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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ated liposome from Discorea rhizoma extract (DRE) in streptozotocin (STZ)-induced, we
evaluated changes in body weight, fasting blood glucose, blood insulin and blood lipid concentrations in mice. M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DC), diabetic DRE at 10 ㎎/㎏ (DRE-1), diabetic DRE at 50 ㎎/㎏ (DRE-2), and diabetic DRE
at 250 ㎎/㎏ (DRE-3). Mice had free access to water and diet (10 weeks). The DC group showed higher blood cholesterol
than the DRE-1, DRE-2, DRE-3 groups. In glucose tolerance test, the DRE-1, DRE-2, and DRE-3 groups increased after
30 minutes in decremental glycemic response area under the curve.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in the DRE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through 4 weeks. Plasma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s were also
lower in the DRE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DRE-1, DRE-2 and DRE-3 groups showed higher HDL-cholesterol and
insulin levels than the DC group. Moreover, blood glucose and lipid levels significantly decreased in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mice treated with D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RE may reduce elevated blood glucose levels
and serum lipid concentrations in hypoglycemic and diabetic mice, suggesting its usefulness as a functional food.
Key words: Discorea rhizoma extract, coated liposome, diabetic mice, blood insulin, blood lipid, hypoglycemic

서 론

형시키며, 이러한 대사 이상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및 동
맥경화성 혈관 장애를 일으킨다(Ido 등 2005; Torres 등 2006).

식생활의 형태가 바뀌고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운동량은

이러한 증상 외에도 망막증, 신증, 신경장애, 감염증 등이 당

줄어들게 되어 당뇨병 환자의 발생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

뇨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

다. 통계청의 2010년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어 세포 매개성 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자살, 당뇨병의 순으로 당뇨병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Korea

있다(Zhao 등 200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당뇨병의 발생빈도는

적 환경 요인인 비만, 식생활,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 등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당뇨병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예방과 치료에 관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

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o YC 2003).

나, 결핍되어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열량원의 대사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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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Han 2005), 약물요법은 약물 복용 부작용으로 당뇨병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Phosphatidylcholine(Sigma Co, USA)

환자들의 내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천연식품을 이용

과 Cholesterol(Sigma Co, USA)을 7:3의 비율로 넣고, 여기에

한 당뇨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Chloroforme(Sigma Co, USA)과 Methanol(Sigma Co, USA) 1:1

산약(Discorea rhizoma)은 마과(Dioscoreacea)의 덩굴성 다

비율로 총 40 ㎖를 첨가한 다음, 환류냉각장치를 이용하여 1

년생 식물로 알칼리성 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방에

시간 동안 35℃에서 교반시킨 후 water bath 40℃에서 rotary

서는 뿌리줄기의 주피를 벗겨 그대로 쪄서 말린 것을 산약이

evaporator(BUCHI)를 이용하여 유기용매를 휘발하였다. 이 과

라 하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Jang 등 1999).

정에서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liposome layer가 생성되면 이곳

산약의 구성성분은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 dioscorin,

에 산약 추출물을 증류수와 1:1 비율로 녹인 다음 10 ㎖를 취

polyphenol성 화합물 등을 함유하며, 항산화성이 뛰어나다

하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어 주었다. 이것을 sonicator을

(Chung 등 2008). 산약의 성분으로는 3,4-dihydroxyphenethylamine,

이용하여 5분 동안 sonication하고, 60℃에서 water sonicator를 1

saponin, mucin, allantoin, 전분, 점액질, 아르기닌, 콜린 등과

시간 동안 실시한 후 advantec syringe filter 0.80 ㎛ (Hydrophlic)

디아스타제를 함유하고 있으며(Yang 등 2008), 특히 산약은

을 이용하여 filtering 시킨 후 deep freezer(Nuaire, USA)에 넣

대사성 질환인 고혈당과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1시간 후 급속 냉동시켜 리포좀 막을 제조하였다.

고 있다(Kang 등 2008). 마과의 산약은 점질 다당류를 함유하

산약 리포좀의 첨가물(각각 10 ㎎/㎏, 50 ㎎/㎏, 250 ㎎/㎏)

며, 구성분은 주로 만난으로 이루어진 식이섬유가 대부분을

에 HPMC(Hypromethylcellulose)(Sigma Co, USA)를 넣어 3%

차지하며, 만난의 대부분은 수용성인 아세틸화된 아세틸 만

가 되도록 하여 겔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 산약 추출물 리포좀

난이다(Chung HY 1995; Kwak YK 1998).

식이를 제조하여 1일 1회 경구 투여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산약은 중요한 기능성인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과 중금속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험동물 및 당뇨 유발

(Ha 등 1998), 산약의 주요 약리작용은 혈당 강하 효과 외에도

3.
본 실험에서 사용된 동물은 ICR계 5주령 수컷 마우스로, 두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면역 조절 효과, 항종양 효과 및 세포독

열 바이오텍(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동물실의 환경

성 저해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등 2004).

은 온도 23±3℃, 습도 50±20%, 명암 주기는 12시간으로 유지하

최근에는 천연물 화학의 연구로 산약의 주성분과 항 당뇨

였다. 사료는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2주일간 실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ang 등 2008).

험실 환경에 적응을 위하여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리포좀은 hydrophilic과 liphophilic을 가지고 있으며, 생체막과

Streptozotocin: STZ(Sigma, St. Louis, Mo, USA)을 0.1M citrate

생체 안에서 지질 대사를 따라 세포독성이 적고 생체 적합성

완충용액(pH 4.5)에 녹여 STZ 50 ㎎/㎏을 복강 주사하여 당뇨

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 전달에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병을 유도하였다(Kim 등 2006). 당뇨 유발 확인은 STZ 투여

가지고 있다(Sung 1993; Junzo 등 2004).

48시간 후, 12시간 절식시키고 꼬리정맥에서 50 ㎕를 채혈하

본 연구에서는 phospahatidylcholine을 사용하여 천연적인

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4일 간격으로 2주일간 공복 혈당 수준

지질 구조를 가진 다중막 구조인 리포좀은 안정성을 향상시

이 350 ㎎/㎗ 이상일 때 당뇨가 유발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험

킬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Needham & Dewhirst 2001), 산약

에 이용하였고, 당뇨 유발 2주 후에 당뇨 마우스 6마리씩 4그

추출물을 이용한 리포좀 처리의 장점을 활용하여 항당뇨 효

룹으로 나누어 24마리를 10주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

과를 확인하고,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물은 대조군, 산약 추출물을 리포좀 처리한 실험군은 DRE-1(10

재료 및 방법

㎎/㎏), DRE-2(50 ㎎/㎏), DRE-3(250 ㎎/㎏)로 분류하였다. 실

산약 추출물 제조

1.
산약(Dioscorea rhizoma, Discoreacease)은 경동시장에서 구
입한 것을 동아제약으로부터 제공 받아 산약 100 g에 50% 에탄올

험군의 체중은 실험시작 전과 종료일에 측정하였으며, 실험
동물(Approved number; CBU2012-009) 과정은 전북대학교 IACUC
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혈액 및 장기 적출

1ℓ를 넣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Corning PC-420) 추출물

4.
실험 종료 후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실험동물을 에테르로

을 얻어 추출물을 감압 여과(Rotary evaporator 동서과학, Advantec

마취시킨 후 경추탈골법으로 마우스를 희생시킨 뒤, 마취 상

No 2 Japan)하였다. 이것을 감압 농축하여 시료로 하였다.

태에서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혈액을

2.

산약 리포좀 막의 제조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 15분
동안 회전시켜 상층부인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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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에서 냉동보관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채혈 직후 즉
시 개복하여 간장, 신장, 췌장, 비장을 적출하여 0.9% 생리식
염수로 혈액을 세척하고, 여과지(Whatman No. 2)로 물기를
제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혈장 포도당 인슐린 측정

5.
,
혈당은 일주일 간격으로 10주간에 걸쳐 혈당을 측정하였
다. 혈당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꼬리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
여 공복 시 혈당을 혈당 측정기(Accu-Chek active, Germany)로
측정하였다. 혈중 인슐린 농도는 실험종료일에 분리한 혈장에
서 ELISA kit(Linco, USA)를 사용하였고, 분석장비(Molecular
device, USA)를 이용하여 녹십자에서 분석하였다.

혈장 중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측정

콜레스테롤

6.
Triglyceride,
, LDL,
HDL혈장 중 triglyceride,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측정은 Enzymatic Colorimetric Assay(Tan 등 2000)
에 의해 Kit(Roche,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녹십자에 분석
을 의뢰하였다.

통계처리

7.
본 실험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
내었고, 각 평균치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9.2)을 이용하여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군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을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약 추출물 리포좀

1.
제조한 리포좀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Fig. 1.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5400, Japan) image for Dioscorea rhizoma coated liposome.

JSM-5900, Japan)을 이용하여 1,000배율, 2,000배율 및 5,000
배율로 관찰한 결과, 구형의 리포좀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Z로 유발된 마우스의 체중 변화는 Table 1에서 DC군은
실험기간 동안 2.08±1.28 g 증가하였으며, DRE-1, DRE-2, DRE-3

(Fig. 1).

군의 산약을 섭취한 군에서는 실험기간 동안 8.21±1.87 g, 8.07±

로 유발된 마우스의 체중 변화

1.56 g 및 7.08±1.90 g의 체중이 증가하였다(p<0.05).

2. STZ

Table 1. Effects of DRE (Dioscorea rhizoma extract) on body weight in STZ-induced diabetic mice receiving for 10 weeks
DC

DRE-1
1)3)a

Initial body weight (g)

30.67±0.52

a

Final body weight (g)
Weight gain (g)
2)

DRE-2
a

31.80±1.92

b

DRE-3
a

32.08±1.39a

b

30.00±1.35

32.75±4.50

40.01±2.30

38.08±2.68

39.75±2.22b

2.08±1.28a

8.21±1.87b

8.07±1.56b

7.08±1.90b

1)

Values are mean±SE, n=6.

3)

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DC; diabetic control, DRE-1; 10 ㎎/㎏ DRE po, DRE-2; 50 ㎎/㎏ DRE po, DRE-3, 250 ㎎/㎏ DRE po.

산약의 혈당 강하 효과, 산약이 당뇨 마우스의 혈장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

Vol. 26, No. 2(2013)

313

STZ에 의해서 유도된 당뇨동물은 췌장 내의 베타세포 파
괴 때문에 인슐린 생성이 부족하여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여
체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ark 등 2011).

로 유발된 마우스의 장기 무게 변화

3. STZ
실험동물의 간장, 신장, 췌장, 비장의 무게는 Table 2와 같다.
산약 추출물 리포좀 섭취량에 따른 STZ로 유발된 마우스 장기
의 간장 무게는 DC군이 2.164±0.210 g, DRE-1, DRE-2, DRE-3
군에서 각각 2.001±0.140 g, 2.236±0.314 g, 2.003±0.226 g으로
DC군에 비해 DRE-2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
Fig. 2. Effect of DRE on fasting blood glucose (㎎/㎗)
in STZ-induced diabetic mice for 10 weeks.
1)
Values are mean±SE, n=6.
2)
DC; diabetic control, DRE-1; 10 ㎎/㎏ DRE po, DRE-2;
50 ㎎/㎏ DRE po, DRE-3; 250 ㎎/㎏ DRE po.
3)
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이를 볼 수 없었다. 신장 무게는 DC군에서 0.844±0.173 g, DRE-1,
DRE-2, DRE-3군은 0.860±0.317 g, 0.917±0.096 g, 0.861±0.077
g으로 DRE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췌장 무게는 DC군이 2.164±0.210 g, DRE-1
군에서 0.213±0.028 g으로 낮은 값을 보였고, DRE-3군에서
0.320±0.126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DRE 투여량이 높은 그룹에서 췌장의
무게가 높은 것을 보아 DRE 투여로 인하여 췌장의 손상이 회

쥐에서는 점차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혈

복이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장의 무게는 DRE-3군에서 0.092±

액내의 당이 각 조직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고, 간에서 당

0.004 g으로 가장 낮은 값이었고, DRE-1, DRE-2, DRE-3군에

신생 작용에 의해 혈액내로 배출되는 당이 증가하여 고혈당

서 0.180±0.117 g, 0.126±0.051 g, 0.092±0.004 g으로 나타났으

증상을 초래한다(Tomomatsu 1994; Ahmed 등 2004). Type 1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당뇨병증 유발 SD rat에 산약 추출물 10 ㎎/㎗와 100 ㎎/㎗를
투여한 흰쥐와 산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 혈당 검사에서

로 유발된 마우스의 혈당 강하 효과와 혈장 인슐

산약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은 혈당이 서서히 증가하여(Kang

4. STZ

린 함량

등 2008) 본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산약

당뇨 유발 마우스에 산약 추출물 리포좀 처리의 혈당 강하

을 투여한 그룹에서 혈당 저하가 1주일 후부터 혈당이 유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실험기간동안 1, 2, 4, 6, 8, 10주째에 혈

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본 실험에서는 4주

당을 측정하였다. Fig. 2에서 나타났듯이 DC군의 공복 혈당

후부터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산약 추출물이 혈당 저하에 효

과 비교해 DRE-1, DRE-2, DRE-3군에서는 실험 4주 이후부터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혈당의 감소를 보였으며, DC군 501±17 ㎎/㎗, DRE-1, DRE-2,

혈장 인슐린 함량은 DC군 2.07±0.01 ng/㎗, DRE-1, DRE-2,

DRE-3군에서는 311±18 ㎎/㎗, 353±20 ㎎/㎗, 252±1.8 ㎎/㎗로

DRE-3군에서 2.25±0.07 ng/㎗, 2.40±0.01 ng/㎗, 2.35±0.03 ng/

DC군과 비교해 DRE 섭취군에서 혈당이 유의적으로 저하하

㎗로 DC군에 비해 DRE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

였다(p<0.05). 본 실험에서 나타난 혈당 강하 효과는 DRE 급

이는 없었다(Fig. 3). 마 추출물을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수컷

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우스에게 주었을 때 혈장 인슐린의 농도는 DC군에 비해

STZ을 투여하여 췌장의 β-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킨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Yoo 등 2012), 본 실험에서는 유의

Table 2. Effects of DRE on organ weights of STZ-induced diabetic mice receiving for 10 weeks
Organ

DC

DRE-1
a

DRE-2
a

DRE-3
a

Liver (g)

2.164±0.210

2.001±0.140

2.236±0.314

2.003±0.226a

Kidney (g)

0.844±0.173a

0.860±0.317a

0.917±0.096a

0.861±0.077a

a

a

a

Pancreas (g)

0.222±0.056

0.213±0.028

0.226±0.007

0.320±0.126b

Spleen (g)

0.111±0.045a

0.180±0.117a

0.126±0.015a

0.092±0.004a

1)

Values are mean±SE, n=6.

3)

2)

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DC; diabetic control, DRE-1; 10 ㎎/㎏ DRE po, DRE-2; 50 ㎎/㎏ DRE po, DRE-3, 250 ㎎/㎏ DRE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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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SH 2005).
DRE 섭취량에 따른 마우스의 혈액 내에 총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DC군에서 168.33±8.15 ㎎/㎗이었으나,
산약을 섭취한 DRE-1, DRE-2, DRE-3군에서 마우스의 혈액
내에 총 콜레스테롤이 각각 140.00±4.24 ㎎/㎗, 129.50±19.09
㎎/㎗, 135.75±16.52 ㎎/㎗로 나타나 DRE을 섭취한 식이 군에
서 낮은 값을 보였으며, DC군과 비교하여 DRE-2군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Fig. 3. Effects of DRE on blood insulin levels in STZinduced mice for 10 weeks.
1)
Values are mean±SE, n=6.
2)
DC; diabetic control, DRE-1; 10 ㎎/㎏ DRE po, DRE-2;
50 ㎎/㎏ DRE po, DRE-3; 250 ㎎/㎏ DRE po.
3)
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no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당뇨 흰쥐의 연구에서도 혈장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지
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당뇨가 유발된 흰쥐의 대사에 탄수
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유리지방산이 에너지
로 이용되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
였다(Lee 등 1994; Lim 등 2001). 또한 마우스의 혈장 중에
triglyceride 함량은 DC군에서 265.67±138.82 ㎎/㎗로 가장 높
은 값을 보였고, DRE-1, DRE-2, DRE-3 섭취군에서는 마우스
의 혈액 내에 triglyceride 함량이 251.00±107.48 ㎎/㎗, 243.50±

적이지는 않았지만 DRE가 혈장 인슐린을 높이는 효과가 나

164.07 ㎎/㎗, 225.50±178.89 ㎎/㎗로 DC군에 비해 낮은 값으

타나, 이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산약 추출

로 나타났으며, DRE-2군과 DRE-3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물 리포좀 처리의 투여로 인슐린 분비량에 영향을 주게 되었

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당뇨 유발에 의해 당대사의 이

음을 알 수 있었다. 야콘을 식이로 준 실험에서도 야콘 추출

상이 지질대사에 영향을 나타내었으나(Latha 등 2004; Yoon

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인슐린 분비량이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DC군에 비해 산약 추출물 리포좀을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Oh 등 1992).

처리하여 투여한 DRE-1, DRE-2, DRE-3군은 triglyceride 함량
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산약 추출물 리포좀 처리의 효과가

혈장 중 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

5.
당뇨병와 같은 대사성 질환 경우,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riglyceride 함량이 증가하여 고지혈증

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근육세포로 포도당 유입이 감

혈증이 관련되며, 이러한 경우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진다는

소한다. 간세포에서 포도당의 과도한 생산으로 혈당이 상승

것도 알려져 있다(Nikkila 등 1973).

이 나타나며, 당뇨병의 주된 합병증으로 죽상경화증과 고지

하고, 지질 분해 억제 효과의 감소로 유리지방산이 과도하게 혈

혈액 내에 LDL-cholesterol 함량은 DC군에서 16.00±2.65 ㎎

액 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결과로 혈중 콜레스테롤, triglyceride,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DRE-1, DRE-2, DRE-3군에서

LDL-cholesterol이 증가하고, HDL-cholesterol 혈중 농도도 증

11.00±2.82 ㎎/㎗, 11.00±4.24 ㎎/㎗, 13.75±5.97 ㎎/㎗로 DC군

가하게 된다(Tomkin 등 2010).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산약 추출물 리포좀을 처리하여 투여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당뇨 유발 쥐가

한 DRE-1, DRE-2군에서는 DC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당 대사에 지장을 받아

를 보였다(p<0.05). 선행 연구(Yoon 등 2009)에서도 비 당뇨

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

군에 비해 LDL-cholesterol 함량은 당뇨군에서 증가하였지만, 본

Table 3. Effects of DRE on blood lipid levels in STZ-induced mice for 10 weeks
Group

DC

DRE-1
a

DRE-2

DRE-3

168.33±8.15

140.00±4.2

129.50±19.09

135.75±16.52b

265.67±138.82a

251.00±107.48a

225.50±178.89b

243.50±164.07b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16.00±2.65a

11.00±2.82a

11.00±4.24b

13.75±5.97a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a

Total cholesterol (㎎/㎗)
Triglyceride (㎎/㎗)

2)

96.33±9.60

b

b

130.50±3.54

b

b

112.50±20.63

125.50±20.63b

1)

Values are mean±SE, n=6.

3)

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DC; diabetic control, DRE-1; 10 ㎎/㎏ DRE po, DRE-2; 50 ㎎/㎏ DRE po, DRE-3; 250 ㎎/㎏ DRE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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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었으나, 실험 4주째부터 혈당이 저하되어 산약 추
연구를 통하여 산약 추출물 리포좀을 처리하여 투여한 DRE-1,

출물 리포좀화가 혈당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RE-2, DRE-3군은 혈액 내에 LDL-cholesterol 함량이 감소하

혈당 저하의 수준은 실험 4주째부터 혈당이 감소하기 시작해

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뇨에서 나타나는 고지단백혈증, 고콜

서 DRE-1, DRE-2, DRE-3군에서는 DC군과 비교해 유의적으

레스테롤혈증은 LDL-cholesterol 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로 감소하였다. DC군과 비교하여 DRE군에서 혈당 감소 효

고 하였다(Steinberg 등 1989).

과가 있었다. 혈장 인슐린 함량은 DC군 2.07±0.01 ng/㎗, DRE-1,

혈장 중 HDL-cholesterol은 Table 3에 나타났듯이 DC군에서

DRE-2, DRE-3군에서 2.25±0.07 ng/㎗, 2.40±0.01 ng/㎗, 2.35±0.03

96.33±9.60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DRE-1, DRE-2,

ng/㎗로 DC군에 비해 DRE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DRE-3군에서 각각 130.50±3.54 ㎎/㎗, 112.50±20.63 ㎎/㎗,

차이는 없었다. 혈액 내에 총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DRE-1,

125.50±20.63 ㎎/㎗로 DRE를 섭취한 모든 군에서 DC군에 비

DRE-2, DRE-3군보다 DC군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Triglyceride

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함량은 DC군에서 265.67±138.82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

이상의 결과, DC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고, DRE-1, DRE-2, DRE-3 섭취군에서는 마우스의 혈액 내에

cholesterol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DRE 섭취군에서는

triglyceride 함량이 251.00±107.48 ㎎/㎗, 243.50±164.07 ㎎/㎗,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cholesterol은 감소하는 것을

225.50±178.89 ㎎/㎗로 DC군에 비해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알 수 있었으며, HDL-cholesterol은 증가하였다. 심혈관 질환

DRE-2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LDL-cholesterol의

은 총 콜레스테롤 함량과 HDL-cholesterol이 영향을 미치는

함량은 DC군에서 16.00±2.65 ㎎/㎗로 가장 높은값을 보였고,

것으로 나타났으며, DRE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

DRE-1, DRE-2, DRE-3군에서 각각 11.00±2.82 ㎎/㎗, 11.00±4.24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5±5.97 ㎎/㎗로 DC군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HDL-

혈액 중 HDL-cholesterol 감소는 당뇨에서 나타나는 지질대

cholesterol의 함량은 DC군에서 96.33±9.60 ㎎/㎗로 가장 낮은

사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Fronzo 등 1992;

값을 보였고, DRE-1, DRE-2, DRE-3군에서 각각 130.50±3.54

Yang 등 2004).

㎎/㎗, 112.50±20.63 ㎎/㎗, 125.50±20.63 ㎎/㎗로 산약을 섭취

요약 및 결론
본 시험에서는 2주일 간 동물실에서 적응된 동물을 streptozotocin
(STZ) 복강 투여하여 당뇨를 유도하였고, 24시간 후, 4일 간
격으로 2주일 간 꼬리정맥으로부터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의
350 ㎎/㎗ 이상을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당뇨 유발 2주 후에 당
뇨 마우스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Phosphatidylcholine과 cholesterol
을 이용하여 리포좀을 제조하였고, 산약 리포좀 10 ㎎/㎏, 50

한 모든 군에서 DC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로 산약 추출물 리포좀 처
리가 혈당 저하에 영향을 가져오고, 혈청 인슐린 함량, 혈장
지질의 함량에 있어서도 산약 추출물 리포좀 처리를 투여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효과가 있음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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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을 3% HPMC (hypromethylcellulose)을 현탁시
키기 위하여 겔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 산약 추출물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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