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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atechin and quercetin on the hepatic glucose metabolism of diabetic
rats. The experimental group was divided into five groups, the normal control (NC) group, diabetes mellitus (DM)
group, diabetes mellitus+catechin (DM＋C) group, diabetes mellitus+quercetin (DM＋Q) group, and diabetes mellitus+catechin+quercetin (DM＋C＋Q) group. Diabetes mellitus was induced by a high-fat diet and low dose streptozotocin administration. Catechin (150 mg/kg BW) and quercetin (150 mg/kg BW) were orally administered to the diabetic
rats daily for three weeks. While the fasting blood glucose level decreased in the DM＋C group, DM＋Q group, and
the DM＋C＋Q group compared to the DM group, the fasting blood glucose level in the DM＋C＋Q group was the
lowest. Hepatic glycolytic key enzymes, glucokinase, phosphofructokinase, and pyruvate kinase activity decreased in
the DM group compared to the NC group. The activity of the hepatic glycolytic key enzymes increased in the DM＋C,
DM＋Q, and DM＋C＋Q groups compared to the DM group, and the enzyme activity was the highest in the DM+C+Q
group. The activity of hepatic glucogenic key enzymes, glucose 6-phosphatase, fructose 1,6-bisphosphatase, and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increased in the DM group compared to the NC group. The activity of key enzymes
for hepatic gluconeogenesis decreased in the DM＋C, DM＋Q, and DM＋C＋Q groups compared to the DM group,
and the enzyme activity was the lowest in the DM＋C＋Q group. The results of the above experiment show that,
the combined catechin and quercetin treatment had a greater effects in improving the activity of key enzymes for
glucose metabolism in diabetic livers than when administered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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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가하는 질환으로써, 성인 당뇨병은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의한 제2형 당뇨병이 대부분이다(American Diabe-

당뇨병은 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 당뇨

tes Association, 2014).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당은 산화적

병 연맹(IDF)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2017

세포손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산화적 세포손상은 당뇨

년 4.25억 명에서 2019년 4.63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병성 합병증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는 20~70세 성인의 9.3%에 해당한다(Saeedi 등, 2020).

고혈당증 조절은 당뇨병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Fayfman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행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0에 따르

등, 2017).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당증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

경구용 혈당 강하제는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

률은 13.8%로, 당뇨병 환자 수는 494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는 제재, 간에서 포도당 생합성을 차단하는 제재, 말초조

(Jung 등, 2021). 당뇨병은 당질의 대사 장애로 인해 혈당이

직의 인슐린 감도를 개선하는 제재, 위장관에 작용하여 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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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화 흡수를 억제하는 제재 및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투여한 후 혈당과 간조직 당질 대사 조절효소의 활성을 측정

인크레틴(incretin)의 분해를 억제하는 제재 등이 있다(Anon-

하여 비교 관찰하였다.

ymous, 2019). 혈당 강하제 단독요법에 의해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제제와 병용요

재료 및 방법

법을 시행하여 고혈당 조절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으나(Abdul-Ghani 등, 2017),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에 의한 고혈당
의 조절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당 조절을 위한 새로운
약제나 기능성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카테킨, 퀘르세틴, 스트렙토조토신,
glucose,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인 폴리페놀(polyphenol)류는 항산

(NADP),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H) 및

화 작용, 항균작용 및 항암작용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가

adenosine triphosphate(ATP) 등은 Sigma-Aidrich Co.

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찾기 위한 많은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uca 등, 2020). 폴리페놀은 페놀 구
조를 2개 이상 가진 화합물로써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실험동물에서 당뇨병 유발

데, 폴리페놀을 이용한 당뇨병의 예방이나 개선에 관한 연구

실험동물은 Sprague-Dawely종 흰쥐 체중 180~200 g,

가 많다(Cao 등, 2019). 폴리페놀류인 카테킨과 퀘르세틴은

수컷으로 샘타코(Daejeon,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

당뇨병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녹차에 함유된 카테

다. 실험동물은 12시간 명암 주기, 온도 20±2°C, 상대습도

킨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Wein 등, 2013), 사과

60±5%의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동물실험은 조선대학교 동

나 양파 등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을 감

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Approval Number: CIACUC2019-

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Eid와 Haddad, 2017). 카테킨은

A0053)을 받아 윤리규정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당

녹차에 함유된 수용성 물질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데

뇨병의 유발은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을 사

(Wang과 Ho, 2009) 녹차 음용으로 제2형 당뇨병 발생이

용하여 유발하였다. 45% 고지방 식이는 샘타코에서 구매하

억제된다는 보고가 있으며(Iso 등, 2006), 녹차에서 추출한

였고 스트렙토조토신은 0.05 M citrate buffer(pH 4.5)에

카테킨이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

용해해 사용하였다. 흰쥐에 45% 고지방 식이를 공급하여

다(Wolfram 등, 2006). 퀘르세틴은 당뇨병 혈당 개선 효과

6주일간 사육한 후 스트렙토조토신(스트렙토조토신 35 mg/

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Vessal 등, 2003), 당뇨병 흰쥐에

kg BW)을 흰쥐의 복강에 주사하여 당뇨병을 유발하였다.

퀘르세틴을 투여하면 산화적 세포손상이 억제된다고 하였

대조군은 0.05 M citrate buffer를 복강에 2회 주사하였다.

다(Roslan 등, 2017). 간은 혈당 조절에서 중추적 역할을

스트렙토조토신 주사 후부터 실험동물은 실험동물 사육용

하는 장기인데, 당뇨병이 발생하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해당

일반사료를 공급하여 사육하였다. 스트렙토조토신 주사 1주

과정은 억제되고 당 신생과정은 증가하는 당질 대사에 이상

일 후 실험동물을 12시간 금식시키고 간이 혈당측정기기

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등, 2017). 포도

(ACCU-CHEK® Active, Roche Diagnostics, Mannheim,

당을 분해하는 해당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중 glucokinase

Germany)를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이 150 mg/dL

(GK), phosphofructokinase(PFK) 및 pyruvate kinase(PK)

이상인 흰쥐를 당뇨병 동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는 대사과정을 조절하는 효소이고, 당 신생과정을 조절하는
효소는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PEPCK),

카테킨과 퀘르세틴 투여 및 혈당 측정

fructose 1,6-bisphosphatase(FBP) 및 glucose 6-phos-

실험군은 대조군(normal control: NC), 당뇨군(diabetes

phatase(G6P)이다. 당뇨병 흰쥐에서 해당과정 조절효소의

mellitus: DM), 당뇨+카테킨군(diabetes mellitus+cate-

활성은 감소하고, 당 신생과정 조절효소의 활성은 증가한다

chin: DM+C), 당뇨+퀘르세틴군(diabetes mellitus+quer-

고 하여 당뇨병 발생 시 포도당 대사 관련 효소의 활성에

cetin: DM+Q)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diabetes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iethke 등, 1986),

mellitus+catechin+quercetin: DM+C+Q) 등 총 5군으로

최근에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당 신생과정에 관여하는

나누었고, 각 실험군의 동물 수는 5마리로 하였다. 당뇨+카

효소에 작용하는 제제가 개발되고 있다(Kerru 등, 2018).

테킨군은 카테킨을 증류수에 용해해서 체중 1 kg당 카테킨

카테킨과 퀘르세틴이 당뇨병의 혈당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150 mg(150 mg/kg BW), 당뇨+퀘르세틴군은 퀘르세틴을

연구 논문이 보고되어 있으나, 이들의 병합투여에 의한 혈당

증류수와 혼합하여 체중 1 kg당 퀘르세틴 150 mg, 당뇨+카

개선 효과나 포도당 대사 관련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테킨+퀘르세틴군은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각각 체중 1 kg당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카테킨과

150 mg이 되도록 경구 투여하였고, 대조군과 당뇨군은 동

퀘르세틴의 병합투여가 당뇨병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일량의 증류수를 경구 투여하였다. 경구 투여는 1일 1회씩

보기 위한 연구로써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

존데를 사용하여 21일 동안 투여하였다.

투여로 당뇨병을 유발한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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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인슐린 측정
카테킨과 퀘르세틴 투여 21일 후 실험동물을 마취시켜

Table 1. Phys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of experimental
animals

개복 후 복부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혈장을 분리하여

Parameter

인슐린 측정에 이용하였다. 혈장 인슐린은 인슐린 측정 kit

Food intake (g/24 h)
Fluid intake (mL/24 h)
Body weight (g)
FBG3) (mg/dL)
Plasma insulin (μU/mL)
HOMA-IR4)

(Insulin ELISA kit)을 Sigma-Aidrich Co.에서 구매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반응시킨 후 ELISA plate read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인슐린 저항성 지수인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HOMA-IR)는 Matthews
등(1985)의 방법에 따라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HOMA-IR＝Insulin (μ units/mL)×glucose (mmol/L)/
22.5

NC1)

DM2)
a

17.2±3.5
18.7±4.2a
268.9±10.2
89.5±9.8a
7.6±0.4
1.6±0.2a

25.8±5.9b
31.9±5.5b
261.1±11.3
b
162.4±12.1
7.3±0.4
2.9±0.3b

1)

NC: normal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3)
FBG: fasting blood glucose.
4)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n=5).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간조직 효소 활성 측정
카테킨과 퀘르세틴 투여 21일 후 실험동물을 마취시켜

조군보다 81%가 증가하였고 혈장 인슐린양은 당뇨군과 대

간조직을 절제한 후 간조직 0.5 g을 채취하여 0.25 M su-

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인슐린 저항성 지수는 당뇨군에

crose, 2.5 mM dithiothreitol 및 0.125 mM phenylmeth-

서 2.9±0.3으로 대조군보다 약 1.8배 증가하였다. 본 실험

ylsulfonyl fluoride가 함유된 20 mM Tris-HCl(pH 7.4)

에서 당뇨병은 고지방식이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을 투

완충액 5 mL를 첨가한 다음 테프론 균질기(teflon-homo-

여하여 유도하였는데, Srinivasan 등(2005)은 고지방식이

gneizer)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5,000 rpm으로 10분간

와 저용량 스트렙토조토신 투여로 제2형 당뇨병이 유도된다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간 효소 측정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

고 하였다. 본 실험결과 당뇨군과 대조군의 체중 차이가 없

였다. 간 GK와 PFK 및 PK 활성은 흡광광도계(spectropho-

었고 공복혈당과 식이섭취량은 당뇨군에서 증가하였으며,

tometr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K는 Pilkis(1975)의

혈장 인슐린양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고 인슐린 저항성 지

방법, PFK 활성은 Baquer 등(1976)의 방법, PK는 Ima-

수는 당뇨군에서 높아서 실험동물에 유발된 당뇨병의 형태

mura와 Tanaka(1982)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제2형 당뇨병의 소견을 나타

간 G6P, PEPCK 및 FBP 활성은 흡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내고 있다.

측정하였다. G6P는 Gierow와 Jergil(1982)의 방법, PEPCK
는 Burgess 등(2007)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FBP는
Marcus 등(1982)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카테킨과 퀘르세틴이 당뇨병 흰쥐의 생리적 및 혈액 소견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3주간 투여한 후 식
이섭취량, 음수량, 체중 및 혈액소견을 관찰한 결과는 Table

통계처리
모든 측정 결과는 평균±표준오차(mean±SEM)로 표시

2와 같다. 식이섭취량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38%가

하였고,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증가하였고, 당뇨+카테킨군과 당뇨+퀘르세틴군은 당뇨군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과 식이섭취량의 차이가 없었으나, 당뇨+카테킨+퀘르세틴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군은 당뇨군에 비해 식이섭취량이 17% 감소하였다. 식이섭

으며, 시료 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취량이 당뇨군에 비해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에서 감소

의해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하여 카테킨과 퀘르세틴 병합 투여로 당뇨병으로 인한 식이
섭취량 증가가 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에서 식이섭

결과 및 고찰

취량은 혈당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카테킨과 퀘르
세틴 병합 투여로 인한 식이섭취량 감소는 혈당 조절에도

당뇨병 유발 흰쥐의 생리적 소견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수량은 당뇨군에서

당뇨병이 유도된 흰쥐의 생리적 및 생화학적 소견을 관찰

대조군에 비해 99%가 증가하였고, 당뇨+카테킨군, 당뇨+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식이섭취량은 당뇨군에서 25.8

퀘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의 음수량은 당뇨

±5.9 g/24 h로 대조군보다 50%가 증가하였고, 음수량은

군에 비해 17%, 15% 및 28%가 각각 감소하였다.

당뇨군에서 31.9±5.5 mL/24 h로 대조군보다 70%가 증가

음수량의 증가는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써 카테

하여 식이섭취량과 음수량이 당뇨군에서 증가하고 당뇨병

킨이나 퀘르세틴 투여로 음수량이 감소한 것은 당뇨병의 증

에서 나타나는 식사와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는 소견과 일치

상개선으로 볼 수 있다. 당뇨병 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 단

하고 있다. 공복혈당은 당뇨군에서 162.4±12.1 mg/dL로 대

독 투여군보다 카테킨과 퀘르세틴 병합 투여군에서 음수량

카테킨과 퀘르세틴 병합 투여가 당뇨병 흰쥐의 간 당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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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catechin and quercetin on phys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in diabetic rats
Parameter
Food intake (g/24 h)
Fluid intake (mL/24 h)
Body weight (g)
FBG (mg/L)
Plasma insulin (μU/mL)
HOMA-IR

NC

DM+C1)

DM
a

19.7±2.8
19.1±2.6a
295.2±12.3
87.9±6.7a
7.5±0.5
1.6±0.2a

c

27.2±3.3
38.1±5.5c
278.4±12.7
172.5±12.3d
7.2±0.5
3.1±0.3c

bc

25.2±3.1
31.5±4.4bc
278.7±10.8
151.7±10.8bc
7.3±0.4
2.7±0.2bc

DM+Q2)
bc

24.7±2.9
32.3±4.1bc
280.7±9.7
155.8±10.2cd
7.2±0.4
2.7±0.2bc

DM+C+Q3)
22.5±2.7ab
27.1±3.7bc
282.1±11.6
137.2±9.7b
7.1±0.5
2.4±0.2b

1)

DM+C: diabetic rats treated with catechin (150 mg/kg BW/d) for 3 weeks.
DM+Q: diabetic rats treated with quercetin (150 mg/kg BW/d) for 3 weeks.
DM+C+Q: diabetic rats treated with catechin and quercetin for 3 weeks.
Values are mean±SEM (n=5).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3)

감소 효과가 더 커서 당뇨병 개선 효과도 카테킨과 퀘르세틴

쥐의 혈청 인슐린양이 1주일 후에는 정상 흰쥐보다 높았으나

병합 투여가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체중은 각 실험군 사이

10주 후에는 정상 흰쥐보다 더 낮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

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서 당뇨병이나 카테킨 및 퀘르세틴

서 당뇨군의 혈청 인슐린양이 대조군보다 더 낮은 것은 12

이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Li

시간 공복시킨 후 채혈하여 측정한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되

등(2019)은 2형 당뇨병 유발 흰쥐에 metformin을 12주간

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여한 실험에서 대조군보다 당뇨군의 체중이 21% 감소하

Vessal 등(2003)은 당뇨병 흰쥐에 퀘르세틴을 투여하면

고, metformin 투여군은 체중이 30% 감소한다고 하여 본

혈당이 감소한다고 하였고, Eid와 Haddad(2017)는 퀘르세

실험결과와는 다른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실험 기간의 차이

틴이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는데, 본

가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Abdelkader 등

공복혈당량은 당뇨군이 172.5±12.3 mg/dL로 대조군보

(2020)은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클라지드(gliclazide)와 퀘

다 97%가 증가하였고,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군

르세틴을 병합 투여할 경우 당뇨병 개선 효과가 더 증가한다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의 공복혈당량은 당뇨군보다

고 하였고, Jaishree와 Narsimha(2020)는 자주쓴풀에서

12%, 9% 및 20%가 각각 감소하여,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쓴맛을 나타내는 스웨르티아마린(swertiamarin)과 퀘르세

병합 투여하면 단독 투여보다 공복혈당량 개선 효과가 더

틴을 병합 투여할 경우 당뇨병 개선 효과가 더 증가한다고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카테킨과 퀘르세틴 단독 투여군에

혈청 인슐린양은 각 실험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

비해 병합 투여군에서 공복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며, 인슐린 저항성 지수는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

가 더 높아서 카테킨과 퀘르세틴 병합 투여가 당뇨병 개선

군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에서 당뇨군보다 12%, 12%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및 22%가 각각 감소하여 카테킨과 퀘르세틴이 인슐린 저항
성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하
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킨과 퀘르세틴이 당뇨병 흰쥐의 간 포도당 대사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실험결과로 카테킨과 퀘르세틴 투여 당뇨병 흰쥐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3주간 투여한 후 간

에서 음수량, 공복혈당량 및 인슐린 저항성 지수 개선이 나타

해당과정 관련 효소 GK, PFK 및 PK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났는데, Zhang 등(2018)은 간세포(HepG2)를 이용한 실험

Fig. 1과 같다. 간조직 GK 활성은 당뇨군이 대조군보다 46%

에서 카테킨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

감소한 0.31±0.05 U/g of liver를 나타냈고 당뇨+퀘르세

고 본 실험의 인슐린 저항성 지수 개선 효과와 유사하여 카

틴군의 효소 활성은 당뇨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당뇨+카테

테킨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킨군과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의 효소 활성은 당뇨군보

공복혈당량은 당뇨+카테킨군에서 당뇨군에 비해 감소하

다 25%와 38%가 각각 증가하여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 투여

여 카테킨이 당뇨병 발생으로 인해 증가한 혈당량을 감소시

로 GK 활성이 회복되었으며,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

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olfram 등

여하면 GK 활성 회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조직

(2006)이나 Ferreira 등(2016)의 카테킨이 당뇨병에서 혈

PFK 활성은 당뇨군에서 0.71±0.11 U/g of liver로 대조군

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소견이다.

보다 37% 감소하였고 당뇨+카테킨군과 당뇨+퀘르세틴군

Li 등(2020)은 당뇨병 흰쥐에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의 효소 활성은 당뇨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당뇨+카테킨+

(epigallocatechin-3-gallate)를 10주간 투여하면 공복혈

퀘르세틴군 효소 활성은 당뇨군보다 36%가 증가하여 당뇨

당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개선된다고 하였는데,

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하면 PFK 활성이

본 실험에서 카테킨 투여로 공복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지수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조직 PK 활성은 당뇨군이 대

개선 효과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 Li 등(2020)은 당뇨병 흰

조군보다 68% 감소한 5.17±1.76 U/g of liver를 나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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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 박평심

Fig. 1. The effects of catechin and quercetin on the activities
of glycolytic enzymes in liver of diabetic rats. Values are mean±
SEM, n=5. GK, glucokinase; PFK-1, phosphofructokinase-1; PK,
pyruvate kinas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퀘르

하면 간 PEPCK 활성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틴군은 당뇨군보다 92%, 78% 및 134%가 각각 증가하여,

해당과정 관련 효소 GK, PFK 및 PK는 해당과정을 조절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투여하면 간조직 PK

하는 효소이며, G6P, FBP 및 PEPCK는 당 신생과정을 조절

활성이 증가하고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하면 PK

하는 효소로, Miethke 등(1986)은 당뇨병 유도 흰쥐에서

활성 회복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흰쥐에

간 GK, PFK 및 PK 활성은 감소하고 G6P, FBP 및 PEPCK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3주간 투여한 후 간 포도당 신생과정

활성은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당뇨군 간 GK,

관련 효소 G6P, FBP 및 PEPCK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PFK 및 PK 활성이 감소하고 G6P, FBP 및 PEPCK 활성이

2와 같다. 간조직 G6P 활성은 당뇨군이 대조군보다 135%

증가하여 이들의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간은 혈당을 조절

증가한 19.91±2.01 U/g of liver를 나타냈고 당뇨+카테킨

하는 장기로 GK, PFK 및 PK 활성이 감소하면 포도당 분해

군, 당뇨+퀘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의 효소

가 감소하고 G6P, FBP 및 PEPCK 활성이 증가하면 포도당

활성은 당뇨군보다 23%, 21% 및 44%가 각각 감소하여,

합성이 증가하므로, 당뇨군 간 GK, PFK 및 PK 활성 감소와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투여하면 G6P 활성이

G6P, FBP 및 PEPCK 활성 증가는 혈당의 증가와 밀접한

감소하였고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하면 당뇨병으

연관이 있다. Sundaram 등(2013)은 당뇨병 흰쥐에 녹차추

로 인해 증가한 G6P 활성 회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출물을 투여하면 간 포도당 대사 관련 효소 hexokinase,

다. 간조직 FBP 활성은 당뇨군에서 15.11±1.90 U/g of liv-

PK, G6P 및 FBP 활성이 회복된다고 하였고, Yang과 Kang

er로 대조군보다 34% 증가하였고 당뇨+카테킨군과 당뇨+

(2018)은 당뇨병 흰쥐에 퀘르세틴과 라스베라트롤을 병합

퀘르세틴군의 효소 활성은 당뇨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당뇨

투여하면 간 GK, G6P 및 PEPCK 활성이 회복된다고 하였

+카테킨+퀘르세틴군 효소 활성은 당뇨군보다 19%가 감소

는데, 본 실험에서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하여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하면

투여하면 간 포도당 분해과정 효소인 GK, PFK 및 PK와

FBP 활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당 신생과정 효소인 G6P, FBP 및 PEPCK 활성이 회복

간조직 PEPCK 활성은 당뇨군이 대조군보다 162% 증가

되었다. 당뇨병에서 간 포도당 분해 효소 활성 감소와 포도

한 15.19±2.12 U/g of liver를 나타냈고 당뇨+카테킨군과

당 신생 효소 활성의 증가는 혈당의 증가와 연관이 있기 때

당뇨+퀘르세틴군의 효소 활성은 당뇨군과 차이가 없었으

문에 본 실험에서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하면 간

며,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 효소 활성은 당뇨군보다 40%

포도당 분해과정 효소인 GK, PFK 및 PK와 포도당 신생과

가 감소하여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병합 투여

정 효소인 G6P, FBP 및 PEPCK 활성 회복은 혈당 변화의

카테킨과 퀘르세틴 병합 투여가 당뇨병 흰쥐의 간 당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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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s of catechin and quercetin on the activities
of gluconeogenic enzymes in liver of diabetic rats. Values are
mean±SEM, n=5. G6P, glucose 6 phosphatase; FBP, fructose
1,6-bisphosphatase, PEPCK,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인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실험결과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수는 당뇨군

단독 투여한 것보다 병합 투여하면 당뇨병 혈당 개선 효과가

보다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 포도당 분해과정 효소인

퀘르세틴군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GK, PFK 및 PK와 포도당 신생과정 효소인 G6P, FBP 및

퀘르세틴을 3주간 투여한 후 간에서 해당과정 관련 효소

PEPCK 활성 회복이 혈당 개선에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GK, PFK 및 PK 활성을 측정한 결과 당뇨군은 대조군보다

이의 기전 규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효소 활성이 감소하였고,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

된다.

군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은 당뇨군보다 효소 활성이
증가했는데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의 효소 활성도가 가

요

약

장 높았다. 당뇨병 흰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3주간 투여
한 후 간 포도당 신생과정 관련 효소 G6P, FBP 및 PEPCK

본 연구는 카테킨과 퀘르세틴이 당뇨병 흰쥐의 간조직 당질

활성을 측정한 결과 당뇨군은 대조군보다 효소 활성이 증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뇨병이 유발된 흰

하였고,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

쥐에 카테킨과 퀘르세틴을 3주일 동안 경구 투여한 후 생리

+퀘르세틴군은 당뇨군보다 효소 활성이 감소하였는데 당뇨

적 및 생화학적 소견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당뇨군에서

+카테킨+퀘르세틴군의 효소 활성도가 가장 낮았다. 이상

식이섭취량, 음수량 및 공복혈당량은 대조군보다 증가하였

의 실험결과 카테킨과 퀘르세틴은 당뇨병으로 인해 유도되

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도 증가하였다. 식이섭취량은 당뇨+

는 공복혈당, 음수량 및 식이섭취량 변화의 개선에 효과가

카테킨군과 당뇨+퀘르세틴군이 당뇨군과 식이섭취량의 차

있으며, 간 해당과정 조절효소와 당 포도당 신생 조절효소의

이가 없었으나,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은 당뇨군보다 감

활성 변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킨

소하였다. 음수량은 당뇨군보다 당뇨+카테킨군, 당뇨+퀘

과 퀘르세틴의 포도당 대사 관련 효소 활성 개선 효과는 이

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에서 모두 감소하였

들을 단독 투여할 때보다 병합 투여할 경우 효과가 더 큰

으며, 당뇨+카테킨+퀘르세틴군이 가장 적었다. 공복혈당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킨과 퀘르세틴의 포도당 대사 관련

량은 당뇨+카테킨군, 당뇨+퀘르세틴군 및 당뇨+카테킨+

효소 활성 개선 효과는 혈당량 개선의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퀘르세틴군에서 당뇨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당뇨+카테킨

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퀘르세틴군이 가장 낮았다. 혈청 인슐린양은 각 실험군 사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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