졌다13,16,17). 당뇨병 유발 마

우스의좌골신경에서운동신경의 도속도의감소와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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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P나 CGRP와 같은 신경 달물질뿐만 아니라 신경

성장인자의 농도가 감소한다고 하 다
13,18～22). 본 실험 결과

로부터 산약은 NGF 분비를 진함으로써 당뇨병성 신경병

증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로 사료된다.

2. Thermal Hyperalgesia 개선 효과

Type 2 db/db mouse에산약추출물 10 ㎎/㎏과 100 ㎎/㎏을

투여한 후 thermal hyperalgesia의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

과, 산약을 투약하지 않은 control 그룹의 온도에 한 통감

각시간은 35 이고, 산약 10 ㎎/㎏을 투여한그룹의통감각

시간은 34 고산약 100 ㎎/㎏을투여한그룹의통감각시

간은 55 다. Type 2 db/db mouse에산약을투여한후온도

에 한통감각 개선효과를 평가한결과, 산약 10 ㎎/㎏ 투

여 그룹의 경우 통감각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산

약 100 ㎎/㎏ 투여그룹에서는온도에 한통감각개선효과

가 나타났다(Fig. 3). 본 실험 결과 산약의 투여는 당뇨병의

합병증 하나인통감각 과민성을개선시키는 것으로 단

된다.

당뇨병은장기간에 걸쳐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이 에서

도말 신경병증은통증자극에 한과민성으로나타난다
1

5～23). Thermal hyperalgesia 검사는통감각에 한역치를시간

으로평가한 것으로 시간이 짧을수록말 신경손상으로 통

감각에 한역치가낮아졌음을의미한다. 본실험에서산약

100 ㎎/㎏을투여한당뇨 mouse의경우, latency가길어져통

감각에 한역치가높아졌음을나타냈고, 이는산약투여로

증가한 NGF량이증가됨으로써말 신경손상을개선한결과

로 사료된다. 

Fig. 3. Effect of DRE on thermal hyperalgesia test in 

Type 2 db/db mice. 

Animals(Type 2 db/db mice, 7 weeks) were administered 

samples by po. Control(n=5): 0.1 ㎖ Vehicle po, DRE10 

(n=5): 10 ㎎/㎏ DRE po, DRE100(n=5): 100 ㎎/㎏ DRE po.

Vehicle and samples were treated once a day for 30 day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EM of the each group. 

3. Nerve Conductive Velocity 측정 결과

Type 2 db/db mouse에산약 10 ㎎/㎏과 100 ㎎/㎏을투여한

마우스의 좌골신경에서 운동신경 달속도와 감각신경 달

속도를평가한결과, 산약을투약하지않은 control 그룹의운

동신경 달속도와감각신경 달속도는각각 25 m/s와 26 m/s

고, 산약 10 ㎎/㎏을 투여한 그룹의 신경 달속도는 각각

30 m/s와 29 m/s 고, 산약 100 ㎎/㎏을투여한그룹의신경

달속도는 각각 38 m/s와 37 m/s 다. 운동신경 달속도에서

산약 100 ㎎/㎏을투여한그룹은 control 그룹보다유의한개

선효과를나타냈고(p<0.01), 감각신경 달속도에서산약 100 

㎎/㎏을투여한그룹은 control 그룹과산약 10 ㎎/㎏을투여

한 그룹보다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p<0.001, p<0.01). 

Type 2 db/db mouse에산약을투여한후운동신경 달속도와

감각신경 달속도의개선효과를평가한결과, 산약투여용

량과비례 으로신경 달속도가증가함을확인할수있었다

(Fig. 4). 본실험결과, 산약의투여는당뇨병으로인한말 신

경병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당뇨병성말 신경병증은신경의최소단 인뉴런의미

엘린이손상되어 기신호의 달속도가정상뉴런의 기신

호 달속도보다 늦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경섬유는

Fig. 4. Effect of DRE on sciatic nerve conduction velocity

in Type 2 db/db mice. 

Animals(Type 2 db/db mice, 7 weeks) were administered 

samples by po. Control(n=5): 0.1 ㎖ Vehicle po, DRE10 

(n=5): 10 ㎎/㎏ DRE po, DRE100(n=5): 100 ㎎/㎏ DRE po.

Vehicle and samples were treated once a day for 30 days. 

Sciatic nerves were isolated carefully more than 20 mm 

length and it was placed plate and connected with stimulator 

and sensor probe. The Digital storage oscilloscope recorded 

conductivity under the 3～5 V stimulation and 5 msec duration.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EM of each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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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축색과 미엘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으로 미엘린

은축색의겉을여러겹으로싸고있는인지질성분의막으로

미엘린 수 라고도 한다. 미엘린은 선의 라스틱 피복과

마찬가지로신경세포를둘러싸는백색지방질물질로뉴런을

통해 달되는 기신호가 출되거나흩어지지않게보호한

다. 미엘린은미엘린이없는랑비에결 (유수신경에있는마

디를형성하는부분)을사이에두고, 규칙 으로공백을두면

서축색을둘러싸고있다. 기신호가이공백을따라 달되

면서자극이빠르게신경을따라 달되고, 미엘린으로인해

기자극 달속도가빨라진다. 따라서당뇨병등으로인하

여신경병증에 의해 신경손상이 생겨미엘린이소실되면 축

색이기능을멈추게되고, 신경 달속도가느려지게된다. 따

라서당뇨병성말 신경병증을평가하기 해서는말 신경

의 신경 달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병리학 증상은통증이나무감각, 냉감, 림으

로 나타난다. 당뇨병성 말 신경병증은 운동신경과 감각신

경으로구분하며, 운동신경섬유가손상되는경우근육 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각신경섬유가 손상되는 경우는 감각의

손상이 일어날수 있다
26). 본 실험에서 산약투여 후 증가한

신경 달속도는 고 당으로 손상되는 말 신경의 미엘린에

보호작용이있음을나타낸다. 이는산약투여로 NGF 분비가

증가되어 remyelination됨으로써손상된말 신경을개선시키

는데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결론

본연구는정상동물모델에서산약의 NGF 분비 진효과

를 확인하고, 이후 당뇨병성 말 신경병증 동물모델에서 산

약의치료 효과를확인하고자 하 다. 정상 mouse에 산약 1, 

3, 10, 30, 100, 그리고 300 ㎎/㎏을투여한 mouse의좌골신경

과침샘에서 NGF 농도를측정한결과, control 그룹과비교했

을 때 좌골신경에서는 각각의 산약 농도별 그룹에서 162%, 

245%, 237%, 533%, 408% 그리고 366%로 NGF 분비가 높았

으며, 침샘에서는 각각 106%, 136%, 115%, 127%, 95% 그리

고 118%로 NGF 분비가 진되었다. Thermal hyperalgesia에

시간을평가한결과, control 그룹과비교했을때산약 10 ㎎/

㎏을투여한그룹과는차이가나지않았고, 산약 100 ㎎/㎏을

투여한 그룹은 157% 증가하여 당뇨병성 말 신경병증으로

인한통증완화에도효과가있었다. Type 2 db/db mouse에산

약 10 ㎎/㎏과 100 ㎎/㎏을투여한후, 마우스의좌골신경에

서 운동신경 달속도와 감각신경 달속도를 평가한 결과, 

control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운동신경 달속도는 각각 120%

와 152% 증가했고, 감각신경 달속도는 각각 112%와 142% 

증가하 다. 당뇨병성말 신경병증에있어서좌골신경의신

경 달속도가 산약의 농도와 좌골신경의 NGF 분비량과 비

례 으로개선되었다. 본연구결과산약은 NGF 분비를 진

시키고 당뇨병성 말 신경병증으로 인한 말 신경 손상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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