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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섭취가 STZ로 유발된 제 1형 당뇨 생쥐의 혈당치 및 췌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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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Deep Sea Water on the Blood Glucose and the Langerhans' Islet in the STZ-induced
type I Diabetic Mice. Jae-Bong Jung, Ji-Yoon Jung and Myung-Hee Yoon*. Department of Biology,
Kyungsung University, 608-736, Korea - Effects of deep sea water on blood glucose and the
Langerhans' islet in STZ-induced type I diabetic mice were investigated. Results showed that dia-
betic symptoms in STZ-induced diabetic mice improve with a supplement of deep sea water. That is,
the level of blood glucose was lower, the area of the Langerhan` islet was wider, and the number
of pancreatic β-cells was larger in the diabetic mice supplied with deep sea water than in the dia-
betic mice supplied with tap water. Such effects might be related to the high level of Mg

2+
in the

deep sea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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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닷물이 그린란드의 빙하와 만나면 급격히 차가워져, 냉

각된 해수는 어는 과정에서 빠져 나온 염분과 함께 섞여 심해

로 가라앉는다. 무거워진 바닷물은 200-4,000 m까지 내려가

며, 온도는 2-6oC로써 표층수와 20oC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표층수와 섞이지 않고 새로운 띠를 형성하는데, 이 물을 해양

심층수라고 한다. 저온․고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해양심층

수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4,000년 걸린다고 하며, 해양

의 심층에 태양광선이 도달하지 않아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

으므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거의 없고, Mg2+, Ca2+, K+ 등

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

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해양심층수는 건강

음료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일부 해양심층수의 경우

제 2형 당뇨환자들의 증상 완화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들이

보고되어 있다[16,17].

한편 해양심층수는 대체로 Mg2+, Ca2+, K+ 등 미네랄의 함량

이 높은데, 이 중 견과류, 정제되지 않은 곡류 및 녹황색 야채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Mg
2+
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매우 결

핍되기 쉬운 무기물질로서 음식을 통한 Mg
2+
의 섭취량이 20세

기 초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12].

Mg
2+
결핍현상은 특히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흔한 현상으로

서, 물질대사율의 저하나 만성적인 합병증과 관련이 있으며,

Mg2+의 섭취가 당뇨병의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4,14,15]. 따라서 Mg
2+
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해양심층수의

음용은 당뇨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직 해양심층수에 의한 당뇨 증상 완화효

과 및 그 기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없고 해양심층

수가 인슐린을 생산해 내는 췌장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streptozotocin (STZ)으로 췌장의 β-세포를

파괴하여 제 1형 당뇨 증상을 유발한 생쥐에게 해양심층수를

음용시켜 해양심층수가 당뇨 증상 완화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를 알아보고, STZ에 의하여 파괴된 췌장조직에 해양심층수가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조직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생후 7주령 ICR계 수컷 생쥐를 (주) 셈타코 코

리아로부터 구입하여 온도 22±1
o
C, 습도 50±5%, 명암주기

12L:12D의 환경에서 사육하여, 일주일간 적응시켰으며, 이 기

간 동안 수돗물과 시판되는 생쥐용 고체사료를 자유롭게 섭취

(ad libitum) 할 수 있게 하였다.

당뇨유발 및 실험방법

당뇨유발 약품으로서 췌장의 β-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

하여 다른 기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슐린 결핍으로 영

구적인 당뇨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streptozotocin(STZ,

Sigma Chemical Co.)을 이용하였으며[16], 당뇨유발을 위한

STZ 투여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STZ를 주사하기 전 6시간 동안 절식시킨 9마리의 생쥐의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측정기(Precision Q.I.D Blood

Glucose Sensor)로 공복 시의 혈당을 측정한 결과 73-104

mg/dl (92.0±12.06 mg/dl)의 혈당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생

쥐 공복 시의 혈당이 100-150 mg/dl 및 150-200 mg/dl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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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한 STZ의 투여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12.5, 25, 50

mg/kg (체중)의 STZ를 pH 4.5의 신선한 0.01 M citrate buffer

에 용해하여 2 ml/kg (체중)의 농도 별로 3마리씩의 꼬리정맥

에 주사하여, 일주일 경과 후 6시간 절식시킨 후 공복 시의

혈당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STZ 25 mg/kg (체중) 및 50

mg/kg (체중)을 투여한 생쥐의 혈당치가 각각 100-150 mg/dl

및 150-200 mg/dl으로 측정되어 위의 STZ농도들을 각각 본

실험의 경당뇨유발군 및 중당뇨유발군에 대한 투여농도로 설

정하였다.

당뇨유발실험군으로서 각 실험군당 15개체씩 4그룹으로 나

누어 모든 생쥐들을 6시간 절식시킨 후 공복 시의 혈당을 측정

했다. 그 후 경당뇨유발-수돗물음용군(25TW)과 경당뇨유발-

해양심층수음용군(25DW)에게는 25 mg/kg의 STZ를, 중당뇨

유발-수돗물음용군(50TW)과 중당뇨유발-해양심층수음용군

(50DW)에게는 50 mg/kg (체중)의 STZ를 각 생쥐의 꼬리정맥

에 주사하고, 500 ml의 수돗물 또는 해양심층수를 공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0.01 M citrate buffer 2 ml/kg (체중)을 꼬리정

맥에 주사하였으며,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STZ 투여 일주일

후부터 32일째 까지 5일 간격으로 6회에 걸쳐 각 개체에 대한

공복 시의 혈당을 측정하였고, 혈당을 측정하기 직전에 각 개

체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음용수 섭취량의 측정을 위하

여 매 회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한 후 다시 500 ml씩 공급하였다.

한편, STZ주사에 의한 혈당 변화가 거의 없거나 혈당 측정

초기부터 고혈당을 나타내는 개체들의 데이터는 통계처리 시

제외하였다. 따라서 25TW군에서는 11개체, 50TW군에서는 9

개체, 25DW군에서는 8개체, 50DW군에서는 8개체 만을 당뇨

유발 개체로 간주하여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수질 분석

실험에 사용한 음용수는 부산시 화명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및 주식회사 Enzamin Japan에서 판매하는 '하와이 해

양심층수 MANA’ (채수지, 하와이 연안 수심 915 m; Na
+

17

mg/l, Ca
2+

26 mg/l, Mg
2+

45 mg/l, K
+

2 mg/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불검출; 경도, 250)를 이용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수질검사기준에는 Na
+
, Mg

2+
, Ca

2+
, K

+
등

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a2+은 ICP 발광분석법

으로, Na+, Mg2+ 및 K+은 원자흡광광도법으로 분석하였다.

췌장의 조직학적 관찰

체중, 음용수의 섭취량 및 혈당치의 측정이 종료된 후 실험

동물을 ether로 마취하여 췌장 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췌

장은 예리한 면도칼로 1×1×1 mm3 크기로 세절한 후,

Millonig's phosphate buffer로 만든 2% paraformaldehyde와

2.5% glutaraldehyde의 혼합 고정액(pH 7.4)에서 약 24시간

고정하였고, 같은 buffer로 수세하여 1.3% OSO4로 1시간 30분

간 후고정한 후 알코올 탈수와 아세톤 치환을 거쳐 Epon 812

혼합액으로 포매․중합하였다. 포매된 조직을 초박절기

(LKB2088)를 이용하여 0.5-1 μm의 두께로 자른 후 0.5% tolui-

dine blue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췌도

(Langerhans' islet)의 면적 및 β-세포의 수를 IMT I-solution

Inc. 의 IMT isolution Lite ver 7.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통계 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모

든 측정값은 Mean±SE로 표시하였고, ANOVA-test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p<0.05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결 과

수돗물에 대한 중금속 분석결과 수돗물로부터 Al3+ 0.08

mg/l, Ni
2+

110 mg/l, Na
+

11 mg/l, Ca
2+

7.2 mg/l, Mg
2+

7.7

mg/l ,K
+

0.08 mg/l, Hg
2+

0.009 mg/l 등이 검출되었으며 Pb,

Cr
6+

, Cd, Cu, Fe, Mn, Se, Ni 및 As 는 검출되지 않았다. 각

실험군에 대하여, 증가된 평균체중, 하루에 음용한 음용수 양

의 평균치 및 평균 혈당치의 변화를 Fig. 1, 2, 3에 나타내었다.

체중의 경우, 당뇨유발 전과 마지막 혈당측정일인 실험 32

일 째를 비교하면 모든 당뇨유발군(25TW, 5.74±0.68 g; 50TW,

5.25±1.16 g; 25DW, 5.72±1.01 g; 50DW, 4.25±0.93 g)에서 대조

군(2.34±0.84 g)에 비해 체중이 증가 하였다(p>0.05, Fig. 1).

생쥐들이 섭취한 음용량의 경우, 모든 당뇨유발군(25TW, 7.60

±0.53 ml; 50TW, 7.49±0.49 ml; 25DW, 8.04±0.67 ml; 50DW,

7.52±0.40 ml)의 생쥐들이 대조군(5.23±0.64 ml)에 비해 많은

물을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Fig. 2).

Fig. 1. Comparisons of the body weight gain in the control and

STZ-induced diabetic mice. 25TW, the mice injected with

STZ of 25 mg/kg (b.w.) and supplied with tap water;

50TW, the mice injected with STZ of 50 mg/kg (b.w.)

and supplied with tap water; 25DW, the mice injected

with STZ of 25 mg/kg (b.w.) and supplied with deep

seawater; 50DW, the mice injected with STZ of 50 mg/kg

(b.w.) and supplied with deep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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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of the amount of water taken by the mice

of control and STZ-induced diabetic groups. Abbreviations

as in Fig 1.

혈당치의 경우, 대조군(113.88±12.02 mg/dl)에서는 citrate

buffer 주사 7일째에는 혈당치의 변화가 없었으나 27일(81.0±

13.63 mg/dl)과32일째 (92.43±25.47 mg/dl)에는 혈당치가 현

저히 낮아졌다. 한편 당뇨유발군에서는 모든 실험군에서 STZ

주사 7일째에 혈당치가 상승했다(25TW, 155.73±25 mg/dl;

50TW, 145.56±19.26 mg/dl; 25DW, 168.63±18.72 mg/dl;

50DW, 146.67±24.46 mg/dl). 특히 중당뇨유발군인 50TW와

50DW실험군에서는 12일째에 더욱 상승하였고(50TW, 185.11

±22.02 mg/dl; 50DW, 159.22±24.30 mg/dl), 이후에도 경당뇨

유발군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혈당치를 나타내었다(Fig. 3). 한편

중당뇨유발-해양심층수음용군(50DW)은 수돗물음용군(50TW)

보다 혈당치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p<0.05), 해양심층수음용

군 중 25DW 실험군과 50DW 실험군과의 혈당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혈당 측정에 대한 실험 종료 후, 각 실험군의 췌장 내 췌도의

면적을 비교한 결과, 경․중당뇨유발군 모두, 해양심층수음용

군이 수돗물음용군에 비해서 췌도의 면적이 넓었으며, 중당뇨

유발군 중 해양심층수음용군의 췌도의 면적은 대조군보다도

Fig. 3. Changes in the blood glucose level in the control and

STZ-induced diabetic groups. Abbreviations as in Fig 1.

Fig. 4. Comparisons of the area of Langerhans' islets in the con-

trol and STZ-induced diabetic groups. Abbreviations as

in Fig 1.

A B

C D

E 50 μm

Fig. 5. Light micrographs of Langerhans' islets in the control

(A) and STZ-induced diabetic groups (B, 25TW; C,

25DW; D, 50TW; E, 50DW). Abbreviations as in Fig 1.

약간 넓었다(대조군, 12,411.90±1,747.07 μm2; 25TW, 6,782.97±

1,231.40 μm2; 50TW, 8,430.21±1,459.40 μm2; 25DW, 10,003.94±

1,245.72 μm
2
; 50DW, 15,106.98±4,822.83 μm

2
; Fig. 4, 5). 또한

각 췌도 당 정상적인 β-세포수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β-세포

의 수는 경․중당뇨유발군 모두 해양심층수음용군(25DW,

50DW)이 수돗물 음용군(25TW, 50TW)에 비해 많았고, 각 음

용수군내에서는 경․중당뇨유발군의 β-세포의 수가 서로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25TW, 22.3±3.78; 50TW, 21.5±2.28;

25DW, 32.1±3.61; 50DW, 33.3±9.13; Fig. 6).

고 찰

본 연구결과, STZ로 제1형 당뇨를 유발시킨 모든 생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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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s of the number of normal β-cells in the

Langerhans' islets in the control and STZ-induced dia-

betic groups. Abbreviations as in Fig 1.

대조군보다 체중과 음용량이 증가하여 당뇨 발병이 확인되었

다. 한편, 해양심층수를 음용시킨 중당뇨유발군(50DW)의 경

우, 수돗물을 음용시킨 생쥐(50TW)보다 혈당치가 감소하는

점으로부터(Fig. 3), 해양심층수가 인슐린 의존형 당뇨의 혈당

조절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더욱이

경․중 당뇨유발군 모두, 해양심층수를 섭취한 생쥐(25DW,

50DW)의 췌도 면적은 수돗물음용군(25TW, 50TW)에 비해 증

가하였고(Fig. 4, 5), 췌도 내 정상 β-세포의 수도 수돗물음용군

에 비해 증가한 점으로부터(Fig. 6), 해양심층수가 β-세포의 회

복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수돗물음용군

및 해양심층수음용군 모두, 정상 β-세포의 수가 25 및 50

mg/kg STZ의 농도에서 매우 유사한 현상으로부터, 25 또는

50 mg/kg STZ의 농도가 β-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해양심층수에는 유기물질뿐 아니라 인공화합물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혈당조절이나 β-세포의 회복에는 해

양심층수에 포함된 무기이온(Mg
2+

45 mg/l, Na
+

17 mg/l,

Ca
2+

26 mg/l, K
+

2 mg/l)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무기이온 중 혈당조절에 대해서는 특히 Mg2+이 크게 관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12, 15],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

1형 및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Mg
2+

결핍현상이 다수 보고되어

있다[1,5,6,8-10,12,18].

세포 내 Mg
2+
은 Ca

2+
의존적 K

+
채널을 자극함으로써, 인슐

린의 작용(주로 glucose의 산화적 대사), 칼슘과 관련된 흥분

과 수축관계, 탈분극 자극에 대한 평활근의 반응 감소에 관여

하는데, 세포 내 Mg2+이 부족할 경우 인슐린 수용체 수준에서

tyrosine-kinase의 활성이 저하되고, 세포 내 Ca
2+
농도가 상승

하는 현상은 인슐린 비의존적 당뇨 환자나 고혈압환자에서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됨으로써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3]. McCarty [11]에 의하면, 세포

내에 유리된 Ca2+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와 골격근의 인슐린 반

응성이 저하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 포함된 Mg
2+
이 세포 내 Ca

2+
에 대한 자연적인

길항제로 작용하여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당뇨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Fung et al. [4]은 Mg2+을 다량 섭취하면

공복 시의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공복 시의 혈당이 낮으면 인

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며 이로서 많은 양의 Mg
2+
섭취가 제 2형

당뇨의 발병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혈장 내 Mg
2+

의 농도가 낮은, 제 2형 당뇨 환자에게 매일 2.5 g의 염화마그

네슘(MgCl2)을 투여하면 세포 내 Mg2+의 농도가 상승하고, 인

슐린에 대한 민감성과 물질대사율이 증가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14], 제 2형 당뇨의 개선을 위해서 Mg
2+
의 섭취가 권장

되고 있다[9,16]. Mg
2+
결핍현상이 관찰되는 제 1형 당뇨 환자

에게 산화마그네슘(MgO)을 공급했을 때에도 24주 후에 근육

내의 Mg
2+
의 농도가 5% 증가하고 혈당이 35% 감소한 점으로

부터, 제 1형 당뇨의 유발은 Mg2+의 섭취부족에 의할지도 모른

다고 추측된 바 있고[3], STZ로 제 1형 당뇨를 유발한 생쥐에게

10 g/l의 MgSO4를 물에 타서 먹일 경우도 췌장조직과 혈당치

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고되어 있다[16].

이상으로부터, STZ로 제 1형 당뇨를 유발한 생쥐에게 해양

심층수를 음용시켰을 경우의 혈당감소 효과 및 췌도 조직의

회복은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Mg2+의 효과인 것으로 생각되었

으며, 따라서 Mg2+이 다량 함유된 해양심층수를 섭취하는 것

은 당뇨병 예방과 증상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대조군 및 수돗물음용군 모두 실험 개시 후 32일째에는

7일째보다 혈당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수돗물

또는 먹이에 포함된 소량의 Mg
2+
성분이 혈당 조절에 적게나마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양심층수의

혈당저하 및 췌도 조직의 회복효과가 실제로 Mg2+에 의해서

유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본 연구자들은 Mg
2+

및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무기 이온

들의 췌도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다.

요 약

STZ(Streptozotocin)를 이용하여 제 1형 당뇨를 유발시킨 생

쥐에게 해양심층수를 음용시켜, 혈당치의 변화 및 파괴된 췌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수돗물을 음용시

킨 생쥐에 비해서 해양심층수를 음용시킨 생쥐의 혈당이 낮아

지고, 파괴되었던 췌도의 면적이 넓어졌으며, 췌도 내에 정상적

인 β-세포의 수도 많아진 점으로부터, 해양심층수의 음용이 당

뇨병의 증상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효과는 해

양심층수에 포함된 Mg2+의 효과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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