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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당식이로 유도된 흰쥐에서 야콘 잎 추출물의 대사증후군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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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 of 70% ethanol extract of yacon leaf
on the metabolic syndrome induced by a high fructose (HF) diet in male Sprague-Dawley (SD) white rats. Five-week-old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for 8 weeks. AIN-76A diets were fed to the
control group and 60% HF diet to the metabolic syndrome induced group. Yacon leaf extracts were orally administered
to the two experimental groups from the 5th week of the HF diet. The HF diet increased body weight, blood pressure,
epididymal fat weight and siz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C, insulin and aorta thickness of the rats, but
yacon leaf extracts administration reduced these chang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yacon leaf has an excellent preventive effect on the metabolic syndrome by improving obesity, dyslipidemia and blood pressure induced by an HF
diet in rats. Therefore, yacon leaf has the potential for use as an ingredient in novel health foods for the prevention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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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Einhorn 등, 2003)
및 국제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이

2006)들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으로 인슐린

상혈당증, 고혈압, 비만, 중성지질 증가 등과 밀접하게 관련

저항성, 비만, 혈중지질, 혈압, 혈당에 관한 진단기준을 제시

이 있는 복합 증후군이다(Alberti 등, 2009). 2017년에 수행

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진단기준에

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28.1%, 여성 18.7

해당 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하고 있다(Kaur, 2014). 대사

%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증후군 유발원인에는 과잉 영양섭취, 높은 BMI 수치, 신체

2020).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일반적으로 WHO(Alberti

활동 부족,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와 Zimmet, 1998), EGIR(European Group for the Study

(Cameron 등, 2004).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

of Insulin Resistance; Balkau와 Charles, 1999), NCEP

위험을 5배 높이며, 심혈관계 질환은 2배, 뇌졸중은 2~4배,

ATP Ⅲ(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me

심근경색증은 3~4배 높이는 등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

Adult Treatment Panel Ⅲ; Expert Panel on Detection,

하고 있다(Alberti 등, 2005). 대사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서 일반적으로 생활방식 변화, 체중감량, 식단조절, 충분한

in Adults, 2001), 미국임상내분비학회(American Asso-

운동, 약물치료가 예방 및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D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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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에는 약리적인 목적을 가진 천연물을 이용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 지질 질환에 대해서
의약품에 비해 낮은 부작용으로 혈당증 저감에 효과적인 천
연물에 대한 보고와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Gupta 등, 2005).

장현욱 ․ 고소연 ․ 홍미현 ․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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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야콘은 남아메리카 고산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군(HF, 60% high fructose diet), 고과당식이＋저농도 야콘

식품과 민간약으로 이용해왔던 작물이다(Valentova와 Ulri-

잎 추출물군(YL1, HF＋100 mg/kg/d of YL), 고과당식이＋

chova, 2003). 국내에서 야콘은 1985년 농촌진흥청이 종묘

고농도 야콘 잎 추출물군(YL2, HF＋300 mg/kg/d of YL)으

를 도입하여 시험 재배를 시작한 이후 강원, 충북, 경북 등에

로 나누어 8주간 사육하였다. 야콘 잎 추출물은 5주차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야콘은 삼각형의 큰 잎이 있고 키는

존대를 이용해 경구 투여하였다.

1.5~2.5 m 정도 자라며 잎줄기 전체 무게는 2~4 kg 정도이
다(Lee와 Lee, 2014). 괴근은 고구마와 비슷한 단방추에서

혈압 측정

장방추형 모양을 가졌고 한 포기에서 10~20개 정도가 달리

수축기혈압은 자동혈압기록계(Kent Scientific, Torring-

며 총무게는 평균 2~5 kg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RDA,

ton, CT, USA)를 이용하여 흰쥐의 꼬리 동맥에서 측정하였

2020). 식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야콘의 괴근은 알칼리성 식

다. 개체마다 일주일에 1번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최소 8번

품으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고, 섬유소뿐만 아

이상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니라(Ohyama 등, 1990) phytoalexins, chlorogenic acids
등도 함유된 다기능성 식품이다(Inoue 등, 1995; Genta 등,

경구당부하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2005). 특히 야콘 당질의 80% 정도는 프럭토올리고당(FOS)

경구당부하검사는 희생 전 8주차에 실시하였다. 12시간

이 차지한다(Ojansivu 등, 2011). FOS는 체내에서 흡수되

이상 식이는 공급하지 않고 물만 공급한 후 50% 포도당 용

지 않아 당뇨병, 항비만(Ide 등, 1999), 동맥경화(Kim 등,

액(2 g/kg)을 경구 투여한 후에 혈당의 변화를 0, 30, 60,

2010)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야콘

90, 120분 후에 측정하였다. 꼬리 정맥으로부터 얻은 혈액

의 뿌리는 다양한 쓰임과 활용성을 가지는 것에 비해 야콘

은 ACCU-CHEK Active(Roche Diagnostics, Mannheim,

잎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여, 관련된 연구 또한 야콘 잎 에탄

Germany)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올 추출물의 혈당 저감화 효능(Baroni 등, 2016), 당뇨병
쥐에서 항산화 효능과 염증개선 효과(Biazon 등, 2016)에

혈액 생화학적 분석

국한되어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적 대사성 질환에 관한 효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3,000

능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과당식이로 흰쥐

rpm, 4°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을 얻었다. 얻어진

(rat)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과 같은

혈장은 자동생화학분석기(EZ SP-4430, Arkray, Kyoto,

대사증후군을 유도하고 야콘 잎 추출물 투여에 의한 개선

Japan)를 이용하여 triglyceride(TG), total cholesterol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T-Chol), HDL-cholesterol(HDL), LDL-cholesterol(LDL),
total bilirubin(T-bil)을 측정하였고, 혈장 내 C-reactive

재료 및 방법

protein(CRP, 557825,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 렙틴(ab100773, Abcam, Cambridge, UK), 인슐린

야콘 잎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야콘(Smallanthus sonchifolius) 잎

(80-INSRT-E01, ALPCO, Salem, NH, USA) 수치는 각각
의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은 경북 봉화군 ‘봉화야콘’에서 채취된 잎을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 야콘 잎을 동결 건조한 후 건조물의 10배(w/v)에 해당

혈관조직 절편 제작과 hematoxylin-eosin 염색

하는 70% 에탄올을 가해 24시간 동안 추출하여 감압 여과

흉부대동맥 조직을 채취하여 10% 포르말린 용액에 2일

하였다. 이를 감압농축기를 사용해 농축하고 동결 건조 후

동안 담가 고정했다. 고정된 혈관을 0.5 cm 만큼 잘라서 파

수율 약 13.2%의 양을 획득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

라핀 cassette에 넣고 물로 수세하여 불순물과 포르말린 용

다. 시료(yacon leaf, YL)는 -20°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액을 제거해 주고 에탄올과 xylene으로 탈수하였다. 그리고
조직을 파라핀으로 고정하고 회전형 박절기(Thermo Elec-

실험동물 및 식이

tron Corporation, PA, USA)를 이용해 6 um 두께로 박절하

본 동물실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였다. 완성된 혈관조직 절편을 hematoxylin-eosin(H&E)

원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WKU16-45)을 받

으로 염색하고 Axiovision 4 Imaging/Archiving software

아 진행하였으며 동물관리규정을 준수하였다. 실험동물은

(Axiovision 4,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를 이

생후 5주령의 Sprague-Dawley 수컷 흰쥐를 (주)샘타코

용하여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Image J(NIH, Bethesda,

BIOKOREA(Osa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일주일간 일

MD, USA) 프로그램을 통해 흉부대동맥의 내막-중막 두께

반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응시켰다.

를 분석 및 측정하였다.

이때 실험실 환경은 온도 22±1°C, 상대습도 63±5%, 명암
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적응시킨 후 완전 임의배치
하여 각 군당 8마리씩 대조군(CON, AIN-76), 고과당식이

혈관조직의 western blot 분석
흉부대동맥 조직을 채취하여 pH 7.6인 homogenase

야콘 잎의 대사증후군 억제 효과

buffer(250 mM sucrose, 1 mM EDTA, 0.1 mM phe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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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간 지방조직의 염색 정도를 관찰하였다.

methylsulfonyl fluoride, 20 mM potassium phosphate

통계분석

buffer)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4°C에서
5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해 분석에

실험 결과는 군별 평균±표준오차(mean±SE)로 표시하

사용하였다. 이 단백질을 Bradford assay로 정량하고 10%

였다. 군별 유의성은 Sigmaplot 10.0 software(Systat, San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SDS-PAGE)

Jose, CA, USA)를 이용하여 Student’s t-test로 군 간의

에 전기영동 하여 분리하였다. 그리고 gel에 분리된 단백질

유의성을 파악하였으며, P<0.01과 P<0.05에서 유의적 차

들을 nitrocellulose membranes에 전이시키고 0.05%

이로 판정하였다.

tween 20-Tris-buffered saline(TBS-T)에 5% bovine

결과 및 고찰

serum albumin을 넣은 용액으로 1시간 동안 shaking 하면

실험동물 무게

서 blocking 하였다. Blocking 된 membranes에 primary
antibodies인 E-selectin, ET-1(Santa Cruz, Dallas, TE,

과도한 과당 섭취는 체내에서 포도당보다 즉각적으로 대

USA)을 각각 1:1,000 농도로 TBS 용액에 희석하여 넣어준

사되어 급격한 혈당상승과 지방의 생합성을 촉진하며 결국

후 4°C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TBS-T로 수 회

중성지방의 합성을 증가시킨다(Bray 등, 2004). 이런 이유

세척하였다. 세척 후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로 지속적인 고과당의 섭취는 비만, 인슐린저항성, 지방간,

secondary antibody를 넣어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수 회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장애를 일으켜 결국에는 대사증후

세척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Amer-

군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Park 등, 2015).

sham, Buchinghamshire, UK)으로 발현시켜 Chemi-doc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유발을 위해 8주간 고과당식

image analyzer(Bio-Rad, Hercules, CA, USA)로 분석하

이를 급여한 결과 체중 변화는 Table 1과 같았다. 실험 시작

였다.

시 각 군의 체중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종료 후 60% 고과당식이를 섭취한 HF군은 454.84 g,

부고환 지방조직 세포의 크기 측정

일반식이를 섭취한 대조군은 435.96 g을 보여 체중이 유의

실험동물 희생 후 부고환 지방조직을 채취하여 4% para-

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그리고 60%

formaldehyde에 담가 4°C에서 2일간 고정한 다음 30%

고과당식이와 야콘 잎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YL1과 YL2군

sucrose 용액에 2일간 수침시켰다. 그리고 OCT compound

에서는 각각 422.14 g과 412.23 g의 무게를 나타내 HF군보

(Tissue-Tek, Sakura Finetek, CA, USA)에 embed 하고

다 유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P<0.01). 체

영하 30°C에서 단단하게 굳힌 후 Cryotome SME(Thermo

중증가량 또한 대조군보다 HF군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

Electron Corporation,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0.05), 야콘 잎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HF군보다 유의적으로

50 μm 두께로 sections 한 다음 poly-L-lysine-coated

낮은 체중증가량을 보였다(P<0.05).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lides에 부착시켰다. 이를 H&E로 염색하고 Axiovision 4

야콘 잎의 체중감소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이눌린, 프럭

Imaging/Archiving software(Carl Zeiss)를 이용하여 사

토올리고당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된 야콘의 비만 억제

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Image J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조직

능을 확인한 연구(Kim 등, 2010) 결과와 유사하였다.

세포의 크기를 분석 및 측정하였다.

혈압 변화
간 조직의 Oil Red O 염색

야콘 잎 추출물이 흰쥐의 혈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채취한 간 조직을 부고환 지방조직 전처리 방법처럼 처리

하기 위해 꼬리 동맥에서 수축기혈압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한 후 OCT compound에 embed 하고 -30°C에서 단면이

는 Fig. 1과 같다. HF군에서는 2주간 실험 식이를 공급한

위로 가게 굳힌 후 Cryotome SME를 이용하여 14 μm 두께

후부터 실험 종료 시까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혈압이 상

로 절편을 만든 다음 poly-L-lysine-coated slide에 부착

승하였다(P<0.01). 특히 8주차에 HF군은 대조군보다 28.51

하였다. 슬라이드에 부착된 간 조직을 Oil Red O로 염색한

% 혈압이 올라 고과당식이를 급여해 고혈압을 유도한 다른

후 Axiovision 4 Imaging/Archiving software(Carl Zeiss)

연구 결과(Kho 등, 2015)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Table 1. Changes of body weight among experimental groups

(unit: g)

Body weight

Con

HF

YL1

YL2

Start
Final
Gain BW

252.08±3.40
435.96±5.96
183.88±3.83

249.16±3.60
*
454.84±4.77
205.68±6.54*

248.61±3.42
422.14±7.62##
173.53±9.60#

249.24±3.54
412.23±8.66##
162.99±6.61##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n=8). *P<0.05 vs Con; #P<0.05, ##P<0.01 vs HF.
BW, body weight;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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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systolic blood pressure.
*
**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n=8). P<0.05, P<0.01 vs
#
##
Con; P<0.05, P<0.01 vs HF.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Fig. 2.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oral glucose tolerance
*
**
test.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n=8). P<0.05, P<
#
##
0.01 vs Con; P<0.05, P<0.01 vs HF.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YL2군은 4주차까지 혈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야콘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이다(Danesh 등, 1999; Verma 등,

잎 추출물을 투여 후 5주차부터 HF군보다 유의적으로 혈압

2005). 또한 대사증후군과 동맥경화증을 판단하는 요인으

이 감소하여(P<0.01), 8주차에는 HF군보다 20.44% 혈압

로 알려져 있다(Lee와 Kim, 2002). CRP는 대조군보다 HF

저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YL1군은 5주차까지

군에서 8.33% 증가했지만 YL2에서는 HF군보다 유의적으

혈압이 증가하였다가 6주차부터 HF군보다 혈압이 유의적

로 감소하여 야콘 잎의 대사증후군 및 염증개선 효과를 확인

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하였다(P<0.01). T-bil은 간손상 지표로(Cho 등, 2001),
YL2에서 HF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항염증 효과를 보
였다(P<0.05). 한편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

경구당부하검사
야콘 잎 추출물이 흰쥐의 내당능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

틴은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며, 혈당

을 알아보기 위해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Fig. 2). 그

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함께 에너지대사를 조절한다(Tilg와

결과 포도당 투여 30분 후에 HF군 혈당은 대조군보다

Moschen, 2006). 그런데 고과당식이는 중성지질 농도를 증

16.78% 유의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120분에는

가시키고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해 결국 렙틴 저항성도 증가

20.74% 유의적으로 더 높은 혈당을 보였다(P<0.01). 반면,

시켜 에너지대사 이상을 가져온다(Chotiwat 등, 2007; Park

YL1, YL2군은 포도당 투여 120분 후에 HF군보다 각각

등, 2010). 야콘 잎 추출물 투여 시 렙틴과 인슐린 수치 변화

16.74%, 21.70% 유의적으로 낮아(P<0.01) 대조군과 유사

를 통해 에너지대사 조절 기능을 확인한 결과, 렙틴은 YL2

한 혈당수치를 보였으며, Lee 등(2012) 연구와 같이 인슐린

에서 HF군 대비 19.90%, 인슐린은 43.40% 유의적으로 감

저항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소하였다(P<0.05). 이를 통해 고과당식이로 인해 공급된 과
잉 에너지가 유발한 대사이상을 개선하는데 야콘 잎 추출물

혈장 내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야콘 잎 추출물 투여 시 대사증후군 지표는 Table 2와

혈장 내 지질 변화

같다. CRP는 대표적인 염증반응의 지표로, 염증성 질환이나
지방세포 기능 이상, 체내 조직의 괴사 시에 현저하게 증가

야콘 잎 추출물 투여로 인한 지질 변화는 Table 3과 같다.

하는 급성기 반응 물질로 관상동맥질환과 말초 혈관질환에

HF군의 T-Chol, TG, LDL 수치는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Table 2.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CRP, T-bilirubin, leptin, and insulin
Con
CRP (ng/mL)
T-bil (mg/dL)
Leptin (ng/mL)
Insulin (ng/mL)

0.44±0.02
0.62±0.04
1.54±0.04
0.56±0.04

HF

YL1
*

0.48±0.01
0.88±0.06**
2.06±0.11**
1.06±0.14*

YL2
#

0.46±0.04
0.78±0.02
1.75±0.09#
0.66±0.06#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n=8). *P<0.05, **P<0.01 vs Con; #P<0.05, ##P<0.01 vs HF.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0.44±0.01##
0.63±0.08#
1.65±0.05#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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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and LDL
Con
T-Chol
TG
HDL
LDL

HF

69.50±2.43
108.60±2.66
60.00±6.02
8.67±0.66

**

92.40±6.56
164.75±8.67**
57.40±2.91
15.00±2.61*

(unit: mg/dL)

YL1

YL2

77.75±2.64#
119.83±3.89##
61.63±3.87
11.16±1.64

70.20±3.12#
111.67±4.99##
66.14±2.26
9.00±0.89#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n=8). *P<0.05, **P<0.01 vs Con; #P<0.05, ##P<0.01 vs HF.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Con

HF

YL 1

YL 2

Fig. 3.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epididymal fat pads morphology and size of cells.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
##
(n=8). P<0.01 vs Con; P<0.01 vs HF.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증가했으며(P<0.05), YL2군에서는 HF군보다 T-Chol, TG,
LDL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P<0.05). 특
히 YL2의 TG 함량은 HF군보다 32.22%가량 감소하는 효과
를 보여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심혈관계질환 유발인자
(Dunn, 1990) 억제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HDL
은 야콘 잎 추출물 투여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Con

HF

YL 1

YL 2

부고환 및 간 지방세포에 대한 변화
야콘 잎 추출물이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Fig. 3), 대조군보다 HF군에서 45.38%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P<0.01). 고과당식이로 증가한 지방조직은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MCP-1), interleukin-6(IL-6)와 같은
adipokine의 이상 분비를 일으켜 결국에는 인슐린저항성과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Ridker 등, 2004; Vazquez-Vala 등,
2008). 하지만 YL1의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는 HF군보다

Fig. 4.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liver morphology.
Representative microscopic photographs in liver of SD rats.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30.81%, YL2는 50.59%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P<0.01)
을 미뤄봤을 때, 야콘 잎 추출물은 지방조직의 증가와 지방

인하였다. 반면 야콘 잎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간 지

세포 크기의 증가를 억제해 지방세포 기능 정상화에 기여함

방세포 내 lipid droplet 영역이 HF군보다 감소함을 알 수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 지방세포 내 지질 축적에 대한

있어 지방간 등으로 인한 간세포 손상 억제에도 도움이 될

야콘 잎 추출물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Fig. 4), HF군에서

것으로 보인다.

적색으로 염색된 lipid droplet이 대조군에 비해 많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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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YL 1

HF

YL 2

Fig. 5.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aorta morphology.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E (n=8). **P<0.01 vs Con;
vs HF.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

##

P<0.01

발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

야콘 잎 추출물이 혈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앞서 지방세포 기능

(Fig. 5), HF군의 대동맥 내중막(aorta intima-media)의 두

이상은 CRP와 adipokine의 이상 분비를 유발하고 이는 죽

께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

상동맥경화의 유발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Furuka-

다(P<0.01). 반면 야콘 잎 추출물을 투여한 YL1, YL2군에

wa 등, 2004). 특히 혈관 내피에서 일어나는 염증세포와

서는 HF군보다 각각 16.27%, 21.80%로 두께가 유의적으

혈관세포 간의 염증반응은 초기 죽상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P<0.01). 또한 복분자의 대사증후

이 되는데(Steinberg, 2002), 이때 세포 표면에 염증관련

군 개선 효과를 평가한 Kho 등의 연구(2015)와 비교해보면,

세포들이 부착될 수 있도록 E-selectin 같은 세포접착분자

YL 투여군이 HF군에 비해 혈관 단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cell adhesion molecule, CAMs)가 주로 발현된다고 알려

보다 매끈함을 보인 것으로 보아 야콘 잎 추출물이 혈관 부

져 있다(Bereta 등, 1992). 그 결과 혈관염증은 더욱 진행되

착인자의 발현을 저해하여 항죽상경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

게 된다. 따라서 본 결과처럼 E-selectin의 염증 마커 발현

로 판단된다.

이 대조군보다 HF군에서 46.90% 증가했으며 YL1, YL2에
서는 HF군보다 각각 14.81%, 42.27% 감소함을 확인할 수

혈관염증 마커 및 혈관수축 인자에 대한 발현 변화
야콘 잎 추출물이 혈관에서 혈관염증 마커와 수축 인자의

있었다. 그리고 혈관수축 인자인 ET-1 또한 대조군보다 HF
군에서 65.74%로 발현이 확연히 증가했으며, 야콘 잎 추출

Fig. 6. Effects of yacon leaf extracts on the E-selectin and ET-1 in the aorta. Representative western blots of adhesion molecules,
ET-1 protein levels are shown. Con, control; HF, high fructose; YL1, yacon leaf 100 mg/kg/d; YL2, yacon leaf 300 mg/k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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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투여한 YL1, YL2군에서는 HF군보다 각각 18.72%,
45.95% 발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야콘 잎 추출물이 CAMs
의 생성과 작용을 저해해 혈관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대
사증후군 합병증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강력한 혈관수축 작용을 나타내
는 ET-1의 발현을 억제해 고과당식이 상태에서도 Fig. 1과
같이 혈압상승 저해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고과당식이를 급여하여 대사증후군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흰쥐에 야콘 잎 추출물을 투여하여 대사증후군 증상 개선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체중 감소와 부고환 지방세포 크
기의 감소, 간 지방축적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혈중
중성지질 농도와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인슐
린과 렙틴 농도를 낮춰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
하고 내당능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흉부대동맥에서 세포접
착분자 감소와 혈관수축 인자 발현 억제를 통해 혈압저하
효과를 보여 혈관기능 정상화에 기여했다. 이상을 종합해봤
을 때 야콘 잎 추출물은 대사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야콘 수확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야
콘 잎의 활용성 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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