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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해국내당뇨병환자는 체인구의 8.29%에해당하

는약 400만명이나되는것으로보고되었고, 통계 으로한

국인 10명 1명은당뇨병환자이다1). 2030년에는당뇨병환

자가 722만 명으로 재의 배 가까운 수치로늘어날 망이

다. 특히, 최근에는 10, 20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소아당뇨

병까지 증하고있어당뇨병환자의연령도 차 으로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당뇨병은 이뇨작용의 조 을

담당하는뇌하수체후엽 간뇌의장애로인하여체내에서

요구하는양의인슐린을 생성해내지 못하거나생성된 인슐

린이세포에제 로작용하지못해체내로들어온당을충분히 

흡수하지못하여 당치가높아지는질병이다2). 주로소아기

에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유 인 요인이나 자가 면역

기 으로인한췌장의β-cells 괴로인슐린을 생산하

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성인기에 주로 발병하는

산약의 항당뇨 특성 연구(1)

- 당 강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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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mellitus is a group of metabolic diseases characterized by hyperglycemia resulting from defects in insulin 

secretion, insulin action, or both. Type 1 diabetes, or juvenile-onset diabetes, results from a cellular-mediated autoimmune 

destruction of the β-cells of the pancreas. Type 2 diabetes, or adult-onset diabetes, is a term used for individuals who 

have insulin resistance, a condition that makes it harder for the cells to properly use insulin, and usually have relative insulin 

deficiency. The diabetes causes the onset of chronic complications and diabetic neuropathy is one of the most debilitating 

complications. In this study, the hypoglycemic effect and the preventive effect of diabetic complications of Dioscorea 

rhizoma extract(DRE) were examined in rodent model. We investigated the glucose tolerance test and long term hypo-

glycemic effect of DRE in Type 1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and Type 2 diabetic db/db mice. DRE showed a 

hypoglycemic effect on blood glucose levels than that of control group in Type 1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and 

Type 2 diabetic db/db mice. On the basis of our results, we conclude that long-term use of DRE might help decrease blood 

glucose level and prevention of diabetes-associated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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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당뇨병은인슐린비의존성당뇨로인슐린 항성으로

인슐린 작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상 으로 부

족하게 된다
6～8). 당뇨병에 걸리면 탈수와 고 당으로 인한

액의삼투압상승으로인하여물을많이마시게된다9). 게

다가당의이용률이낮아지고소변으로당을잃기때문에에

지원으로사용되어야할 당이 세포속으로 들어가지못하

여 충분한 에 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9). 때문에 체내의 단

백질을에 지원으로사용하면서피로를느끼고체 이감소

한다. 한, 신장기능의 하, 내에당이축 되어발생

하는 동맥 경화, 망막의 출 로 인한 시력 하, 족부 궤양, 

말 신경병증등여러합병증이함께나타나기도한다
9). 제1

형당뇨병에 한치료는인슐린투여가아직은가장주된치

료법이며, 그밖에 췌장이식 췌장소도이식이 시도되고 있

다
10). 제2형당뇨병에 한 기존의 치료법은식사 운동요

법을통하여인슐린 항성을 이고, 인슐린요구량을 이

고자 하는 데에 을 두고 있다. 즉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꾸 한 당 리와함께다양한합병증에 한 방과 리

라고 볼 수 있다
1).

Kim11)
에의하면, 마과의덩굴성다년생식물인산약(Dios-

corea rhizoma)의 물분획물이 Type 1 당뇨병 질환동물 모델

에서인슐린분비를 진해 당강하효능을가짐을보고하

고, Hikino 등은 Type 1 당뇨병증실험모델에서산약의

당강하효능성분을 Dioscorans로보고하 다
12). 한, 산약은

체내면역기능에 향을미쳐 련질병을개선시키는것으

로보고되었다. 면역질환의감소
13), 항염증효과

14), 종양증식

의 억제
15) 그리고 골다공증의 개선16) 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90%가 Type 2형임에도 불구하고
1) 

Type 2 당뇨병병태모델에서의산약의 당강하 당부하

내당능에 한 산약의효능 연구는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산약추출물의 Type 2 당뇨동

물 모델에서의 당 강하 효능 당 부하 내당능에 미치는

향을구명하고, 합병증 방에도 향을미칠수있음을확

인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모든 동물실험 과정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실험동물 리 규정(Principle of Laboratory Animal Care, NIH 

publication, #85-23, revised 1985)과 경희 학교의 실험동물

리와 사용 지침(Animal Care and Use Guidelines of Kyung-

hee University, Korea)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 다. 실험 동물

은 ICR mouse, db/db mouse, SD rat 웅성 7주령을 앙실험동

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사용했다. 모든동물들은 22±

2℃으로조 된온도에서 12시간간격으로조명을켠환경에

서사육하 다. 동물들은물과사료를자유롭게섭취할수있

게 하 다. 

2. 산약 추출물 제조 방법

산약(Dioscorea rhizome; Dioscoreaceae)은 경동시장(Seoul, 

Korea)에서 구입하 고, 표 시료는 경희 학교 동서의학

학원에보 하 다. 산약 500 g에 50% 에탄올 5 ℓ를가하여

상온에서 48시간 교반하여 추출한 추출액을 종이 여과지로

감압여과한후감압농축하여산약에탄올추출물 50 g을얻

었다(Yield : 10%). 제조된 시료는 DRE로 표기하 다. 

3. 생쥐 동물 모델에서의 당 부하 내당능 시험

Glucose tolerance test를 해 ICR mouse 웅성 7주령 24마리

를 1주일간실험동물실환경에서 응시킨후 8마리씩세그

룹으로나 후 15시간동안 fasting 시켰다. 산약 10 ㎎/㎏과

100 ㎎/㎏을 3%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HPMC)에 탁

하여 투여하고 동시에 glucose 3 g/㎏을 경구 투여한 그룹과

glucose와 3% HPMC를 경구 투여한 그룹의 당을 투여 후

30분간격으로 210분간 당을 측정하 다. 당 측정을

한 액 샘 은 ICR mouse의 꼬리에서 채 하여 당 측정

용 strip-operated blood glucose sensor(Onetouch Ultra, Inver-

ness Medical Ltd, Massachusetts, UK) 기기를이용하여측정하

다.

4. Type 1 당뇨유발흰쥐동물모델에서의 당강하효

과

Type 1 당뇨병증동물모델에서 당강하효능을평가하

기 해, SD rat 웅성 7주령을 1주일간순화사육한후, 50 ㎎/

㎏의 streptozotocin(Sigma, San Diego, USA)을 saline에녹여정

맥주사방법으로투여하여 Type 1형고 당병태모델을유발

하 다
17). Streptozotocin 투여 4일후 당을측정하여 당이

350 ㎎/㎗ 이상 15마리만을실험에 이용하 다. 당뇨유발 4

주후에당뇨 rat 5마리씩세그룹으로나 어실험에사용하

다. 산약 10 ㎎/㎏과 100 ㎎/㎏을 3% HPMC에 탁하여 1

일 1회구강투여한그룹과 3% HPMC만을투여한그룹의

당을투여 (0 D), 투여후 7일(7 D), 14일(14 D), 21일(21 D), 

29일(29 D), 39일(39 D) 그리고 57일(57 D)에평가하 다. 

당측정을 한 액샘 은 SD rat의꼬리에서채 하여

당측정용 strip-operated blood glucose sensor 기기를이용하여

측정하 다.

5. Type 2 db/db Mouse 동물모델에서의 당강하효과

Type 2 당뇨병모델에서 당강하효과를평가하기 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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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b mouse 15마리를 각각 5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 었다. 

산약 10 ㎎/㎏과 100 ㎎/㎏을 3% HPMC에 탁하여 1일 1회

구강투여한그룹과산약을투여하지않은그룹의 당을투

여후 1일(1 D), 10일(10 D), 17일(17 D), 24일(24 D), 35일(35 

D), 50일(50 D) 그리고 57일째(57 D)에평가하 다. 당측정

을 한 액샘 은 db/db mouse의꼬리에서채 하여 당

측정용(strip-operated blood glucose sensor)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6.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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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을 사용하 고, 모든 데이터는 mean±standard error 

mean(SEM)으로나타냈다. 유의성검정은 two-way ANOVA로

수행하 으며, 이후통계 검증은 repeated t-test를수행하여

p 값이 0.05 이하인경우만을통계학 으로유의성이있는것

으로 단하 다.  

결과 고찰

1. 생쥐 동물 모델에서의 당 부하 내당능 시험

산약 10 ㎎/㎏과 100 ㎎/㎏을 투여하고 동시에 glucose 3 

g/㎏을경구투여한두그룹과 glucose만경구투여한그룹의

당을 투여 후 30분 간격으로 210분 동안 당을 측정하여

glucose tolerance를평가하 다. 세그룹모두투여 30분후에

당이가장높았고, 그이후 210분까지 당이서서히감소

하 다. 투여 후 90분까지 산약 투여 그룹은 control 그룹보

Fig. 1. Effect of DRE on glucose tolerance in normal 

mice for 210 minutes. 

Animal: ICR mouse, male, 7 weeks After 12 hours of fasting,

mice were administered glucose(3 g/㎏) and samples simul-

taneously by po Control(n=8): 0.1 ㎖ 3% HPMC po, DRE10

(n=8): 10 ㎎/㎏ DRE po, DRE100(n=8) 100 ㎎/㎏ DRE po.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EM of the each group. No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다낮은증가율을나타냈으나, 당증가율이산약투여용량

과의 계를보이지않았다. 그이후 210분까지도산약투여

그룹의 당증가율이낮았으며, 산약 10 ㎎/㎏ 투여그룹보

다 100 ㎎/㎏ 투여그룹의 당증가율이더낮아산약용량과

비례 으로 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Glucose tolerance test는 당뇨병 검사법 의 하나로 당뇨, 

임신성당뇨, 당 사이상등을진단하는데사용되는검사방

법이다. 즉, glucose tolerance test는당을섭취한후 액내포

도당농도를정해진시간에측정함으로써간 으로인슐린

분비기능을알아보는방법이다. 본연구에서산약과 glucose

를함께투여한그룹의경우유의 이지는않았으나, 당증

가량이 control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 Type 1 당뇨유발흰쥐동물모델에서의 당강하효과

Type 1 당뇨병증유발 SD rat에산약추출물 10 ㎎/㎏과 100 

㎎/㎏을각각투여한흰쥐와산약을투약하지않은 control 그

룹의흰쥐를투여 , 투여후 7, 14, 21, 29, 39일그리고 57일

에 당을검사하 다. 산약을투약하지않은 control 그룹의

투여 당이 568 ㎎/㎗이었던것이서시히증가하여 21일

째에는 598 ㎎/㎗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당 수치가 비슷한

정도로유지되었다. 산약 10 ㎎/㎏을투여한그룹의투여

당이 575 ㎎/㎗이었으나, 산약추출물투여일주일후 당

이 507 ㎎/㎏으로 낮아졌다. 투여 14일후 561 ㎎/㎗로 당

이다시증가하 다가 그이후에는 서서히낮아져 57일에는

당이 506 ㎎/㎗ 수 으로 유의 으로 낮아졌다. 산약 100 

㎎/㎏을투여한그룹의 당은투약 580 ㎎/㎗이었으며투

약 14일에 518 ㎎/㎗로낮아졌다. 그이후서서히증가하다가

57일째 당은 532 ㎎/㎗로낮아져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산약을투여하지않은 control 그룹보다산약을투여한그룹의

당은산약투여 기간에따라 차 으로낮아져 57일째에

는유의 으로낮아졌으나, 산약의투여용량에따른 당강

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2). 

인슐린의존형당뇨병인제1형당뇨병은체질 는유

요인 환경 요인에의해췌장세포에 한자가항체의

발생으로 췌장세포의 괴로 인한 췌장에서의 인슐린 생성

부 으로 발생하는 당뇨병을 말한다. 체내에 인슐린이 분비

가되지않으므로동물모델에서는당뇨병 상태가심각한

고 당증을나타내는모델이다. 본연구에서선행연구와마

찬가지로산약을투여한그룹의경우 당강하효과가나타

났으나, 산약의용량과비례 으로나타나지않았고 당강

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교 긴 투여 기간이 필요했다
11,18). 

이러한이유는 Type 1당뇨병유발동물모델이매우 증으로

유발되어 부분의췌장세포가 괴된모델이었기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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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poglycemic effect of DRE in Type 1 diabetic 

rats for 57 days. 

Type 1 diabetes SD rat, male, 7 weeks were used Type 

1 diabetic model by administration of a single dose of stre-

ptozotocin(50 ㎎/㎏, i.p.). DM(n=5): 5 ㎖ 3% HPMC po; 

DRE10(n=5): 10 ㎎/㎏ DRE po, DRE100(n=5) 100 ㎎/㎏

DRE po. HPMC and samples were treated once a d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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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of DRE10 or DRE100 groups 

from the control group(p<0.05).

1) Type 2 db/db Mouse에 당 강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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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산약을투약하지않은 control 그룹의 mouse로부터 액

을 1, 10, 17, 24, 35, 50일 57일째에 채취하여 그 각각의

당량을 검사하 다. 산약을 투약하지 않은 control 그룹의

경우 1일째 당이 467 ㎎/㎗이었고, 57일째 당이 554 ㎎/㎗

로실험기간동안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 산약 10 ㎎/㎏

을투여한그룹의 1일째 당이 456 ㎎/㎗ 으며, control 그룹

과 함께 실험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경구

투여 24일째 당은 488 ㎎/㎗로 control 그룹보다 낮았으며

이후 57일째 당은 533 ㎎/㎗로 완만한 증가를 하 으나

control 그룹보다는낮은 당을나타냈다. 산약 100 ㎎/㎏을

투여한그룹의 당은투약 1일째 455 ㎎/㎗이었으며, 투약

17일까지는 control 그룹과비슷한정도로 당이증가하다가

투약 24일부터 당이감소하여 57일째 당은 436 ㎎/㎏

다. Type 2 db/db mouse에 산약을 투여한 후 당을 측정한

결과, 투여 24일째부터 당이감소하는효과가나타나기시

작했으며, 산약추출물의투여용량에따른 당강하효과가

비례 으로 나타났다(Fig. 3). 

인슐린비의존형당뇨병인제2형당뇨병은임상 으로

개 40～50 이후에발생하는데, 그기 은인슐린 항성에

기인한다
9)
. 경우에따라서는 인슐린이 과다하게분비되기도

하고, 상 인인슐린분비장애가동반되지만말 조직에

서인슐린의 작용이 하되는인슐린 항성이근본 인 문

제다
8).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의 부분이 제2형에 해당

Fig. 3. Hypoglycemic effect of DRE in Type 2 db/db 

mice for 57 days. 

Type 2 db/db mouse, male, 10 weeks were used Type 2 

diabetic model. Control(n=5): 0.1 ㎖ 3% HPMC po; D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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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Vehicle and samples were treated once a day fo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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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of DRE100 group from the 

control group(p<0.05).

되며, 부분 증상이 천천히 발생하므로 진단이 제1형에 비

해늦게되고, 이로인해 사증후군즉고 압, 지질 사이

상, 비만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뇌경색, 상동맥질환, 

말 동맥질환등에 이환이많이되어 사망률이증가하게 된

다
9). 본실험에서사용한 db/db mouse는렙틴수용체의돌연

변이로 인하여 고 당, 고인슐린 증, 다식, 비만, 인슐린

항성, 고렙틴 증과 같은병태 상을 나타내는동물 모델로

제2형 당뇨병 환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당뇨병과

계되는 사이상증후군질환연구에 유용하게사용되고있

다
19). 본 실험에서 산약 투여 그룹의 경우 db/db mouse에서

산약의투여용량과비례 으로 당이낮아져, 제2형당뇨병

의 당강하에도효과가있음을확인할 수있었다. 이는인

슐린 항성제2형당뇨병에효능이있고식이재료로도기존

에사용되고부작용도없는소재이기때문에, 에많은당

뇨병환자들의 당을조 할수있는최 천연물소재라고

단된다. 

요약 결론

본연구는산약의항당뇨특성을연구하기 한일환으로

일차 으로당부하에 한내당능시험, 제1형과제2형당뇨

유발실험동물모델에서 57일동안산약에탄올추출물을투

여한후주기 으로 당을평가하여그효능을확인하 다. 

당부하에 따른내당능 실험 결과, 산약 10 ㎎/㎏ 투여 그룹

과 100 ㎎/㎏ 투여그룹모두투약 30분후부터 당이감소

하 으나유의 인결과는얻지못하 다. Type 1 당뇨병 rat



Vol. 21, No. 4(2008)                       Antidiabetic Effect of Dioscorea rhizome 429

에산약 10 ㎎/㎏과 100 ㎎/㎏을투여한그룹과산약을투약

하지 않은 control 그룹의 당을 57일 동안 측정했을 때, 투

여 57일에는 산약 투여 그룹이 control 그룹보다 유의 으로

당이낮아졌다. Type 2 db/db mouse의경우, 산약 10 ㎎/㎏

과 100 ㎎/㎏ 투여 57일째에각각 4%와 21% 감소시킴으로

써산약추출물의투여용량과비례 으로 당강하효과를

나타냈다. 본연구결과, 산약은제1형당뇨와제2형당뇨모

두에서 당강하효과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특히제2형

당뇨병에서의 당강하효과는 부분의당뇨환자들이제2

형당뇨병환자임을감안했을때, 산약은당뇨병환자에게

용할 수 있는 우수한 천연물 소재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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