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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gonia tetragonioides seems to be a promising antiulcer medicinal plant due to the presence of wa-
ter-soluble polysaccharide and cerebroside as its major constituents. There have been no previous 
studies using T. tetragonioides polysaccharide extract (TPE) to assess its antidiabetic effect in streptozo-
tocin (STZ)-induced diabetes in mic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antidiabetic effect of 
TPE in diabetic mice, which was established by one-week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65 mg/kg STZ. 
After three weeks of TPE treatment at a dose of 100 mg/kg, a maintenance of body weight, a decre-
ment in plasma glucose, and low levels of triglyceride, lactate dehydrogenase, alkaline phosphatase, 
and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were observed in diabetic mice. Furthermore, the ingestion of TPE 
lowered the blood glucose levels during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and restored most of 
the tested parameters to their normal levels. Therefore, the antidiabetic potential of T. tetragonioides 
has been demonstrated for the first time by ou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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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장애와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

는 당뇨병은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필수적인 생화학적 과

정에 영향을 주며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어 관리되고 있다[16]. 당뇨환자의 

90% 이상이 앓고 있는 2형 당뇨는 만성질환으로 나이, 비만, 

신체활동 및 가족력과 관련이 있으며, 인슐린 내성, 인슐린 

작용 저하 및 췌장에서 비효율적인 인슐린 생산 등으로 인하

여 지속적인 고혈당 증상을 야기한다[9]. 특히 인슐린 내성은 

지방간, 이상지혈증, 심혈관질환 및 대사증후군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환과 관련 있으며, 신경병증, 신장병증 및 망막병증

을 포함한 이차 합병증에 이르게 하며 심장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켜 2025년까지 많은 세계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미

국인의 86 백만 명이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준이 정상보다 높

은 전당뇨 증상을 보이며, 2050년까지 성인 3명중 1명이 당뇨

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3]. 

전통적인 당뇨 치료는 췌장 랑게르한스섬의 기능 회복 및 

혈당을 조절하는 것으로, 경구혈당강하제인 biguanides, sul-

phonyl ureas 및 thiozolidinediones와 같은 약물은 혈당을 조

절함으로써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내

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경구혈당제제는 저혈당, 

부종, 위장 장애, 인슐린 저항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내므

로 당뇨병 및 관련 합병증의 대체 치료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 8].

따라서 최근에는 식이가 가능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을 이용하여 당뇨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에

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10]. 천연물의 생리활성 및 약리

학적 연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식이 가능한 식

물의 신규 기능을 탐색하는 것은 새로운 기능성 소재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식품소재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활성 분획물의 정제만으로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번행초(Tetragonia tetragonioides)는 샐러드나 나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용식물로 주요 성분으로 당지질 성분인 cerebroside

가 위궤양, 위염 등 위장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14], 다당류인 3-O-acteyl-D-glucose 반복 구조에 α-ʟ-arabi-

nofuranose와 α-ʟ-rhamnopyranose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이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5].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에서 번행초의 MeOH 분획물의 항균, 항산화 및 항

당뇨 활성과 MeOH과 다당추출물의 항염증 효능을 보고한 

바 있다[4-6,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행초의 항당뇨 활성을 연구하는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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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organ weights in mice administered with 

Tetragonia tetragonoides polysaccharide extract 

Control STZ-group STZ-TPE group

Liver (mg/g)

Kidney (mg/g)

Thymus (mg/g)

Lung (mg/g)

Spleen (mg/g)

Heart (mg/g)

39.72±2.74

13.19±0.23

 1.30±0.12

 4.88±1.74

 2.83±0.19

 4.35±0.22

47.82±3.32

14.12±0.69

 1.29±0.08

 5.06±0.17

 3.81±0.14

 3.59±0.23

42.80±2.35*

13.23±0.56

 0.95±0.10*

 5.12±0.41

 3.14±0.12*

 3.90±0.30

* p<0.05 compared to untreated diabetic group.

일환으로 추출물에 풍부한 수용성 다당 성분이 항당뇨 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렙토조토신 유발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경구혈당 변화, 내당능 

및 혈액의 생화학 인자를 측정함으로써 항당뇨 활성을 확인하

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추출  분획

번행초 건초 1 kg를 분쇄하여 methanol (MeOH)과 1:4 비율

로 혼합하고 상온에서 8시간,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filter 

paper (Whatsman No. 2)로 거른 후 진공 농축(Eyela Rotary 

evaporator N-1000, Tokyo Rikakikai Co., Ltd., Japan)하여 

methanol 추출물 70 g과 분말상태의 수용성 다당 성분 58 g을 

얻었다.

실험동물 사육조건

실험동물은 (주)샘타코 바이오 코리아(경기도 오산시, 한

국)에서 생후 6주령의 수컷 ICR 마우스를 공급받아 사용하였

다. 실험 시작 전 14시간 이상 절식시킨 마우스의 복강에 cit-

rate buffer (4℃, pH 4.2)에 용해한 streptozotocin (Sigma Co., 

USA)을 65 mg/kg 수준에서 투여하였다. 그리고 48시간 후에 

꼬리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blood glucose sensor (Roche 

Diagnostics GmbH., Germany)로 측정하여 혈당이 200 mg/ 

dL 이상인 마우스를 선별하였다. 혈당과 체중을 기준으로 실

험군 당 5마리씩 완전임의 배치하여 실험동물 사육실의 폴리

카보네이트 상자(260×410×20 mm)에서 사육하였다. 온도 

21±2℃, 습도 55±10%의 환경에서 방사선 조사로 멸균된 실험

동물용 고형사료(㈜샘타코 바이오 코리아)와 여과된 멸균 정

제수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조절

하여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동물실험

은 순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CNU IACUC 

permit Number: 2013-1)을 받은 후에 수행하였다.

내당능  생화학  특성 분석

실험식이는 번행초 다당 시료를 100 mg/kg 농도로 PBS 

buffer에 녹여 0.22 μm로 필터한 뒤, 400 μl씩 매일 경구투여하

였으며, 체중과 혈당은 2일 간격으로 12시간 절식시킨 뒤 측정

하였다. 

내당능은 12시간 절식시킨 마우스에 1 g/kg 농도의 glu-

cose를 경구투여한 후 30분, 60분, 120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

하였으며, 혈액의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 부검전일 12시간 절

식시킨 생쥐의 안와에서 채혈한 혈액을 heparin tube에 담아 

원심분리(1,914ⅹ g, 5분)하여 혈청을 분리한 뒤, 자동생화학 

분석기(FUJI DRI-CHEM 3500, Japan)를 이용하여 혈액의 생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혈당변화, 장기무게, 혈액생화학검사

에 대한 실험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PSS 22 (IBM SPSS Inc, New York, USA)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unpaired Student’s t-test를 통해 p<0.05 수준에

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체 변화  장기무게 변화

STZ는 선택적으로 췌장 β-cell을 파괴하여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인슐린에 의존하여 glucose의 유입이 조절되

는 조직에서 glycogen 수준을 감소시킨다[20]. 그로 인해 고혈

당 증상이 유지되면서 다음, 다뇨, 다식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됨으로써 체중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11]. 본 실험에서는 3주 동안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의 체

중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초기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unpublised data). 당뇨마우스에서 liver, kid-

ney, lung 및 spleen의 무게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

고, heart는 감소하였다(Table 1).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의 liv-

er, kidney, thymus 및 spleen은 당뇨마우스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ung 및 heart는 증가하였다. 이는 

식용허브 복합물인 HemoHIM 추출물을 처리한 당뇨마우스

의 장기무게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11]. 그러나 면역장

기인 thymus와 spleen의 무게는 당뇨마우스 대조군에 비해 

번행초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번행초는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분자

독성학 및 병리학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번행  다당 추출물 투여 후 당강하 효과

당뇨마우스와 다당 처리 당뇨 마우스의 혈당은 8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실험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의 혈당은 당뇨마우스에 비해 35.8 

%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혈당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200 mg/kg 농도의 흑삼 추출물의 혈당 수준은 흑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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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fter a 12 hr fasting period, the mice were orally ad-

ministered with glucose at a dosage of 1 g/kg body 

weight, and then blood glucose levels were measured 

from the tail vein blood at 0, 30, 60, and 120 mi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 D. # p<0.05 compared with 

nondiabetic group. * p<0.05 compared to untreated dia-

betic group.   

Fig. 1. ICR mice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T. tetragonoides 

polysaccharide extract before being injected with strepto-

zotocin. Blood glucose levels were monitored through 20 

days in venous blood drawn from the tai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 D. * p<0.05 compared to un-

treated diabetic group.  

Table 2. Plasma biomarkers in mice administered with Tetragonia 

tetragonoides polysaccharide extract 

STZ-group STZ-TPE group

LDH (U/L)

GGT (U/L)

ALP (U/L)

GPT (U/L)

GOT (U/L)

GLU (mg/dL)

TCHO (mg/dL)

TG (mg/dL)

456.5±38.6

  1.4±0.5

411.2±46.9

 40.0±6.8

108.6±19.1

494.8±34.4

 78.3±4.5

152.0±16.8

293.3±8.5*

  1.0±0

285.3±32.9*

 25.7±0.6*

 91.0±15.7

151.3±27.6*

 94.3±2.5*

106.7±19.3*

LDH: lactate dehydrogenase, GGT: gamma-glutamyl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

aminase,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LU: glu-

cose, TCHO: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TBIL: total 

bilirubi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 D.

* p<0.05 compared to untreated diabetic group.  

물을 처리한 당뇨 마우스가 대조군인 당뇨마우스에 비해 약 

25%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번행초의 다당 추출물

의 혈당 감소폭은 35.8%로 흑삼 추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Paecilomyces hepialid 물 추출물은 400 

mg/kg와 2,000 mg/kg 농도로 처리했을 때 각각 27.1%와 

34.9%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10, 18], 번행초의 다당 추출

물이 낮은 농도에서도 혈당조절 및 강하 능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행  다당 추출물의 내당능 효과

경구혈당 내성 실험에서 공복 혈당 수준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당뇨 마우스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 g/kg의 glu-

cose 투여한 뒤 30분 경과 후에 마우스의 혈당 농도는 최대치

에 도달했으며, 2시간 경과시 100 mg/kg의 다당 처리군은 현

저하게 혈당이 낮아져 초기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 Alhagi maurorum의 에탄올 추출물은 번행초의 

다당 추출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으며, 

A. maurorum 물 추출물은 1 시간까지도 고혈당이 지속되어 

번행초의 다당 추출물에 비해 혈당 강하효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번행  다당 추출물 투여에 따른 청의 생화학  변화

혈청의 생화학적 분석결과 glucose (GLU)는 당뇨마우스에

서 494.8 mg/dL,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는 151.3 mg/dL로 다

당 처리 마우스의 GLU가 3.3배 낮게 나타났으며, triglyceride 

(TG)는 당뇨마우스에서 152 mg/dL,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는 

106.7 mg/dL로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의 TG가 1.4배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lactate dehydrogenase (LDH)는 당뇨

마우스와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가 각각 456.5와 293.3 U/L 로 

다당 처리 마우스의 LDH가 1.5배 낮게 나타났으며,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와 glutamic oxaloacetic trans-

aminase (GOT)는 다당 처리 당뇨마우스가 각각 1.5배와 1.2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번행초는 위궤양에 효과가 좋은 약용작물로 주요성분으로 

cerebrosides가 알려져 있으며[14], 수용성 다당성분의 항염증 

효과 및 caffeic acid를 포함한 phenylpropanoids 화합물의 항

산화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13]. 또한 번행초의 MeOH 추출물

의 항당뇨 효능에 관한 연구로 in vitro에서 α-glucosidase 및 

aldose reductase 등 효소 저해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며

[4], 번행초의 다당 추출물이 LPS에 의해 유도된 IL-6와 TNF-α 

생성을 억제하는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 

본 연구에서 번행초의 수용성 다당 추출물을 1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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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당뇨마우스에 경구투여했을 때 대조군 당뇨마우스에 

비해 혈당수치를 35.8%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구

혈당 내당능 실험에서도 2시간 후 초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혈당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혈당수준을 조절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혈액의 생화학적 측정에서 GLU, TG, 

LDH 및 ALP와 간세포 및 심장, 근육 및 조직 손상의 지표인 

GPT와 GOT가 당뇨마우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STZ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손상을 다소 

회복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번행초는 데치거나 생채로 먹을 수 있는 식용작물로 본 연

구에서는 in vivo에서 번행초 수용성 다당 추출물의 혈당 조절 

효능이 뛰어남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혈당을 조

절하는 작용 기작 및 인슐린 분비 작용 효능 그리고 활성 성분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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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스트렙토조토신으로 유도한 당뇨 마우스에서 번행  다당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

최혜정1․이성태2․주우홍1*

(1창원대학교 생물학화학융합학부, 2순천대학교 약학대학)

번행초는 주요 화합물인 수용성 다당류와 cerebroside의 작용에 기인하여 기대되는 항궤양성 약용작물이다. 

스트렙토조토신 유도 당뇨마우스에서 번행초의 다당 추출물(TPE)의 항당뇨 효과는 이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체중 1 kg 당 65 mg의 스트렙토조토신을 복강에 주사하여 확립된 당뇨 마우스에서 TPE의 항당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00 mg 농도의 TPE를 3주간 투여했을 때, 당뇨 마우스의 체중은 유지되었으

며,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lactate dehydrogenase, alkaline phosphatase 및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가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또한 내당능 실험에서도 TPE의 투여는 대조군인 당뇨 마우스에 비해 혈당

수준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실험 가능한 거의 모든 생화학적 요인을 당뇨마우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회복

시켰다. 따라서 전통적인 약용작물인 번행초의 잠재적인 항당뇨 효능을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