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8(5); 485~494; May 2019 https://doi.org/10.5322/JESI.2019.28.5.485

1)1. 서 론

생강과(Zingiberaceae)에 속하는 울금(Curcuma longa 
L.)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

아 등에 자생하고 있으며(Araujo and Leon, 2001), 향
신료 및 민간요법에서 의약품 등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Kim and Lee, 2014). 
울금은 당뇨와 신체 장기 조직 기능의 보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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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effect of 5% turmeric (Curcuma longa L.) on the blood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function of streptozotocin (STZ, 45 mg/kg body weight)-induced diabetic rats. Seven-week-old male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6), and fed experimental diets containing turmeric meal [basal diet+5% turmeric (BT), basal 
diet+STZ+5% turmeric (ST)], and control (BD), BS groups (basal diet+STZ). The results of this study, turmeric diet groups (BT, ST) 
in lipid component as evidenced from the significantly reduction of serum tota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holesterol), atherosclerotic index (AI), cardiac risk factor (CRF), triglyceride (TG), phospholipid (PL), free cholesterol, 
cholesteryl ester, uric acid, blood glucose, non esterified fatty acid (NEFA), and elevation of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holesterol). The serum albumin and globulin contents were increased in turmeric supplementation diet than STZ-induced 
diabetic rats (p<0.05). Concentrations of sodium (Na) and chlorine (Cl) in sera were lower in the turmeric diet than diabetic group. 
Total calcium (T-Ca), phosphorus (Pi) and potassium (K) concentrations in sera were higher in the BT, ST and BD groups than BS 
group. In vivo experiments with Sprague-Dawley rats showed that ingestion of turmeric (Curcuma longa L.) were effective in the 
blood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func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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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Senan et al., 2013), 주
요 생리활성물질인 curcumin은 악성종양, 백혈병, 전립

선암 및 염증에 예방 및 개선 효과를 보이는 등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Saladini et al., 2009; Hewlings 
and Kalman, 2017; Mohebbati et al., 2017).  

당뇨병은 만성질환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
년 8.9%에서 2016년 14.4%로 증가되었다고 하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당뇨병 및 비만

과 이상지질혈증 등이 문제 시 된다고 한다(Park et al., 
2004; Kim et al., 2006;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8).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질혈증, 산화적 스트

레스 증가, 지질과산화 등의 복합적인 병인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Cho et al., 2014), 지질대사 합

병증을 유발하여 죽종 형성 및 심혈관계질환 등과 연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w et al., 2010).
당뇨 합병증은 항산화 면역 체계의 변화와 자동산화

에 의한 당화 증가에 의해 진행이 촉진되어 지질과산화

물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사적 기능 장애(Son et al., 
1992; Ha and Kim, 1999; Lee et al., 2002; Kim et al., 
2010)와 모세혈관의 상피 세포막이 두꺼워져 만성 대사

성 증후군이 발생되는 고혈당이 특징인 질환이다(Yoon 
et al., 1987; Nepom, 1990; Wolff, 1993; Kim et al., 
2010). 

Hamden et al.(2011)은 alloxan으로 유도된 당뇨성 

흰쥐에 ω-3계 α-linolenic acid 함유량이 높은 호르파

(fenugreek) 씨 정유(essential oil) 추출물 급여는 중성지

질(triglyceride, T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켰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켜 지질 

성분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HDL-콜레스

테롤은 말초조직에서 간으로 LDL을 수송하여, 심혈관

계질환 및 당뇨 등을 예방시킨다고 한다(Treguier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5% 울금이 streptozotocin (STZ)으
로 유발된 Sprague-Dawley계 당뇨성 흰쥐의 혈당 저하

와 지질대사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기능성 소

재로서 활용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전남 진도영농조합법인(Jindo, Jeonnam, Korea)에서 

구입한 울금(Curcuma longa L.)은  진공동결건조

(EYELA, FDU-2000, Rikakikai Co., Tokyo, Japan)
시킨 후, 분쇄기(HMF-3250S, Han-I1 Co., Seoul, 
Korea)로 마쇄하였고, -80 (DF-8514, I1-Shin 
BioBase Co., Daegu, Korea)에 저장하여 본 실험에 사

용하였다.

2.2. 실험 동물

7주령된 평균 체중이 200±10 g인 Sprague Dawley
계 수컷 흰쥐(Daehan Biolink Co., LTD, Eumseong, 
Korea)를 구입하여, 5% 콩기름(Ottogi, soybean oil, 
Anyang, Korea)을 함유하는 기초식이로 1주일간 예비 

사육하여 적응시킨 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나누었다. 각 실험 당 6마리씩 4
군으로 metabolic cage (JD-C-71, Jeongdo, Korea)에 

나누어 5주간 실험사육하였다. 실험사육실의 온도는 

20±1 , 상대습도는 50±10%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

며, 명암 12시간(07:00 19:00)을 주기로 실험종료 시

까지 조명하였다(Jin et al., 2018). 예비사육 및 동물실

험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PNU- 
2017-1422)과 관리 감독하에 실시되었다.

2.3. 식이조성 및 실험군

당뇨를 유발하기 위해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

에 0.01 M citrate buffer (pH 4.6)로 용해시킨 

streptozotocin (STZ) (Sigma, USA, 45 mg/kg body 
weight)을 복강 내 주사(IP injection)하여 당뇨를 유발

시켰다. 기본식이를 섭취시킨 대조군(control)인 정상군

(normal-nondiabetic)은 BD군, 정상 실험군에 5% 울금 

급여군(BT군), 당뇨 유발 실험군(BS군)인 질환 모델 대

조군(control-diabetic)과 질환 실험군(diabetic)에 5% 
울금을 급여시킨 실험군(ST군)으로 나누었다. 식이조성 

및 실험군은 Table 1과 같다.

2.4. 실험 동물의 처치

실험사육 최종일에 7시간 절식시킨 뒤, 가스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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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inhalation narcosis control, SK-INC-100A, 
Daejong, Seoul, Korea)를 사용하여 CO2 gas 마취하에 

심장채혈법으로 채혈하였으며, 혈액을 취하여 4 에서 

약 1시간 방치한 후 분당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

리하여 혈청을 취해 실험에 사용하였다(Jin et al., 2018). 

2.5. 혈청의 생화학적 지표성분 분석

흰쥐의 혈청 중 혈당 농도는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

약(Eike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자동분석기

(Hitachi 7150,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총 콜레스

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농도는 효소법(enzymatic)에 의해 조제된 시약(Eiken, 
Tokyo, Japan)을 이용하였고, 인지질 농도의 측정은 효

소법으로 조제된 측정용 시약(SICDIA PL, Eiken,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생화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로 정량하였다. 측정되어진 총 콜레스테

롤 및 HDL-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동맥경화지수

(atherosclerotic index, AI), 심혈관 위험지수(cardiac 
risk factor, CRF)를 계산하였다. 유리 콜레스테롤은 효

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Free cholesterol, Eiken,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생화학분석기(Modular 
Analytics P, Mannheim, Germany)로 측정하였다. 콜
레스테롤 에스테르는 총 콜레스테롤 및 유리 콜레스테롤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및 총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비를 

나타내었고, 유리 지방산(non esterified fatty acid, 
NEFA) 농도는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SICDIA 
NEFAZYME, Eiken,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생화

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요산 농도의 정량은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Eiken, 

Group1)

Ingredient BD BT BS (IP)2) ST (IP)

Casein (C3400)
(Sigma, St. Louis, USA) 22.0 21.7 22.0 21.7

Corn starch (S4126)
(Sigma-Aldrich, St. Louis, USA) 48.0 43.3 48.0 43.3

Sucrose
(Cheiljedang, Incheon, Korea) 15.0 15.0 15.0 15.0

Cellulose (C8002)
(Sigma, St. Louis, USA) 5.0 5.0 5.0 5.0

Mineral mix.3) (960400)
(MP Biomedicals, California, USA) 3.5 3.5 3.5 3.5

Vitamin mix.4) (960402)
(MP Biomedicals, California, USA) 1.0 1.0 1.0 1.0

Soybean oil
(Ottogi, Gyeonggido, Korea) 5.0 5.0 5.0 5.0

L-Cystine (34430-0310)
(Junsei, Tokyo, Japan) 0.3 0.3 0.3 0.3

Choline bitartrate (C1629)
(Sigma, St. Louis, USA) 0.2 0.2 0.2 0.2

Turmeric (Curcuma longa L.) - 5.0 - 5.0

Total 100.0 100.0 100.0 100.0
1)BD : basal diet (control group). BT : basal diet+5% turmeric (Curcuma longa L.). BS : basal diet+ streptozotocin (STZ). ST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5% turmeric (Curcuma longa L.). 2)IP : intraperitoneal injection (streptozotocin 45 mg/kg body weight 
; 0.01 M citrate buffer sol`n (pH 4.6)). 3)AIN-93G-MX mineral mix. 4)AIN-93-VX vitamin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Table 1.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 and gro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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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Japan)을 사용하여 생화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2.6. 총 단백질, 알부민 및 글로불린 농도의 정량

흰쥐의 혈청 총 단백질, 알부민 및 글로불린의 농도는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측정용 시약(Eike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자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알부민 및 글로

불린을 이용하여 알부민/글로불린 비(albumin/globulin 
ratio, A/G 비)를 나타내었다.

2.7. 전해질 농도의 정량

혈청 중의 총 칼슘 및 인은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

(Eiken,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자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로 분석하였고 나트륨, 칼륨 및 염

소는 ion selective electrode 방법에 준하여 electrolyte 
analyzer (Easylyte- Plu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2.8. 통계 처리

통계처리는 실험군 당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다. 유의성검정은 one-way ANOVA로 분석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각 실

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알아보았다. 통계처리 프로

그램은 IBM SPSS statistic ver. 22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혈당 농도

5% 울금 급여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성 

흰쥐의 혈당 농도는 Table 2와 같다. 질환 모델 실험군

(diabetic)에 5% 울금을 섭취시킨 실험군(ST군)에서 

194.8±11.8 mg/dL로 나타나, 당뇨 유발 실험군(BS군)
인 질환 모델 대조군(control-diabetic)의 218.8±10.2 
mg/dL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기본식이를 섭취시킨 대조군(control)인  BD군 및 기본

식이에 5% 울금을 급여시킨 군(BT군)에서 각각 

93.1±3.5 및 90.8±3.3 mg/dL로 나타났으며, 울금의 급

여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울금의 주요 성분인 curcumin, 
demethoxycurcumin, bis-demethoxycurcumin 등 

curcuminoid는 혈당과 지질성분을 조절하고(Sukandar 

et al., 2010; Kim et al., 2013), α-glucosidase 및 α

-amyl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Lekshmi et al., 2014; Chahdoura et al., 
2017). 따라서 본 실험 결과, 울금의 급여로 혈당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총 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 농도와 AI 및 

CRF

혈청 중의 총 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 농도와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HDL-콜레스테롤 농도 비, 동맥경

화지수(Atherosclerotic Index, AI) 및 심혈관 위험지수

(Cardiac Risk Factor, CRF)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당뇨를 유발시킨 BS군에서 

141.8± 13.2 mg/dL로 여타 실험군에 비하여 증가하였

으나, 울금 급여군인 ST군에서 114.2±12.5 mg/dL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되었다(p<0.05). 또한, BD군 

및 BT군은  107.5±11.9 및 100.8±11.8 mg/dL로, BD
군에 비해 BT군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HDL-콜
레스테롤의 농도는 BD군 및 BT군에 각각 34.0±1.7 및 

35.1±1.5 mg/dL로 확인되었고, BS군 및 ST군에서 

24.3±1.9 및 28.5±1.7 mg/dL로 BS군에 비해 ST군에서 

유의적인 농도의 증가를 보였다(p<0.05). 총 콜레스테롤

에 대한 HDL-콜레스테롤 농도 비는 BD, BT, BS 및 ST
군에서 각각 31.6±1.6, 34.8±1.5, 17.1±1.4 및 25.0± 
1.4%로 관찰되었다. AI 및 CRF는 유사한 경향이었으

며, AI는 ST군(3.01±0.38)에서 BS군(4.84±0.46)에 비

해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고(p<0.05), BD군 및 BT
군에서 2.16±0.30 및 1.87±0.30로 관찰되었다. CRF는 

BD군 및 BT군에서 각각 3.16±0.35 및 2.87±0.34로 확

인되었으며, ST(4.01±0.44)군은 BS군(5.84±0.54)에 비

하여 유의적인 차이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당뇨

병은 고혈당이 특징인 대사성 질환으로, 울금의 급여가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며, HDL-콜레스테롤 농
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고(Babu and Srinivasan, 
1997), 동맥경화지수 및 심혈관 위험지수를 줄여 준다고 

보고하였다(Aissaoui et al., 2011). 본 실험 결과, 당뇨 

유발군에 5% 울금의 급여는 총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 
HDL-콜레스테롤 농도 및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HDL-
콜레스테롤 농도 비의 증가와 AI 및 CRF의 저하로 당질

대사 장애에 따른 심장순환기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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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판단된다.

3.3. LDL-콜레스테롤, 중성지질 및 인지질 농도 

혈청 중의 LDL-콜레스테롤, 중성지질 및 인지질 농도

는 Table 2에 표시하였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BD
군 및 BT군에서 65.7±7.9 및 66.3±5.5 mg/dL으로 나타

났으며, ST군은 81.9±7.1 mg/dL로 BS군(96.3±6.8 
mg/dL)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당뇨성 흰쥐의 혈청 중성지질 농도는 ST군에서 

80.8±5.7 mg/dL로 BS군(93.5±6.8 mg/dL)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p<0.05). BD군 

및 BT군에서 각각 71.0±6.1 및 68.3±5.9 mg/dL로 BT
군의 농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인지질의 농도는 ST군

(100.8±6.2 mg/dL)은 BS군(113.1±5.7 mg/dL)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또한, BD군(87.7±6.2 
mg/dL) 보다 BT군(86.8±5.9 mg/dL)에서 농도의 감소

를 나타내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p<0.05). 당뇨병은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증

가하는 등 지질성분과 관련이 있으며(Krauss, 2004), 이
상지질혈증을 야기시킨다고 한다(Kim and Seong, 
2008). 본 실험에서, 당뇨성 흰쥐에 울금의 급여는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및 인지질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

시켰다(p<0.05). 따라서 울금은 지질성분의 조절과 당질

대사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유리 콜레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농도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비

혈청 유리 콜레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농도

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유
리 콜레스테롤 농도는 ST군(20.6±2.7 mg/dL)이 BS군

(27.5±2.8 mg/dL)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났다

(p<0.05). BD군(15.0±1.9 mg/dL) 보다 BT군

(14.2±2.3 mg/dL)에서 농도의 감소를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농도는 ST군(93.6±7.6 mg/dL)이 BS군

(114.3±8.0 mg/dL)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를 확인하

였다(p<0.05). BD군(92.5±6.9 mg/dL)에 비해 BT군

(86.6±7.1 mg/dL)에서 농도의 감소를 확인하였지만 유

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콜레스테

롤 에스테르 비는 BD, BT, BS 및 ST군에서 각각 

86.0±6.5, 85.9±7.1, 80.6±5.6 및 82.0±6.6%로 나타났

으며,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Group1) BD BT BS ST

Total cholesterol (mg/dL) 107.5±11.9a7) 100.8±11.8a  141.8±13.2b  114.2±12.5a

HDL-cholesterol2) (mg/dL) 34.0±1.7c 35.1±1.5c  24.3±1.9a  28.5±1.7b

HDL-C/Total cholesterol (%) 31.6±1.6c 34.8±1.5d  17.1±1.4a  25.0±1.4b

AI3)  2.16±0.30a  1.87±0.30a   4.84±0.46c   3.01±0.38b

CRF4)  3.16±0.35a  2.87±0.34a   5.84±0.54c   4.01±0.44b

LDL-cholesterol5) (mg/dL) 65.7±7.9a 66.3±5.5a  96.3±6.8c  81.9±7.1b

Triglyceride (mg/dL)  71.0±6.1ab 68.3±5.9a  93.5±6.8c  80.8±5.7b

Phospholipid (mg/dL) 87.7±6.2a 86.8±5.9a 113.1±5.7c 100.8±6.2b

Free cholesterol (mg/dL) 15.0±1.9a 14.2±2.3a  27.5±2.8c  20.6±2.7b

Cholesteryl ester (mg/dL) 92.5±6.9a 86.6±7.1a 114.3±8.0b  93.6±7.6a

Cholesteryl ester ratio (%)6) 86.0±6.5a 85.9±7.1a  80.6±5.6a  82.0±6.6a

Blood glucose (mg/dL) 93.1±3.5a 90.8±3.3a  218.8±10.2c  194.8±11.8b

1)BD : basal diet (control group). BT : basal diet+5% turmeric (Curcuma longa L.). BS : basal diet+ streptozotocin (STZ). ST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5% turmeric (Curcuma longa L.). 2)HDL-cholesterol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3)Atherosclerotic index : (total cholesterol – HDL-cholesterol)/HDL-cholesterol. 4)Cardiac risk factor : 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5)LDL-cholesterol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6)Cholesteryl ester ratio (%) : cholesteryl ester/total 
cholesterol×100 7)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2. Effects of turmeric (Curcuma longa L.) on serum lipid profile contents of STZ-induced diabet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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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당뇨병은 지단백의 변화와 유리 콜레스테롤 

농도의 증가로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Howard, 1987; Dullaart et al., 1989), 콜
레스테롤 에스테르 비는 간질환의 지표로 이용된다고 한

다(Kim and Seong, 2008). 

 3.5. 유리 지방산 농도

흰쥐의 혈청 유리 지방산(Non Esterified Fatty Acid, 
NEFA) 농도는 Fig. 1과 같이, ST군에서 609.3±23.5 μ
Eq/L로 BS군(662.8±26.8 μEq/L)과 비교하였을 때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되었으며(p<0.05), BD군 및 

BT군에서 각각 578.5±29.8 및 534.8±30.3 μEq/L로 

BT군에서 감소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 NEFA 증가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Paolisso et al., 1995)으로, 
본 실험 결과, 당뇨 유발군에 5% 울금을 급여함으로서 

NEFA 농도를 감소시켜 대사증후군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3.6. 요산 농도

혈청 중의 요산 농도는 Fig. 2와 같다. BS군에서 

2.07±0.11 mg/dL로 여타 실험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며 높은 농도를 확인하였고(p<0.05), ST군은 

1.80±0.13 mg/dL로 BS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시켰

다(p<0.05). 대조군(BD군) 및 기본식이에 5% 울금 급

여군인 BT군에서 1.72±0.05 및 1.61±0.07 mg/dL로, 
5% 울금 급여가 요산 농도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p<0.05). 요산 농

도의 증가는 통풍, 산화적 스트레스, 고혈압, 뇌졸중, 심
혈관계질환 등을 유발하며, 당뇨병 발병 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Dehghan et al., 2008). 본 실험 결

과, 당뇨 유발군에서 높은 요산 농도를 확인하였으나, 울
금의 급여로 인하여 유의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

다.

3.7. 총 단백질, 알부민 및 글로불린 농도와 A/G 비

혈청 중의 총 단백질, 알부민 및 글로불린 농도와 알부

민/글로불린 비(albumin/globulin ratio, A/G 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ST군에서 총 단백질 농도는 

6.94±0.06 g/dL로 BS군에서 나타난 6.52±0.08 g/dL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농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p<0.05). BD군 및 BT군에서 각각 7.70±0.31 및 7.39 
±0.29 g/dL로 확인되었다. 알부민의 농도는 ST군에서 

3.21±0.06 g/dL로 BS군(2.83±0.09 g/dL)에 비해 유의

적인 증가를 확인하였다(p<0.05). BD군 및 BT군에서 

Fig. 1. Effects of turmeric (Curcuma longa L.) on serum 
non esterified fatty acid (NEFA) concentrations of 
STZ-induced diabetic rats.

1)BD : basal diet (control group). BT : basal diet+5% turmeric 
(Curcuma longa L.). BS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 ST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5% turmeric (Curcuma 
longa L.). 

2)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Fig. 2. Effects of turmeric (Curcuma longa L.) on serum 
uric acid concentrations of STZ-induced diabetic 
rats.

1)BD : basal diet (control group). BT : basal diet+5% turmeric 
(Curcuma longa L.). BS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 ST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5% turmeric (Curcuma 
longa L.). 

2)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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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68±0.08 및 3.50±0.10 g/dL로 나타났다. 글로불

린의 농도는 BS군에서 3.70±0.11 g/dL로 나타났고, ST
군에서 3.73±0.09 g/dL로 확인되었으며, BD군 및 BT
군은 4.02±0.09 g/dL 및 3.89±0.08 g/dL의 농도로 측정

되었다. A/G 비는 BD군이 0.92±0.02, BT군은 

0.90±0.03로 나타났으며, ST군은 0.86±0.02로 BS군

(0.76±0.03)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 유발에 의하여 알부민 및 

글로불린 농도와 A/G 비는 감소되었으나, 울금의 급여

로 증가시켜 단백질의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백질 및 알부민, 글로불린 농도는 간 기능 

검사의 급성질환 지표로는 한계가 있으나, 만성질환시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8; Kim, 2009). 

3.8. 전해질 농도   

흰쥐의 혈청 전해질의 농도는 Table 4와 같다. 혈청 

총 칼슘 농도는 울금 5%를 첨가 급여한 ST군(12.8±1.2 
mEq/L)이 당뇨 유발 BS군(11.7±1.3 mEq/L)에 비하여 

농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p<0.05). BD군 및 BT군에서 

각각 14.3±1.1 및 15.8±1.4 mEq/L로 BT군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Pi) 농도는 ST군(11.2±0.4 mEq/L)
에서 BS군(10.4±0.3 mEq/L)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농도의 증가를 관찰하였다(p<0.05). BD군

(12.5±0.5 mEq/L)에 비해 BT군(12.7±0.4 mEq/L)에서 

농도의 증가를 나타내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0.05). 나트륨(Na)의 농도는 BS군(167.5±7.5 
mEq/L)에 비하여 ST군(158.3±6.9 mEq/L)에서 농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BD군 및 BT군에서 142.9±7.1, 
141.5±6.8 mEq/L로 낮아진 농도를 확인하였다. 칼륨

(K)의 농도는 ST군에서 6.1±0.2 mEq/L로 BS군

(5.7±0.1 mEq/L)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농도의 증

가를 보였다(p<0.05). BD군 및 BT군에서 각각 6.9±0.3 
및 7.2±0.2 mEq/L로 나타났다. BD 및 BT군, BS, ST의 

염소(Cl) 농도는 각각 92.1±2.5 및 91.8±2.3 mEq/L, 
104.5±2.9, 100.8±2.7로 확인되었다. Streptozotocin으
로 유도된 당뇨성 흰쥐는 세포막의 Ca2+-ATPase를 억제

Group1) Total protein (g/dL) Albumin (g/dL) Globulin (g/dL) A/G ratio2)

BD 7.70±0.31c3) 3.68±0.08d 4.02±0.09c 0.92±0.02c

BT 7.39±0.29c 3.50±0.10c 3.89±0.08bc  0.90±0.03bc

BS 6.52±0.08a 2.83±0.09a 3.70±0.11a 0.76±0.03a

ST 6.94±0.06b 3.21±0.06b  3.73±0.09ab 0.86±0.02b

1)BD : basal diet (control group). BT : basal diet+5% turmeric (Curcuma longa L.). BS : basal diet+ streptozotocin (STZ). ST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5% turmeric (Curcuma longa L.). 2)A/G ratio : albumin/globlin ratio. 3)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3. Effects of turmeric (Curcuma longa L.) on serum total protein, albumin and globulin concentrations and ratio of A/G 
of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1) BD BT BS ST

T-Ca (mEq/L)   14.3±1.1bc2)  15.8±1.4c  11.7±1.3a  12.8±1.2ab

Pi (mEq/L)  12.5±0.5c  12.7±0.4c  10.4±0.3a 11.2±0.4b

Na (mEq/L) 142.9±7.1a 141.5±6.8a 167.5±7.5b 158.3±6.9b

K (mEq/L)   6.9±0.3c   7.2±0.2c   5.7±0.1a   6.1±0.2b

Cl (mEq/L)  92.1±2.5a  91.8±2.3a 104.5±2.9b 100.8±2.7b

1)BD : basal diet (control group). BT : basal diet+5% turmeric (Curcuma longa L.). BS : basal diet+ streptozotocin (STZ). ST : basal 
diet+streptozotocin (STZ)+5% turmeric (Curcuma longa L.). 2)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4. Effects of turmeric (Curcuma longa L.) on serum electrolyte concentrations of STZ-induced diabet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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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Babu et al,, 2006), 혈당 농도의 증가에 따라 전해

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lmer and 
Clegg, 2015). 본 실험 결과, 당뇨 유발군에 5% 울금의 

급여가 총 칼슘, 인 및 칼륨의 농도 증가를 나타내었고, 
나트륨 및 염소 농도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울금의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조절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Streptozotocin (STZ)을 복강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

시켜 질환 모델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5% 울금 급여가 

당뇨성 흰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혈당 

농도는 울금 급여군인 ST군에서 194.8±11.8 mg/dL로 

당뇨 유발군(BS군, 218.8±10.2 mg/dL)에 비해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며 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BT군

에서 90.8±3.3 mg/dL으로 대조군인 BD군(93.1±3.5 
mg/dL)과 비교하였을 때 농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혈
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당뇨 유발 실험군에 5% 울금을 

급여함으로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농도의 감소를 보

였다(p<0.05). 또한, 5% 울금 급여(BT군)가 대조군(BD
군)과 비교하였을 때 농도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ST군에서 BS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

내었으나,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동맥

경화지수(AI) 및 심혈관 위험지수(CRF)는 유사한 경향

으로 BS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울금 급여로 인해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질

의 농도는 BS군에 비해 ST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

다. BD군(71.0±6.1 mg/dL)에 비해 BT군(68.3±5.9 
mg/dL)에서 감소된 농도를 확인하였다. 혈청 중의 인지

질 농도는 울금 급여군인 ST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

였으며, 유리 콜레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의 농

도 또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리 지방산(Non 
Esterified Fatty Acid, NEFA) 및 요산 농도는 5% 울

금 급여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뇨 유발에 의하

여 알부민 및 글로불린 농도와 A/G 비는 감소되었으나, 
울금의 급여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울금의 급

여가 당뇨 유발군에 비해 나트륨 및 염소의 농도를 감소

시켰고, 총 칼슘, 인 및 칼륨의 농도는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울금의 섭취는 당뇨성 흰쥐

의 당질대사 장애와 심혈관계질환 및 전해질 불균형 개

선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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