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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Ecklonia cava on blood glucose, lipid metabolism,

and renal oxidative stress in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a

normal rat group fed on a control diet and diabetic rats fed on a control diet or supplemented with powder (15% w/w) or

water extract of Ecklonia cava (2.5% w/w). Diabetes was induced by a single injection of STZ (60 mg/kg, ip) in citrate buffer.

The animals were fed ad libitum with the experimental diet and water for 5 weeks. Dietary supplementation of Ecklonia cava

powder and water extract was shown to reduce blood glucose levels in the diabetic rats, and the water extract was more

effective than the powder.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Ecklonia cava also reduced LDL cholesterol and increased HDL-

cholesterol levels in the diabetic rats. Renal glutathione S-transferase activity was increased in the diabetic rats as compared

to the normal rats, but reverted to near control values as the result of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Ecklonia cava. These

results show that Eklonia cava exerts an anti-diabetic effect by improving blood glucose concentrations, LDL/HDL-

cholesterol ratios,and antioxidative effects on the kidney in diabet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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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대적

으로 결핍되어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모든 열량원의 대사를 변형시키며, 이러한 대사

이상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및 동맥경화성 혈관장애와

신경장애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Ido 등 2005; Torre

등 2006; Wei Huang 등 2006). 특히 미세혈관 장애로 인

한 신장질환의 유발 율이 높아서 당뇨 환자의 약 40~50%

가 당뇨신부전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eorge

등 2003).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

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4.3

명으로 낮았으나, 2001년에는 23.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

였으며(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2), 2001년도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 당뇨병 유병 율은 인구 1000명 당

25명,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인구 1,000명 당 99명으로

조사되었고, 2030년에는 전체 당뇨병 인구가 722만 명 정

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천연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육상 식물을 대

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이 그 한계치에 이르고 있고(Jung &

Lee 2007) 새로운 자원개발을 위해 해양식물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뇨병의 병태 생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성분과 관련하여 해조류의 섭취가 당

뇨병의 혈당조절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대두되고 있다

(Chandalia 등 2000). 해조류는 옛날부터 아시아에서 주로

소비되어왔으며, 특히 섬유소,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알긴산(alginic acid), 퓨칸(fucan), 라미나

란(laminaran)등 수용성 다당류가 풍부하다(Nishino 등

1991). 이들 수용성 다당류는 많이 섭취하여도 독성이 없으

며 퓨칸과 알긴산 유도체들은 항당뇨, 항응고, 항염증, 항

바이러스, 항종양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Hsueh

& Anderson 199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자생하고 있는 감태분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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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를 알아보고자 당뇨 쥐의 혈당,

지질대사 및 신장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감태 물 추출물 제조

180 mL의 감태 가루를 메스실린더로 재어 2.1L의 증류

수에 녹인 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Dry oven 60oC에서

24시간동안 방치 하였다. 24시간 후 3,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 분리 하여 상층 액을 분리, 이 분리 액을 감압여과

하여 농축 하였다. 이때 항온수조의 온도는 70~80oC에서

하며, 농축 병의 회전 속도는 6~7로 하여 원래용량의 50%

로 농축하였다. 농축한 용액을 동결건조용 병에 넣어 -71oC

냉동고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동결건조 시켜 동결건조

가 끝난 추출물은 분말로 만들어 냉동보관하며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및 식이

생후 3주령의 Sprague-Dawley종 숫쥐 40마리를 고형

사료를 먹이면서 사육환경에 적응 시킨 후, 250 g 정도 되

었을 때 4개의 실험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

험 식이는 모든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 실험 식이를 대조식

이, 감태 분말가루를 해조류의 항당뇨 효과를 연구한 다른

연구 등(Jang 등 2002; Park 등 2007)을 참고하여 15%

(w/w) 수준으로 대조식이에 첨가한 식이를 감태 분말식이

로 사용하였다. 또한, 감태 분말로부터 물 추출물의 수율을

계산 한 후 분말 15%에 해당하는 물 추출물 냉동건조 분말

을 첨가한 감태 물 추출물 식이(2.5% w/w)로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당뇨를 유도하지 않고 대조 식이를 섭취시킨 정상

대조식이군(Normal, control diet: NC), 당뇨를 유도한 후

각각 대조식이를 먹인 당뇨 대조식이군(Diabetic, control

diet: DC), 15% 감태 분말식이를 먹인 당뇨감태 분말 식이

군(Diabetic, Ecklonia cava powder: DP), 2.5% 물 추출

물 식이를 먹인 당뇨 물 추출물 식이군(Diabetic Ecklonia

cava water extract: DW)으로 하였다. 식이와 물은 자유

롭게 먹이고 매일 신선한 것으로 공급하였다. 동물 사육 실

은 온도, 습도, 채광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당뇨 유도 후 5

주간 사육하였다.

3. 당뇨유도

각각의 실험 식이를 주간 급여한 후 실험동물을 16시간

절식시키고 당뇨군은 streptozotocin(STZ) (60 mg/kg

B.W.)을 0.01 M citric acid buffer(pH 4.5)에 용해하여

1회 복강 주사하여 당뇨를 유도하였고 정상군은 동량의

citric acid buffer 용액을 주사하였다. 당뇨유발 여부의 확

인은 꼬리 정맥에서 채혈하여 혈당계로 혈당을 측정하여 공

복 혈당(fasting blood sugar)이 250 mg/dL 이상인 동물

을 당뇨 군으로 판정하고 당뇨군의 분리는 각 군의 평균 혈

당이 비슷하도록 하였다.

4. 체중, 식이 섭취량 및 수분 섭취량

매주 체중을 측정하고 매일 식이 섭취량과 수분 섭취량을

급여량과 잔여 량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5. 시료 수집 및 전 처리

당뇨 유도 5주 후 실험동물을 8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단

두하여 희생시키고 경동맥에서 혈액을 모아 3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은 분

석 전까지 -71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간과 신장조직을

ice cold homonizing media(154 mM KCl, 50 mM Tris-

HCl, 1 mM EDTA buffer, pH 7.4)에 넣고 4oC에서 glass

teflon homogenizer로 균질화 한 다음 4oC, 12,000×g에

서 20분간 고속원심분리기로 원심분리 하였다. 이 중 상층

액을 취해 다시 4oC, 105,000×g에서 초고속 원심분리기로

60분간 다시 원심분리한 후 cytosol 분획과 microsome 분

획으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6. 시료분석

1) 혈당

실험 시작 일주 후부터 꼬리 정맥에서 채혈한 후 혈당은

혈당계(Medisense Optium)로 매주 측정하였다.

2) 혈청, 간, 변의 지질분석

혈청 총 지질농도, 혈청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은 효소 법에 의한 kit(아산제약)로, 중성지방은 Bucolo 방

법에 준한 효소 kit(아산제약)로 각각 측정하고, 이들 측정

치로부터 H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 ratio

(HTR)과 Atherogenic index(AI: Total H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을 구하였다. 또한 간과 변의 층지질, 중

성지질,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3) 신장의 cytosol분획 분석

Habig등의 방법(1974)으로 glutathione S-transferase

(GST)의 활성측정, Tappel의 방법(1978)으로 Total

glutathione peroxidase(GPx)활성도 측정하고 glutathione

reductase(GR)활성도는 Carlberg과 Mannervick의 방법

(1985)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4) 단백질 함량 측정

Lowry등의 방법(1951)으로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통계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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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와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각 실험군간 즉, 대조군, 대

조당뇨군, 감태대조군 및 감태 당뇨군 간의 유의성은 one-

way ANOVA 처리 후 사후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1. 식이 섭취량 및 수분 섭취량, 체중

전 실험기간동안 당뇨 쥐와 정상 쥐의 식이섭취량은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Figure 2>. 물의 섭취는 정상 쥐에 비

해 당뇨 쥐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감태 물 추출

물의 섭취는 당뇨유도 3주에서 4주까지 물의 섭취량을 감소

시켰다<Figure 3>. 정상 쥐의 체중은 실험기간동안 꾸준히

증가한 반면 당뇨 쥐의 체중은 감태 추출물을 처리한 군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지 않았다<Figure 4>. 이는 Streptozotocin

(STZ)으로 유도한 당뇨 쥐는 당질과 지질대사가 원활히 되

지 않고 단백질의 이화작용이 증가되어 체중이 감소하기 때

문이며(Cameron-Smith 등 1994), 체중감소는 STZ에 의

해 유도된 당뇨 쥐의 당뇨유도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2. 감태의 혈당상승 억제 효과

감태 첨가식이는 형태에 관계없이 당뇨 쥐의 혈당을 저하

시켰다<Figure 5>. Streptozotocin은 선택적으로 췌장의

β-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고혈당을

유발시키며 고혈당은 지질과산화반응을 유도하여 동맥경화

증을 유도하고 혈당의 조절상태가 불량 할수록 고지혈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dvedeva 등 2002). 뿐

만 아니라 고혈당에 노출되었을 때 신장의 기저막이 비후되

어 사구체 여과가 감소하는 등 고혈당이 당뇨성 신질환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Kasavubu등, 2001) 따라서 혈당의 조절

은 혈관계통의 질환과 신장질환을 비롯한 당뇨 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혈당강

하효과는 감태의 섭취로 인해 β-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이 개

선되었거나 말초조직의 포도당 대사가 개선된 때문으로 생

각할 수 있다.

<Figure 1> Effects of Ecklonia cava on the food intake in diabetic

rats.

<Figure 2>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water intake in diabetic

rat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Figure 3>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body weight in diabetic

rat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Figure 4>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fasting blood glucose in

diabetic rat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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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대사 개선효과

감태의 섭취는 당뇨 쥐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

질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

적으로 감소시켰고 HDL-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로 증가시

켰다<Figure 6>.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경우 insulin 작용

에 문제가 있어 lipoprotein lipase(LPL) 작용이 부족하므

로 VLDL의 대사가 감소되어 혈중 TG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Hsueh & Anderson 1992).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

자는 당 이용능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조직이 분해되어 혈중

유리지방산이 많아지며 유리지방산의 증가는 근육 등 말초

조직에서의 포도당 이용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인슐린 저

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Avignon 등 1997). 본 연구에서 당

뇨 쥐에 감태 보충식이를 섭취시킨 결과 LDL-콜레스테롤

의 감소와 HDL-콜레스테롤의 증가로는 동맥경화의 척도가

<Figure 5>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serum lipids in diabetic rat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Figure 6>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fecal excretion of lipids in diabetic rat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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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atherogenic index를 감소시켰으므로 당뇨병의 가장

특징적인 병증인 혈관계통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당뇨병에서 증가된 지방산의 산

화에 의한 비정상적인 대사가 말초조직의 인슐린 수용 체의

활성을 저해하여 혈중 LDL 분해가 감소되고 혈중 콜레스테

롤이 증가된다는 보고(Haffmer 1998)에 비추어 보면 감태

보충식이가 당뇨병의 비정상적인 지질 대사를 교정하고 말

초조직의 인슐린 수용 체의 활성을 유지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물 추출물의 형태로 보충하였을 때 분말형태보

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혈관계통합병증 억제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성공적인 혈당의 조절은 혈청지질 개

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Medvedeva등

2002) 감태의 섭취로 혈당이 조절됨으로써 혈청의 지질개

<Figure 7>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hepatic lipid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Figure 8> Effect of Ecklonia cava on the renal glutathione-dependant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a,b,c: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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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효과가 유도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태의 수용성

섬유소가 담즙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재흡수를 억제함으로

써 분비를 증가시켜(Innami등 1995) 콜레스테롤 제거에 기

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변으로 배설되는 콜

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양을 측정한 결과 감태의 섭취가 당

뇨 쥐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7>. 또한 감태에 의한 콜레스테

롤과 중성지질의 배설증가는 장에서의 흡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감소는 간의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할 것으로 예견되나(Brown & Goodman 1998)

본 연구에서는 간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ure 8>.

4. 신장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임상적인 당뇨병이나 STZ로 유도한 당뇨 쥐에서 자유 래

디컬이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뇨병에서 산

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는 비효소적 당화

(non-enzymatic glycosylation)와 자기 산화적 당화

(autoxidative glycosylation)의 증가, 에너지 대사의 변화

에 기인한 대사적 스트레스의 증가, 항산화계의 저하를 들

수 있다(Rakesh 등 1997; Broxnlee 등 1988; Rainer 등

2000). 특히 GPx, GR, GST와 같은 glutathione 의존성

항산화 효소는 세포의 항산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

들이다(Dincer 등 2002).

당뇨의 유도결과 정상 군에 비해 GST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감태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결과 당뇨의

유도에 의해 증가되었던 GST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9>. 당뇨에 의한 항산화 효소 활성 변화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기간 당뇨를 유도했을 때 신장의

SOD, GPx, GR, GST 등의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Irizar & Ioannides 1995; Mak 등

1996). GST는 활성형의 대사물 환원형의 glutathione

(GSH)과 결합시켜 배설시킴으로써 체내에서 제거하는 역할

을 한다. 따라서 당뇨의 유도에 의해 지질과산화물과 같은

활성형 대사물의 생성이 증가하였고 이를 대사시키기 위해

GST의 활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감태

의 섭취는 당뇨 쥐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당뇨로 인한 GST 활성 증가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태의 섭취에 의해 당뇨 쥐의 혈

당증가가 억제됨으로써 고혈당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억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당뇨에 의해

GPx의 활성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감태 물 추출물의

섭취에 의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당뇨의 유도나

감태섭취에 의한 유의적인 GPx 활성도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당뇨의 유도에 의해 GR의 활성의 차이도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감태의 섭취도 당뇨 쥐의 GR 활성에 유의적인 영

향을 주지 않았다<Figure 8>.

IV. 요약 및 결론

Sprague-Dawley 숫쥐를 정상 군과 당뇨 군으로 나눈 후

다시 당뇨군을 대조식이군, 감태분말 식이군, 물 추출물 식

이군으로 나누고 5주간 사육하여 감태 분말 및 물 추출물이

당뇨 쥐의 혈당, 지질대사 및 신장의 항산화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감태 분말과 물 추출물의 섭취는

당뇨 쥐의 혈당을 저하시켰으며 혈당강하효과는 물 추출물

이 분말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감태 물 추출물의 섭

취는 당뇨 쥐에서 LDL-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HDL-콜

레스테롤을 증가시켰으며 당뇨의 유도에 의해 증가했던 신

장의 glutathione-S- transferase 활성을 거의 정상동물

수준으로 저하시켰다. 따라서 감태는 혈당, LDL/HDL-콜

레스테롤 비율을 개선하고 신장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

하는 경향을 보여 항당뇨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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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g/100 g diet)

Component Control
diet

Ecklonia cava
powder diet

Ecklonia cava
water extract 
powder diet

Casein
Corn starch
Dextrose
Sucrose
Corn oil
α-cellulose
L-cystine
Ecklonia cava powder
Ecklonia cava water extract
Mineral mixa

Vitamin mixb

TBHQ
Choline bitarate

21.7
27.7
10.9
14.3
14.5
05.4
00.3

-
-

03.8
01.1

0.0015
00.3

21.7
21.9
09.4
12.3
14.5

-
00.3
15.0

-
03.8
01.1

0.0015
00.3

21.7
26.6
10.3
13.5
14.5
05.4
00.3

-
02.5
03.8
01.1

0.0015
00.3

Total (%) 100.0 100.0 100.0
aAIN 76 Mineral mixture. Nutritional Biochemicals, ICN Life
Science Group, Cleveland, Ohio Composition of mineral mixture,
g/kg misture ; Calsium phospate didasic 500.00 g, Sodium chloride
74.00 g,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220.00 g, Potassium
sulfate 52.00 g, Magnesium oxide 24.00 g, Manganous carbonate
(43-48% Mn) 3.50 g, Ferric citrate (16-17% Fe) 6.00 g, Zinc
carbonate (70% ZnO) 1.06 g, Cupric carbonate (53-55% Cu)
0.30 g Potassium iodate 0.01 g, Sodium selenite 0.01 g, Chromium
sulfate 0.55 g, Sucrose, finely powdered 118.0 g.
bNutritional Biochemicals, ICN Life Science Group, Cleveland,
Ohio Vitamin mixture is composed of ; Vit. A acetate (500,000 IU/
g) 1.8 g, Vit.D conc. (850.000 IU/g) 0.125 g, α-Tocopherol (250
IU/g) 22.0 g, Ascorbic acid 45.0 g, Inositol 5.9 g, Choline chloride
75.0 g, Menadione 2.25 g, P-Aminobenzoic acid 5.0 g, Niacin
4.25 g, Riboflavin 1.0 g, Pyridoxine hydrochloride 1.0 g, Calcium
pantothenic acid 3.0 g, Biotin 0.02 g, Folic acid 0.09 g, Vit.B12
0.00135 g, and Extrose to 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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