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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나무추출물이 췌장 β-세포 및 C57BL/Ksj-db/db 마우스에서
당뇨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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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onymus alatus (Thunb.) Sieb is known to have anti-cancer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effect of the water extract and 70% ethanol (70% EtOH) extract of Euonymus alaltus in INS-1
cells (pancreatic beta cell line) and C57BL/Ksj-db/db mice (type 2 diabetes models). The water extrac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liferation of INS-1 cells. However, the extracts of Euonymus alatus water and 70% EtOH had no
effect on increasing the insulin secretion in INS-1 cells. In the animal model of type 2 diabetes, the extracts of Euonymus
alatus water and 70% EtOH decreased the water intake and effectively increased the pancreatic insulin concentration.
Furthermore, exposure to the 70% EtOH extract resulted in decreasing the plasma triglycerides. These data indicate
that the extracts of Euonymus alatus water and 70% EtOH exert a partial anti-diabet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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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 합성을 억제하는 메트포민, 인크레틴 활성을 증가시키는
Dipeptidyl Peptidase-Ⅳ(DPP-Ⅳ) 저해제, 췌장 베타세포

당뇨병은 2020년 사망 원인 6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Sulfonylurea 등의 경구치

(Statistics Korea, 2021)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료제가 이용되고 있다(Choi, 2018). 하지만 기존 사용되고

유병률은 13.8%이며, 환자 수는 약 494만 명에 이르는 것으

있는 치료제들은 장기간 복용 시 소화 장애, 비타민 B12 결

로 보고되었다(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20). 당뇨

핍, 기관지염, 관절통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

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된다. 소아

려져 항당뇨 효과가 있는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의 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면역성 파괴로 인한 인슐린 결핍이 특징이다. 당뇨 환자의

화살나무[Euonymus alatus (Thunb.) Sieb]는 노박덩굴

약 90~95%에 해당하며(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과 낙엽 활엽관목에 속하는 식물로 줄기에 날개 모양의 코르

2009), 성인당뇨병으로 알려진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

크를 갖고 있어 ‘귀전우’라고도 불린다(Kim 등, 2014;

항성과 상대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인슐린 분비가 특징이

Kyunghyang newspaper, 2004). 한방에서는 혈액순환 개

며 유전적 요인(Park, 2009), 비만, 식습관 등과 같은 환경

선, 피부병 치료, 정신 불안 치료, 월경 불순 및 자궁 출혈

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Choi, 2018). 제2형 당뇨병은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종양 억제효과(Cha 등, 2003), 항

증상이 지속되면 당뇨병성 합병증을 동반하며, 합병증에 의

염증 작용(Kim 등, 2014; Jeong 등, 2014), 항산화 작용(Oh

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제2형

등, 2005; Kwon 등, 2007), 신경 보호 작용(Woo 등, 2020),

당뇨병 치료를 위해 주사용 인슐린 제제 외에도 간에서 포도

항당뇨 효과(Lee와 Yoon, 2015; Park 등, 2005a)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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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활성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화살나무에는 quer-

용하였다. 동물 마취를 위해 사용한 Avertin(2,2,2-tribro-

cetin, epifriedelanol, fredelin(Zhai 등, 2016), chloro-

moethanol)과 TERT amyl alcohol은 Sigma-Aldrich Co.

genic acid(Jin 등, 2005), 3,4-dihydroxycinnamic acid

(St Louis, MO, USA)로부터 구매하였다. 헤파린(25,000

(Park 등, 2005b), naringenin(Zhai 등, 2016) 등의 여러

IU/5 mL)은 중외제약(Seoul,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였다. Rat/Mouse Insulin ELISA kit(#EZRMI-13K)과 Glu-

선행연구에 따르면 화살나무의 줄기 및 잎 메탄올 추출물

cagon-Like Peptide 96-well plate ELISA kit(#EGLP-

은 시험관 시험에서 α-glucosidase와 α-amylase의 활성을

35K)은 Millipore(Bedford, MA,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

저해함으로써 항당뇨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Lee와

하였다. RIPA buffer(50 mM Tris-HCl, 150 mM NaCl,

Yoon, 2015). 또한, alloxan에 의해 유도된 제1형 당뇨 마우

1% Triton X-100, 0.5% Sodium deoxycholate, 0.1%

스 동물모델에 ethyl acetate(EtOAc) 분획을 4주 동안 경구

SDS, 2 mM EDTA, pH 7.4, #R4100-010)는 GenDEPOT

투여한 결과, 혈장 포도당 농도 및 포도당 내성을 감소시키

(Barker, TX, USA)에서 구매하였다. LBIS Mouse Insulin

는 등 항당뇨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Fang 등, 2008).

ELISA kit(#AKRIN-011T)은 FUJIFILM Wako shibayagi

하지만 췌장 β-세포 및 제2형 당뇨 동물모델에서의 화살나

Corporation(Gunma, Japan)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복

무추출물의 효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강 포도당 내당능에 사용된 Glucose와 복강 인슐린 부하능

제2형 당뇨 동물모델로 주로 사용되는 C57BL/Ksj-db/

에 사용된 Insulin solution human(#I9278-5ML)은 Sig-

db 마우스는 시상하부 포만 중추의 렙틴 수용체가 돌연변이

ma-Aldrich Co.로부터 구매하였다. 혈장 중성지질과 총콜

되어 렙틴의 신호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만

레스테롤 함량 측정에 사용된 중성지방 측정용 시액(AM

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혈증, 고

157S)과 총콜레스테롤 측정용 시액(AM 202)은 아산제약

혈당과 같은 제2형 당뇨병의 특징을 보여 제2형 당뇨병 연

(Asan pharm, Seoul,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Mohammed-Ali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췌장 베타

세포주 및 세포배양

세포인 INS-1 세포와 제2형 당뇨 동물모델로 많이 이용되

흰쥐의 인슐린종 세포주인 INS-1 823/13(SCC207)은

는 C57BL/Ksj-db/db 마우스에서 화살나무 물 추출물과

Millipore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70% 에탄올(EtOH)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FBS,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함유하는 RPMI1640
배지로 배양하였다. 세포는 37°C, 5% CO2 조건에서 2~3일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및 제조

에 한 번씩 계대 배양하였다.

세포증식 및 독성 측정

화살나무는 2018년 9월 한국 아산에서 채집하였으며, 시

화살나무 물 추출물과 70% EtOH 추출물이 INS-1의 세

료를 층류 후드(laminar flow hood)에서 48시간 동안 건조

포증식 및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INS-

후 사용 전까지 -20°C에 보관하였다. 건조시킨 화살나무

5
1 세포를 96 well plate에 1.5×10 cells/200 μL/well의

2 kg을 70% EtOH 40 L로 80°C에서 4시간 동안 2회 추출

세포 수가 되도록 분주하여 37°C, 5% CO2 배양기에서 24시

하였다. 추출물은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감압 하에

간 배양하였다. 화살나무추출물을 농도별(0, 0.5, 5, 50 μg/

용매를 증발시켜 70% EtOH 추출물 153.6 g을 얻었다. 또

mL)로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한 후 CellTiter96®

한, 건조시킨 화살나무 2 kg을 물 40 L로 100°C에서 4시간

Aqueous One Solution Assay of cell proliferation(Pro-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mega)을 이용해 세포증식능을 micro plate reader(Sun-

용매를 감압 하에 증발시켜 화살나무 물 추출물 135.2 g을

rise, Tecan, Salzburg, Austri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얻었다.

또한, CytoTox96®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Promega)를 이용해 화살나무추출물이 INS-1 세포에 독

실험재료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성을 나타내는지를 micro plate reader(Tecan)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세포증식 및 세포독성은 490 nm에서 측정
된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RPMI) 1640, 0.5% Trypsin-EDTA는 Hyclone(Logan,
UT, USA)에서 구매하였다. CytoTox96® Non-Radioac-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 측정

tive Cytotoxicity Assay kit과 CellTiter96® Aqueous One

화살나무추출물이 INS-1 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sy kit은 Promega(Madi-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INS-1 세포를 96 well plate에 3×

son, 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Insulin Human

5
10 cells/200 μL/well의 세포 수가 되도록 분주하여 37°C,

ELISA kit은 Abcam(Carlsbad, CA, USA)에서 구매하여 사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5 mM 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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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포도당을 포함하는 KREB buffer(Kreb’s buffer, 24

2~5일마다 교체해줄 때 제공량(150 g)에서 잔량을 제하여

mM NaHCO3, 1.2 mM MgCl2, 1mM HEPES, 129 mM

평균섭취량(g/d/마리)을 계산하였다. 식수섭취량은 매일 제

NaCl, 4.8 mM KCl, 1.2 mM KH2PO4, 2.5 mM CaCl2, pH

공하는 양(200 mL)에서 잔량을 제하여 섭취량(mL/d/마리)

7.4)에 화살나무추출물을 5 μg/mL 농도가 되도록 조정한

을 계산하였다. 식이효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하였

후 세포에 처리해주었다. 1시간 또는 2시간 후 세포상층액

다.

을 인슐린 농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인슐린 분비는 Insulin

Food efficiency ratio (FER)＝Body weight

Human ELISA kit(Abcam)을 사용하여 반응시킨 후 micro

gain (g)÷Food intake (g/d)

plate reader(Tecan)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액 및 장기 채취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험물질 투여

실험동물은 희생 전 16시간 절식 후 2.5% avertin 마취제

실험동물은 제2형 당뇨 동물모델인 C57BL/Ksj-db/db

를 10 μL/g으로 복강 투여하여 마취한 후 헤파린 처리된

마우스 5주령 수컷 50마리와 정상 동물모델인 5주령 수컷

주사기를 이용하여 심장 및 복부대정맥에서 채혈하였다. 마

C57BL/6J Jms Slc 마우스 10마리를 (주)중앙실험동물

취에 사용 된 마취제는 Avertin(2,2,2-Tribromoethanol)

(Seoul, Korea)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1주간 순화 및

(Sigma-Aldrich) 30 mg을 50°C 수조에서 30 μL TERT-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정상군(normal group, NG), 당뇨군

amyl alcohol(Sigma-Aldrich)에 용해시켜 Stock 용액을

(diabetes group, DG), 메트포민 투여군(metformin group,

만든 후 Stock 용액과 37°C Ultra pure water를 1:40으로

MG), 화살나무 물 추출물 투여군(water extract group,

희석하여 2.5% Avertin working 용액을 제조하였다. 2.5%

WEG), 화살나무 70% EtOH 추출물 투여군(70% ethanol

Avertin 마취제는 0.2 μm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 후 사용하

extract group, EEG)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때 C57BL/Ksj-

였다(Kelley, 2010). 인슐린 및 지질 농도 측정용 혈장은 전

db/db 마우스 간 체중과 공복 혈당에 군 간에 차이가 없도록

혈을 4°C, 2,500×g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었다. GLP-

하였다. 동물 사육실 내 온도는 20~25°C, 습도는 40~50%,

1 농도 측정용 혈장은 1.5 mL eppendorf tube에 GLP-1

낮/밤 주기는 12시간으로 유지하였으며, 멸균된 사료와 물

분해를 막는 저해제인 DPP-Ⅳ 억제제를 전혈 1 mL당 10

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공급하였다. 실험 기간에 물 추출물

μL로 처리해 준 후 4°C, 1,2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과 70% EtOH 추출물은 각각 500 mg/kg이 되도록 여과된

얻었다. 채혈 후 복부를 절개하여 간, 신장, 근육, 췌장, 지방,

수돗물에 희석하여 하루에 100 μL씩 1일 1회 일정한 시간

비장을 적출한 뒤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표면의 수분을 제거

에 총 4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메트포민은

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모든 혈장과 장기는 분석 전까지

200 mg/kg이 되도록 경구 투여하였다. NG와 DG에는 여과

-80°C에 보관하였다.

된 수돗물을 100 μL 경구 투여하였다. 1주일에 한 번씩 일정
한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였다(Fig. 1). 동물실험은 대구대학
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DUIACC-2020-1-0313004)을 받아 수행되었다.

혈중 지질 함량 측정
혈장 내 중성지방 농도와 혈장 내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효소법에 의해 생성되는 적색 색소를 비색 정량법으로 측정
하는 중성지방 측정용 시액(AM 157S, Asan pharm)과 총

체중, 식이 및 식수 섭취량 측정
실험기간 동안 주 1회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
하였으며, 최종 체중에서 실험시작일의 체중을 뺀 값으로

콜레스테롤 측정용 시액(AM202, Asan Phar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icro plate reader(Tecan)로 각각 550 nm,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체중증가량(g/d/마리)을 계산하였다. 식이섭취량은 사료를

Fig. 1. Animal experimental schedul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dividing each group into 5 groups. Oral administration
was performed in the normal group and diabetic group (tap water), metformin group (metformin 200 mg/kg), and extract (water,
70% EtOH) group (500 mg/kg). IPGTT and IPITT were conducted at the 3rd week of the experiment. Other experiments were
performed after dissection. IPGTT: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 IPITT: Intraperitoneal insulin toler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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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한 후 각 well에 기질을 200 μL 넣어 0~15분간 측정하

각 군의 혈당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6시간 절식시킨 후

였을 때 형광 값이 표준 검량선 범위에 들어왔을 때 stop

마우스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동물용 혈당계(Vet

solution을 넣고 excitation/emission 각각 355 nm/460

TM

Mate

, i-SEN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주 1회 측정

하였다.

nm에서 형광 값을 측정하였다. 형광 측정은 micro plate
reader(Infinite® 200 PRO, Tec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복강 포도당 부하 검사(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 IPGTT)

췌장조직의 인슐린 함량 측정

각 실험군의 포도당 내당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3주

-80°C에 저장해 둔 췌장 조직 20 mg 당 RIPA buffer(50

차에 복강 포도당 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16시간 절식 후

mM Tris-HCl, 150 mM NaCl, 1% Triton X-100, 0.5%

포도당(Sigma-Aldrich)을 1 g/kg 농도로 100 μL씩 복강

Sodium deoxycholate, 0.1% SDS, 2 mM EDTA, pH 7.4,

투여하였다. 혈당 농도는 포도당 투여 전과 포도당 투여 후

#R4100-010, GenDEPOT) 620 μL와 1% Protease Inhi-

30, 60, 90, 120분에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동물

bitor를 넣고 균질화하여 2,500×g 에서 15분 원심분리하여

용 혈당계(i-SEN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포도당 부하에

얻은 상층액을 인슐린 함량 측정에 사용하였다. 인슐린 함량

대한 혈당 변화는 area under the curve(AUC) 값으로 계산

측정은 LBIS Mouse Insulin ELISA kit(FUJIFILM Wako

하여 비교하였다.

Shibayagi Corporatio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복강 인슐린 내성 검사(intraperitoneal insulin tolerance
test, IPITT)

통계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PSS(Statis-

각 실험군의 인슐린 내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3주 차에

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5.0,

복강 인슐린 내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16시간 절식 후 인슐

IBM Corp., NY, US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린(2 U/kg body weight)을 복강에 100 μL 투여하였다. 혈

mean±standard deviation(SD)로 나타냈으며, 각 그룹 간

당 농도는 인슐린 투여 전과 인슐린 투여 후 30, 60, 90,

의 통계적 유의성은 multiple comparison을 통한 Duncan

120분에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동물용 혈당계(i-

방법으로 사후 검정하였다. P값은 P<0.05를 통계적 유의차

SEN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 내성에 대한 혈당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화 정도는 area under the curve(AUC) 값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혈장 인슐린 측정 및 인슐린 저항성 지표

결과 및 고찰
화살나무추출물이 INS-1 세포증식 및 독성에 미치는 영향

혈장 내 인슐린 농도는 Rat/Mouse Insulin ELISA kit

제2형 당뇨병은 췌장 β-세포에서의 인슐린 분비 저하 및

(Millipore)을 사용하여 kit 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다.

분비된 인슐린의 저항성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Song 등,

실험 진행 후 micro plate reader(Tecan)로 450 nm에서

2007).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췌장 β-세포의 증식에 화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검량선을 이용하여 인슐린 농도

나무추출물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췌장

를 산출하였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 지표로 사용되는

β-세포주인 INS-1 세포에 water 및 70% EtOH 화살나무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추출물을 0, 0.5, 5, 50 μg/mL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HOMA-IR)를 계산하였다(Jo 등, 2018).

뒤 증식 및 독성을 측정하였다. 증식 측정 결과, 대조군(0 μg/

HOMA-IR＝{Fasting plasma glucose (mmol/L)×
Fasting insulin (μU/mL)}×22.5

mL)의 생존율은 100±9.69%였으며 50 μg/mL 물 추출물 처
리군에서는 134.94±26.93%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0.5
μg/mL 70% EtOH 추출물 처리군에서 133.77±29.82%, 5

혈장 내 GLP-1 농도 측정

μg/mL 처리군에서는 127.91±15.65%, 50 μg/mL 처리군

혈장 내 GLP-1 농도는 DPP-Ⅳ 저해제를 처리한 혈장을

에서는 115.81±14.78%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하여 glucagon-like peptide-1 96-well plate ELISA

물 추출물 처리군은 췌장 β-세포의 증식을 유의적으로 증가

kit(Millipor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LP-1 농도를 측정

시키며, 70% EtOH 추출물은 췌장 β-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하기 위해 kit 내 96-well plate에 Assay buffer(100 μL)와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또한, 독성 측정 결

standard, quality control, sample(각각 100 μL)을 넣고

과 대조군(0 μg/mL)은 0.05±0.03이었으며, 0.5 μg/mL 물

4°C에서 overnight 시켜주었다. Overnight 후 wash buffer

추출물 처리군은 0.05±0.02, 5 μg/mL 처리군은 0.05±

로 5회 세척 후 GLP-1 detection conjugate를 200 μL 넣은

0.02, 50 μg/mL 처리군은 0.06±0.01로 독성에 영향을 미

뒤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해주었다. Wash buffer로 3회

치지 않았다. 70% EtOH군 또한 0.5 μg/mL 처리군은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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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water or 70% EtOH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on (A) cell proliferation and (B) cell cytotoxicity in INS-1
cells. INS-1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0, 0.5, 5, 50 μg/mL) of each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water,
70% EtOH) for 24 h. Cell proliferation and cell cytotoxicity were determined by CellTiter96Ⓡ Aqueous One Solution Assay kit
or CytoToxⓇ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kit.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n=3).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0.02, 5 μg/mL 처리군은 0.06±0.01, 50 μg/mL 처리군은

인슐린 분비 자극은 β-세포의 인슐린 분비 반응 감소 현상

0.06±0.03으로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B).

을 유발하며, 이때 Genistein을 처리하면 고농도 포도당에

이상의 결과로부터 화살나무 물 추출물이 INS-1 세포의 증
식을 증가시켰으며, 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세포 실험은 췌장 β-세포의 증식 및
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인 5 μg/mL로 진행하였다.

화살나무추출물이 INS-1 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
당뇨 발생에 의해 췌장 β-세포가 고농도의 포도당에 장기
간 노출되면 β-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여 인슐린 합성 및 분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ertson 등, 2003). 이에 포도당 자극 하에 화살나
무추출물이 췌장 β-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고농도 포도당(30 mM) 및 5 μg/mL 화살나무
추출물을 2시간 처리한 결과, 대조군에서의 인슐린 농도는
40.71±6.43 μiU/mL였으며, 화살나무 물 추출물 및 70%
EtOH 추출물 처리군의 인슐린 분비량은 각각 53.86±8.77,
60.11±0.8 μiU/mL로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Fig. 3). Lee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농도 포도당 처리에 의한

Fig. 3. Effect of water or 70% EtOH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on insulin secretion in INS-1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Glucose (5 mM or 30 mM) and each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water, 70% EtOH, 5 μg/mL) for 1 or 2 h. Insulin secretion was determined by Insulin Human ELISA kit.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n=3).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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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인슐린 분비 감소를 완화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벼 추출물을 급여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Lee 등, 2012).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Group of Kyung Hee

따라서 화살나무추출물은 당뇨의 특징적 증상 중 하나인 다

University(2007)의 연구에 따르면 화살나무 50% EtOH

갈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식 증상과 관련된

추출물의 에테르 분획에서 정제한 3-O-methylurolic acid

식이 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NG 3.44±1.21 g 대비 C57BL/

는 흰쥐에서 얻은 췌도 세포에서 11.1 mM 포도당과 1시간

Ksj-db/db 마우스에서 식이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메트포

동시 처리 시 당뇨병 치료제로서 알려진 Glipizide 대비 인슐

민 및 화살나무추출물(water, 70% EtOH) 투여에 의한 식이

린 분비능을 6배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섭취량의 변화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57BL/Ksj-db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물 추출물과 70% EtOH 추출물을 시료

/db 마우스가 유전적으로 렙틴 수용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

로 사용하여 효과를 가지는 3-O-methylurolic acid와 같은

어 렙틴 저항성을 가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로 생각

단일물질의 농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된다(Kim 등, 2015). 또한, 화살나무추출물 투여군(WEG,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EG)에서 DG 대비 식이섭취량에 차이가 없는 결과는
C57BL/Ksj-db/db 마우스에 7주간 부추 추출물과 부추 발

화살나무추출물이 체중, 체중 증가량, 식수･식이 섭취량, 식
이효율에 미치는 영향

효물을 투여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등, 2015). 식

당뇨의 주요한 증상에는 다갈, 다식, 다뇨, 체중 감소 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물질 처리 군 간의 차이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 2007). 따라서 본 연구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화살나무추출물 투여는 식수섭

에서는 체중 및 체중 증가량, 식수, 식이 섭취량 및 식이 효율

취량을 감소시켜 다갈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효율(FER)은 NG 1.04±0.17 대비 DG에서 0.01±0.7로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체중 및 체중 증가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1), 초기 체중에서 NG에 비해 유의적으로 C57BL/

화살나무추출물이 혈장 내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

Ksj-db/db 마우스에서 체중이 증가하였으나, 당뇨 모델 군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간의 차이가 없었다. 화살나무추출물 투여 4주 후 체중 측정

많다(Rhee, 2020).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인슐린이 정상적

결과 DG와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MG 및 EEG의 체중이 증

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가하였다. 하지만 체중 증가율에서 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혈중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게 된다. 유리지방산은 간으로 이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C57BL/Ksj-db/db 마우스를 당

동하여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합성을 증가시켜 혈

뇨 대조군으로 이용하였을 때 10주령에 체중 감소를 보인다

중 중성지방 농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Jung, 2019). 메트포민 및 화살

(Choi, 2009). 이외에도 당뇨병성 이상지질혈증은 혈청 총

나무 70% EtOH 추출물을 투여한 C57BL/Ksj-db/db 마우

콜레스테롤, small dense low-density lipoprotein(sdLDL)

스의 최종 체중이 DG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는 당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high-density lipopro-

뇨로 인한 체중 감소 현상을 물질 투여가 완화하려는 것으로

tein(H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다고 한다(Sadeghi 등,

생각되나 장기적인 사육을 통한 체중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2020; Park,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에서 증가

있다. 다음으로 다갈과 관계있는 식수섭취량을 측정하였다.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에 화살나무

식수섭취량은 NG는 26.33±10.78 mL인 반면, DG는 40.77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혈장 내 중성지방 농도

±46.90으로 유의적으로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식수섭취량

측정 결과, NG의 중성지방 농도는 90.96±11.80 mg/dL였

의 증가는 메트포민 및 화살나무추출물(water, 70% EtOH)

으며 DG는 184.68±31.97 mg/dL로 증가하였다. WEG는

투여에 의해 각각 19.28±12.11, 19.59±6.43, 17.23±5.13

156.61±45.73 mg/dL로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MG는

mL로 DG 대비 유의적으로 식수섭취량이 감소하였다. 이와

118.17±19.28 mg/dL, EEG는 146.61±20.53 mg/dL로

같은 결과는 C57BL/Ksj-db/db 마우스에 8주간 발아일품

DG에 비해 유의적으로 혈장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감소하

Table 1. Body weight, weight gain, water intake, food intake and FER efficiency of experimental groups

NG2)
DG
MG
WEG
EEG
1)

Initial weight
(g)

Final weight
(g)

Body weight
gain (g)

Water intake
(mL)

Food intake
(g/d)

19.81±0.52a3)
28.51±2.30b
28.71±1.37b
29.03±1.55b
29.19±1.83b

23.06±0.59a
28.29±2.40b
31.70±3.93c
30.00±2.79bc
31.82±3.34c

3.25±0.54
−0.22±4.09
2.99±4.18
0.98±3.93
2.63±2.43

26.33±10.78a
40.77±46.90b
19.28±12.11a
19.59±6.43a
17.23±5.13a

3.44±1.21a
6.69±1.94b
5.79±1.48b
6.48±1.85b
6.17±2.22b

1)

FER

1.04±0.17a
0.01±0.7b
0.56±0.75ab
0.16±0.59b
0.44±0.41ab

FER, Food efficiency ratio＝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
NG, normal group; DG, diabetic group; MG, metformin group; WEG, water extract group; EEG, 70% EtOH extract group.
3)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for each list of measurement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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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Fig. 4A). 혈장 내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한 결과,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00 mg/dL 미만이며, 126

MG는 108.41±18.93 mg/dL로 NG 93.28±9.78 mg/dL보

mg/dL 이상의 경우 당뇨로 진단한다(Hur 등, 2021). 화살

다 혈장 내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EEG는

나무추출물이 공복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0~4주 차까지 매

92.07±10.49 mg/dL로 MG 대비 유의적으로 혈장 내 총콜

주 16시간 절식 후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얻어 동물용 혈당

레스테롤 농도가 NG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DG와 WEG는

측정계로 측정하였다. 화살나무추출물을 4주간 투여한 결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B). 결과적으로 EEG에

과, NG는 101.14±15.16 mg/dL인 반면 DG는 488.14±

서 DG 대비 중성지방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

204.54 mg/dL로 공복혈당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

는 고지방식이에 의해 제2형 당뇨병이 유발된 ICR 마우스에

만 DG와 비교하였을 때 MG는 460.43±259.45 mg/dL, 화

서 10주간 화살나무 에탄올 추출물 투여에 의해 혈장 내

살나무추출물 투여군(WEG, EEG)은 각각 501.88±103.56

중성지방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와 일치

mg/dL, 528.13±84.22 mg/dL로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하였다(Park 등, 2005a). 동일한 연구에서 화살나무추출물

(Fig. 5). Lee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0.5%, 1% 발아일

투여 시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한다고 하였으나(Park

품벼 섭취군의 공복혈당이 0주 차 대비 4주 차까지 증가하

등, 2005a), 본 연구에서는 화살나무추출물 투여에 의한 차

다가 6주 차부터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8주 차에 당뇨군과

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Park 등(2005a)의 연구에 비해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종료

화살나무추출물의 투여 농도가 낮고 투여 기간이 짧았기 때

시기인 4주 차에도 DG와 화살나무추출물 투여군(WEG,

문으로 생각되나,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EEG) 사이 공복혈당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Lee 등(2012)

각된다.

의 연구에 비해 물질 투여 기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살나무추출물이 공복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
2021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정상인의 공복혈당은

A

화살나무추출물이 포도당 내당능, 인슐린 부하능, 인슐린
저항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Lee,
2007). 인슐린 저항성 발생 시 인슐린 기능 저하에 의해 당
질 및 지질대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9). 따라서 화살나무추출물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포도당 복강 내당능(IPGTT), 인슐
린 부하능(IPITT) 및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을
측정하였다. IPGTT를 측정한 결과, 투여 90분 후 NG보다
DG 및 물질 투여군(MG, WEG, EEG) 모두에서 혈당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DG의 혈당은 985±121.74 mg/dL였으

B

Fig. 4.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or 70% EtOH extracts for 4 weeks on plasma lipid concentration. (A) Triglyceride
(TG), (B) Total cholesterol (TC) concentration were measured
using plasma obtained from the heart and abdominal vena cava.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G: normal group, DG: diabetic group,
MG: metformin group, WEG: water extract group, EEG: 70%
EtOH extract group.

Fig. 5. Changes in fasting blood glucose by oral treatment with
water or 70% EtOH extracts. Fasting blood glucose was measured using tail vein blood once a week after fasting for 16 hours.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The different letters
in each experimental group for each week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G: normal
group, DG: diabetic group, MG: metformin group, WEG: water
extract group, EEG: 70% EtOH extrac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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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살나무추출물 투여군(WEG, EEG)은 각각 788.57±

을 측정한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당뇨군 대비 유의적으로

160.73 mg/dL, 800±171.80 mg/dL로 군 간의 차이는 보

흑삼 투여군에서 혈당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슐린

이지 않았다(Fig. 6A). IPITT 측정 결과 DG가 173±16.09

내당능의 경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흑삼 투여군에서 백

mg/dL인 반면 WEG의 혈당이 112.33±35.16 mg/dL로 유

삼 투여군에 비해 빠르게 혈당을 제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6B).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Lee 등(2021)의 연구에서 또한 5주간 Aspergillus awa-

HOMA-IR은 NG가 6.35±7.64인 것 대비 모든 군에서 유의

mori로 발효한 황기추출물을 혼합한 식이를 섭취시킨 뒤

적으로 증가하였지만 DG와 비교하였을 때 물질 투여군과의

포도당 내당능을 측정한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당뇨군 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6C). Kang과 Kim(2011)의 연구

비 물질 투여군에서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인슐린

에 따르면 5주간 흑삼 또는 백삼을 투여한 뒤 포도당 내당능

저항성 지표인 HOMA-IR은 10주간 투여 후 측정하였으며,

A

B

C

Fig. 6.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the water or 70% EtOH extracts on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 (IPGTT), intraperitoneal insulin tolerance test (IPITT), HOMA-IR. (A) IPGTT graph, IPGTT graph area under the curve (AUC), (B) IPITT graph
and IPITT graph area under the curve (AUC) was measured through tail vein blood at 3 weeks of the experiment. (C) HOMA-IR
was measured by fasting blood glucose (mmol/L) and fasting plasma insulin (μU/mL) on the last day of the experiment.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G: normal group, DG: diabetic group, MG: metformin group, WEG: water extract group, EEG: 70% EtOH extrac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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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대비 물질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

한 Wang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GLP-1 분비는 인슐린

의 결과 DG 대비 화살나무추출물 투여군(WEG, EEG)에서

저항성 및 고혈당증에 반비례하고 췌도 β-세포 기능 및 인

혈당에 차이가 없는 결과 및 HOMA-IR 값이 군 간의 차이를

슐린 감수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결과는 비교적 짧았던 투여 기간에 의한 것으로

장기간의 물질 투여를 통해 DG 및 EEG에서의 혈장 내

생각되며 장기간 투여 시 포도당 내당능, 인슐린 부하능 및

GLP-1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OMA-IR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살나무추출물이 혈장 GLP-1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화살나무추출물이 혈장 및 췌장 조직 내 인슐린 수준에
미치는 영향

Glucagon like peptide-1(GLP-1)은 장관 내 L세포에서

제2형 당뇨 발생 초기 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크레틴 호르몬이다. GLP-1은 글

이 감지되지 않으며,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포도당 대사

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고,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

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고인슐

증가 및 위 배출 속도 지연 등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린혈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 2005). 따라

있다(Oh,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살나무추출물이

서 본 연구에서는 화살나무추출물의 경구투여가 혈장 인슐

GLP-1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마우스 혈장에서 측정하였다.

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였다. 혈장 내 인슐린

그 결과 NG는 9.37±2.25 pg/mL였으나, EEG는 20.30±

농도 측정 결과, NG는 0.71±0.82 ng/mL였으며, DG는 6.04

8.10 pg/mL로 화살나무추출물에 의해 NG보다 유의적으로

±3.81 ng/mL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MG 및 WEG, EEG

혈장 내 GLP-1 수준이 증가하였다. DG는 13.86±3.88

또한 각각 7.27±6.16, 5.57±3.65, 5.12±2.60 ng/mL로

pg/mL으로 DG와 EEG 사이 혈장 내 GLP-1 수준의 차이는

NG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8A). Heo 등(2018)

없었다(Fig. 7). Kim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추 추출
물을 7주간 투여한 결과 정상군 대비 당뇨군의 혈청 내

A

GLP-1 수준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물질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GLP-1 수준이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 화살나무 70% EtOH 추출물 투여 시 NG보다 유
의적으로 혈장 내 GLP-1 수준이 증가하는 점은 유사한 경
향성을 보이지만 DG와는 차이가 없었으며, DG가 NG와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제2형 당뇨 환자의 공복 시
GLP-1 수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Lastya 등(2014)의 연
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공복 시 GLP-1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Korani
와 Sonbol(2018)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와 정상인 사이
공복 시 GLP-1의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

Fig. 7. Effect of water or 70% EtOH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on glucagon-like peptide-1 in plasma. GLP-1 concentration in plasma was measured using plasma obtained from the
heart and abdominal vena cava.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G: normal
group, DG: diabetic group, MG: metformin group, WEG: water
extract group, EEG: 70% EtOH extract group.

B

Fig. 8. Effects of water or 70% EtOH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on insulin concentration in plasma and pancreatic tissue.
(A) Plasma insulin concentration was measured using a Rat/
Mouse Insulin ELISA kit. (B) Insulin concentration in the pancreas was measured using a pancreatic tissue lysate.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SD.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NG: normal group, DG: diabetic group, MG: metformin
group, WEG: water extract group, EEG: 70% EtOH extrac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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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ropanax morbifera leaves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당뇨군
의 혈장 인슐린 농도가 정상군 대비 증가하였으며 높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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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질 투여군의 인슐린 농도는 당뇨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DG의 인슐린 농도가 NG 대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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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증가한 포도당을 정상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보상작용
(Cavaghan 등, 2000)으로 보이며, DG와 비교하였을 때 화
살나무추출물(WEG, EEG) 처리 시 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결
과는 짧은 물질 투여 기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장기간의 추출물 투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췌장 내 인슐린 함량을 측정한 결과, NG는 2.26±
0.32 ng/μg protein이었으나 DG는 0.54±0.26 ng/μg protein으로 NG보다 유의적으로 췌장 내 인슐린 함량이 낮았
다. 이에 비해 메트포민 및 화살나무추출물(water, 70%
EtOH) 투여에 의해 각각 1.7±0.85, 1.33±0.43, 1.27±1.06
ng/μg protein으로 DG 대비 유의적으로 췌장 인슐린 함량
이 증가하였다(Fig. 8B). 이와 같은 결과는 C57BL/Ksj-db/
db 마우스에 Dendropanax morbifera leaves 추출물을 농도
별로 투여하여 항당뇨 효과를 측정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Heo 등, 2018). 따라서 화살나무추출물은 당뇨에 의해
감소한 췌장 내 인슐린 저장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항당뇨 효
과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화살나무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등 여러 생리활성효
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전적 요인, 비만, 식습
관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
다. 당뇨병의 경우 주사용 인슐린 제제 외 메트포민, sulfonylurea 등과 같은 경구 투여제를 이용하여 치료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들은 장기간 복용 시 여러 부작용을 초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천연물을 이용한 부작용 없는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살나무추출물(water,
70% EtOH)이 췌장 β-세포 및 제2형 당뇨 마우스 모델에서
항당뇨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화살
나무추출물은 췌장 β-세포의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제2형 당뇨 마우스 모델에 투여한 결과 당뇨의 증상 중
하나인 다갈 증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70% EtOH
추출물 투여 시 혈장 내 중성지방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
켰다. 또한 물 추출물 및 70% EtOH 추출물 투여 시 췌장
내 인슐린 함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다음과 같은 결과
는 화살나무추출물(water, 70% EtOH)이 당뇨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여러 측정 항목의 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결과는
다소 짧은 물질 투여 기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장
기간 투여에 대한 항당뇨 효과 검증을 거쳐 치료제로 사용될

REFERENCES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Diabetes Care. 2009. 32:S62-S67.
Cavaghan MK, Ehrmann DA, Polonsky KS. Interactions between
insulin resistance and insulin secretion in the development
of glucose intolerance. J Clin Invest. 2000. 106:329-333.
Cha BY, Park CJ, Lee DG, Lee YC, Kim DW, Kim JD, et al.
Inhibitory effect of methanol extract of Euonymus alatus on
matrix metalloproteinase-9. J Ethnopharmacol. 2003. 85:163167.
Choi BC. Type Ⅱ diabetes mellitus (2). 2018 [cited 2022 April
18]. Available from: http://www.health.kr/Menu.PharmReview/
View.asp?PharmReview_IDX=1631
Choi CS. Pathogenesis of insulin resistance. Korean J Med. 2009.
77:171-177.
Fang XK, Gao Y, Yang HY, Lang SM, Wang QJ, Yu BY, et
al. Alleviating effects of active fraction of Euonymus alatus
abundant in flavonoids on diabetic mice. Am J Chin Med.
2008. 36:125-140.
Heo MG, Byun JH, Kim J, Choung SY. Treatment of Dendropanax morbifera leaves extract improves diabetic phenotype and
inhibits diabetes induced retinal degeneration in db/db mice.
J Funct Foods. 2018. 46:136-146.
Hong SK. Hyperinsulinemia and insulin resistance leading to
metabolic syndrome. The Monthly Diabetes. 2005. 188:11-13.
Hur KY, Moon MK, Park JS, Kim SK, Lee SH, Yun JS, et al.
2021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iabetes mellitus in Korea. Diabetes Metab J. 2021. 45:461-481.
Jeong EJ, Bae JY, Rho JR, Kim YC, Ahn MJ, Sung SH. Anti-inflammatory triterpenes from Euonymus alatus leaves and
twigs on lipopolysaccharide-activated RAW264.7 macrophage
cells. Bull Korean Chem Soc. 2014. 35:2945-2949.
Jin UH, Lee JY, Kang SK, Kim JK, Park WH, Kim JG, et al.
A phenolic compound, 5-caffeoylquinic acid (chlorogenic
acid), is a new type and strong matrix metalloproteinase-9
inhibitor: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from methanol extract
of Euonymus alatus. Life Sci. 2005. 77:2760-2769.
Jo R, Min JR, Jeong SH. Anti-diabetic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Rehmannia glutinosa Libosch root in 3T3-L1 adipocytes
and C57BL/KsJ-db/db mi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8. 47:957-965.
Jung UJ. Anti-Diabetic effects of nobiletin in C57BL/KsJ-db/db
mi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9. 48:515-523.
Kang SJ, Kim AJ. Anti-diabetic effect of black ginseng in C57
BLKS/J-db/db mice. Korean J Food Nutr. 2011. 24:770-776.
Kelley KA. Chapter 2－Transport of mouse lines by shipment
of live embryos. Methods Enzymol. 2010. 476:25-36.
Kim BJ, Jo SK, Jeong YS, Jung HK. Anti-diabetic effects of
Allium tuberosum Rottler extracts and lactic acid bacteria fermented extracts in type 2 diabetic mice model. Korean J Food
Preserv. 2015. 22:134-144.
Kim JH, Oh SY, Han JH, Lee GY, An CK, Hwang BY, et
al. Compare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Euonymus alatus
and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Franch. & Sav.)

904

김예린 ․ 김은영 ․ 이성욱 ․ 김용완 ․ 김윤희

Hiyama extract on macrophages. Yakhak Hoeji. 2014. 58:357363.
Korani MA, Sonbol A. Study of the serum level of fasting glucagon-like peptide-1 in type 2 diabetics and its relation to the
glycemic profile. Egypt J Intern Med. 2018. 30:54-57.
Korean Diabetes Association.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
Korea Diabetes Association, Seoul, Korea. 2020. p 1-36.
Kwon GJ, Choi DS, Wang MH. Biological activities of hot water extracts from Euonymus alatus leaf. Korean J Food Sci
Technol. 2007. 39:569-574.
Kyunghyang newspaper. Knowing our tree right away. 2004
[cited 2022 July 18]. Available from: https://m.khan.co.kr/
feature_story/article/200411221726301#c2b
Lastya A, Saraswati MR, Suastika K. The low level of glucagon-like peptide-1 (glp-1) is a risk factor of type 2 diabetes
mellitus. BMC Res Notes. 2014. 7:849. https://doi.org/10.1186
/1756-0500-7-849
Lee EJ, Choi H, Yoon WC, Kim YS, Song BN, Lee MY, et
al. Anti-diabetic and lipid profile effect of Astragalus membranaceus (Fisch.) Bunge fermented by Aspergillus awamori
in db/db mice. Korean J Medicinal Crop Sci. 2021. 29:263272.
Lee SJ. Genistein-induced potentiation effect on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GSIS) in INS-1 β-cell.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007.
Lee YR, Woo KS, Hwang IG, Kim HY, Lee SH, Kim YB, et
al. Anti-diabetic activity of germinated Ilpum rough rice extract supplement in mi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2.
41:339-344.
Lee YR, Yoon N. Anti-oxidative and anti-diabetic effects of
methanol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5. 44:681-686.
Mohammed-Ali Z, Carlisle RE, Nademi S, Dickhout JG. Chapter
16－Animal models of kidney disease. In: Conn PM, editor.
Animal Models for the Study of Human Disease. 2nd ed.
Academic Press, Cambridge, MA, USA. 2017. p 379-417.
Oh BY, Hwang SK, Cheong MY, Sin HS, Park BH, Lee JH,
et al. Components and biological activity of aqueous extract
isolated from winged stem of Euonymus alatus. Korean J
Food Sci Technol. 2005. 37:898-904.
Oh SJ. New therapeutics for diabetes using incretin hormone.
Korean J Med. 2011. 80:625-634.
Park JH. Mitochondria DNA polymorphism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Korean Diabetes J. 2009. 33:373-374.
Park KS. Diabetes and dyslipidemia. Cardiovascular Update.

2006. 8(5):43-49.
Park SH, Ko SK, Chung SH. Euonymus alatus prevents the hyperglycemia and hyperlipidemia induced by high-fat diet in
ICR mice. J Ethnopharmacol. 2005a. 102:326-335.
Park WH, Kim SH, Kim CH. A new matrix metalloproteinase-9
inhibitor 3,4-dihydroxycinnamic acid (caffeic acid) from
methanol extract of Euonymus alatus: isolation and structure
determination. Toxicology. 2005b. 207:383-390.
Rhee EJ. Recent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dyslipidemia
in patients with diabetes. J Korean Diabetes. 2020. 21:11-20.
Robertson RP, Harmon J, Tran PO, Tanaka Y, Takahashi H.
Glucose toxicity in β-cells: Type 2 diabetes, good radicals
gone bad, and the glutathione connection. Diabetes. 2003. 52:
581-587.
Sadeghi E, Hosseini SM, Vossoughi M, Aminorroaya A, Amini
M. Association of lipid profile with type 2 diabetes in firstdegree relatives: A 14-year follow-up study in Iran. Diabetes
Metab Syndr Obes: Targets Ther. 2020. 13:2743-2750.
Song KE, Kim DJ, Park JW, Cho HK, Lee KW, Huh KB.
Clin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according to insulin secretion and insulin resistance. Diabetes
Metab J. 2007. 31:123-129.
Statistics Korea. Results of statistics on causes of death in 2020.
2021 [cited 2022 April 18]. Available from: http://kostat.go.
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
&aSeq=403046&pageNo=1&rowNum=10&navCount=10&
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Group of Kyung Hee University.
Composition comprising 3-O-methylursolic acid isolated from
Euonymus alatu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KR Patent 10-0748364. 2007.
Wang XL, Ye F, Li J, Zhu LY, Feng G, Chang XY, et al.
Impaired secretion of glucagon-like peptide 1 during oral glucose tolerance test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type 2
diabetes mellitus. Saudi Med J. 2016. 37:48-54.
Woo Y, Lim JS, Oh J, Lee JS, Kim JS. Neuroprotective effects
of Euonymus alatus extract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deficits in mice. Antioxidants. 2020. 9:449. https://doi.org/10.
3390/antiox9050449
Yoo SJ. Diabetes. Korean J Med. 73:S648-S654.
Zhai X, Lenon GB, Xue CCL, Li CG. Euonymus alatus: A review on its phytochemistry and antidiabetic activity.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6. Article ID 9425714.
https://doi.org/10.1155/2016/9425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