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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장 질환은 발병 원인에 따라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장 질
환, 그리고 고혈압성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며 특히, 당뇨병에 의한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신장 손상은 말기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당뇨병에 의한 신장 손상의 경
우, 신장의 여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사구체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의 증가와 간질의 섬유화를 통해 사구체 경
화와 신장 섬유화에 의한 신장의 기능상실로 이어진다2).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는 ECM의 축적을 

촉진시켜 섬유화 유도에 핵심인자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profibrogenic factor이고, 하위기전인 Smad의 인산화를 유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r-Smad (receptor-regulated 
Smads)는 TGF-β 신호기전에 의해 섬유화 유도 기전을 활성화 시
킨다3-5). 특히, 대표적인 r-Smad인 Smad3는 TGF-β1 
superfamily의 세포내 신호 전달에 관여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화
를 조절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사구체 손상과 연관된 대표적인 지표인 네프린 (nephrin)은 
immunoglobulin family의 접합 단백으로 사구체의 여과막을 형성
하는 족세포의 세포막에 발현되는 단백질로서, 사구체 손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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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nella vulgaris, well-known traditional medicinal plant, is used for the cure of abscess, scrofula, hypertension 
and urinary diseases. Diabetic nephropathy is the most common cause of end-stage renal disease. The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abetic nephropathy are glomerular and tubular basement membrane thickening.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Prunella vulgaris, on diabetic glomerular injury in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es rats. Diabetes mellitus was induced by a singl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reptozotocin (STZ; 45 mg/kg) and 
confirmed by random glucose level higher than ≤ 300 mg/dL. The experimental ra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control group (Male SD rats), STZ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Aminoguanidine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 AG 100 mg/kg/day), Low dose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100 mg/kg/day), High dose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300 mg/kg/day). AG or APVs were administered once a day for 8 weeks. Body weight and 
food/water intake were measured every four weeks. At the end of study, the kidneys were collected and cut into 
pieces for immunohistochemistry and western blot analysis. Our study showed that body weight and water/food intak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untreated STZ-induced diabetic rat and APV treated-STZ rat. However, 
phosphorylation of receptor-regulated Smads (Smad3)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PV treated-STZ rat as compared 
with the diabetic group. In addition, APV was improved nephrin level in kidney tissue. Therefore, we suggest that APV 
has a protective effect against STZ-induced diabetic glomerular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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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족세포의 네프린 단백질이 결핍된 경우 심한 단백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夏枯草 (Prunella vulgaris)는 脣形科 (Labiatae)의 다년생 초
본인 꿀풀 (Prunella vulgaris L. var. lilacina Nakai)의 지상부 
全草를 건조한 것으로 식용이 가능한 약용식물의 하나이다10,11). 한
방에서의 夏枯草는 性味가 寒辛苦하여 淸肝, 散結의 효능이 있어 
고혈압, 目珠夜痛, 頭目眩暈, 肺結核, 甲狀腺腫大, 急性黃疸型傳染
性肝炎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12). 夏枯草의 성분으로는 전초로
부터 ursolic acid, caffeic acid, rutin, carotenoid, tannin, 
vitamin, 유기산 등이 보고되었고, 꽃으로부터 ursolic acid, 
saponin, triterpene, glycoside, d-camphor, 및 fenchyl 
alcohol 등이 보고되었으며, 지상부로부터 sterol과 각종 ursan 
및 oleane계 triterpenoid 성분들이 함유 되어 있다13). 최근까지 
하고초에 대한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로는 항-염증, 항-산화, 항-알
레르기 활성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당뇨에 의한 신장 손상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4-16).
    당뇨에 의한 신장 손상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식이요법, 약물요
법 등이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또는 대부분 부작용을 가지
고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인슐
린을 생산하는 β-세포의 파괴로 발병되는 인슐린 의존성 제1형 당
뇨 모델로서, 현재 항-당뇨 연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물모델 중 하나인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STZ) 유발 
당뇨 쥐에서의 신장 손상에 대한 하고초 물추출물의 보호효과에 대
해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약물 제조
    하고초 (Herbarium voucher No. HBH161-02)는 ㈜경신제약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전탕 추출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건조
된 하고초 (110 g)을 증류수 3 L 가 들어있는 냉각기가 설치된 삼
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100°C에서 2 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이를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다음 회전식 감압 농축기를 이용하여 감
압 농축 한 후 동결건조를 통해 하고초 추출물 11.55 g (수득률 
10.5%)을 얻었으며, 이는 실험 전까지 냉동 보관 후 실험 시 pure 
distilled water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 동물
    동물 실험은 원광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후 진행 하였으며 동물 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승인 
번호 WKU15-154). 실험 동물은 Sprague-Dawley rats (SD rats, 
200-250 g)을 ㈜샘타코 (O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와 식수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체중, 식이 및 음료 섭취량은 4 주에 한번 측정하였다. 사육실
의 온도 및 습도는 각각 22 ± 2℃ 및 50~60%로 유지 하고 12 시
간 간격으로 점등 및 소등 하였다.

3. 당뇨 유발

    당뇨 유발을 위해 SD rats을 12시간 절식 후 STZ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45 ㎎/㎏ body 
weight(bw)의 용량으로 복강 투여하였다. 투여 3일 후 당뇨 유발 
확인을 위해 혈당을 측정하였고 그 수치가 300 ㎎/㎗가 넘는 동물
을 선발하여 STZ-유발 당뇨군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총 5개로, 정상군 (Male SD rats), STZ-당뇨군 (Male SD rats 
injected STZ), Aminoguanidine (Advanced glycation 
inhibitor, AG) 군 (Male SD rats injected STZ + AG 100 
mg/kg/day), 저농도 하고초 투여군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100 mg/kg/day), 고농도 하고초 투여군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300 mg/kg/day)으로 8주 동안 시행하였다. 
실험 종료 후, 랫드를 CO2 로 마취시킨 후 희생시켜 신장 조직을 
적출하였다. 조직은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 
한 후 분석 전까지 −70℃에 보관하였다.

4. Western blot 법 
    적출한 신장 조직을 lysis buffer (250 mM sucrose, 1 mM 
EDTA, 0.1 mM phenylmethylsufonyl fluoride, 2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6) 으로 용해 시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단백질은 bradford 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으
며, 10% SDS-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옮겨 5% BSA 
로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blocking 한 다음 p-smad3, nephrin 
(Santa Cruz, CA) 의 1차 항체를 각각 1:1000으로 희석해서 4℃
에서 16 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이차 항체에 상온에서 1시간 반응 시킨 
후 0.1% Tween 20을 포함한 tris-buffered saline으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ECL Kit (Western blotting detection kit; 
Amersham Biosciences, Little Chalfnot, UK)를 이용하여 발현
시킨 후 Chemi-doc image analyzer (Bio-Rad, Hercules, CA)
를 이용하여 정량 및 분석하였다.

5.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법
    신장으로부터 RNA 분리는 Trizol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를 이용하였으며 RNA 농도는 흡광도 260 nm 에서 
정량하였다. 총 RNA 3 μg을 사용하여 역전사 효소 반응(reverse 
transcriptase reaction)을 통해 cDNA를 생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이용하여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였고 PCR 생성물은 1.2% agarose gel에 
전기 영동하여 Chemi-doc image analyzer (Bio-Rad, Hercules, 
CA)를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 하였다. 결과는 β-actin mRNA 발현
량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였다. 신장 조직에서 시행한 
PCR을 위한 primer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β-actin, forward: 
5’-AGG GTG TGA TGG GTA TGG G-3’ and reverse: 5’-CAG 
GAT CTT CAT GAG GTA GTC-3’. smad3, forward: 5’-AGG 
GCT TTG AGG CTG TCT ACC-3’ and reverse: 5’-GTC CAC 
GCT GGC ATC TTC TG-3’. PCR 반응조건은 예비변성을 94℃에
서 5분간 시행 후 변성 94℃에서 30초, 결합 반응 30초 (smad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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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actin, 52℃와 46℃), 연장반응 72℃에서 30초로 이루어진 중합
효소연쇄반응을 40회 진행하였으며 이후 신장반응을 72℃ 에서 5
분간 진행하였다.

6. Immunohistochemistry 염색
    적출된 신장 조직을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담가 4℃
에서 5 시간 고정하고, 30% sucrose 용액에 조직을 침적시켰다. 
조직을 OCT compound (Tissue-Tek, Sakura Finetek, 
Torrance)에 넣고 영하 20℃에서 동결한 후 cryotome SME 
(Thermo Electron Corporation, Pittsburg, PA, USA)를 이용하
여 4 μm의 두께로 평행하게 횡단절편을 만든 후 poly-L-lysine 
용액으로 코팅한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부착시켰다. 실온에서 하룻
밤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영하 70℃에서 보관하였다. 
HISTO-STAINⓇ-SP Kits (Invitrogen Inc, USA)를 사용하여 
Labeled-[strept] Avidine-Biotin (LAB-SA) 방법을 이용하여 염색
을 진행하였다. 절편이 붙어 있는 슬라이드를 실온에 1 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PBS로 3번 세척한 후 내인성 과산화효소 
(endogenous peroxidase)의 활성을 방지하기 위해 3% hydrogen 
peroxide 용액에 넣어 1 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이후 조직을 
PBS로 3번 세척한 다음 10% non-immune goat serum을 사용
하여 20 분 동안 반응시켜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방지하였다. 
Blocking antibody를 제거한 뒤 일차 항체 (Nephrin,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에 1:200으로 희석하여 습윤 상자에 
넣고 4℃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하였다. 슬라이드를 세척한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streptavidin에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세번 세척하였다. 3-amino-9-ethylcarbazole 
(AEC) chromogen과 hematoxylin (zymed, CA, USA)을 이용하
여 일정시간 동안 발색시킨 다음 슬라이드를 흐르는 물에 씻어 반
응을 중지시킨 후 봉입제로 봉입하였다. 각각의 발현정도는 광학현
미경으로 400배 시야에서 관찰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BX41, 
Olympus, Japan).

7.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유의성은 Systat사의 SigmaPlot version 10.0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 나 one-way ANOVA test를 통하여 p
가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차이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체중 및 식이/음료 섭취량 변화
    체중 변화에 대한 약물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의 체중
은 실험 기간 총 8주 동안 정상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STZ
에 의해 당뇨를 유발시킨 그룹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고초의 투여는 저농도와 고농도 투여군 
모두에서 당뇨 그룹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ositive control 로 사용된 AG 투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
다(Fig. 1A). 
    또한 식이 섭취량 (food intake) 및 음료 섭취량 (water 
intake) 변화에 대한 하고초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STZ에 의해 

당뇨가 유발된 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실험 기간 8주 내내 감소함
을 보였다 (p<0.01). 그러나, STZ에 의해 당뇨가 유발된 군과 비교
했을 때 하고초를 투여한 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Fig. 1B).

A

B

Fig. 1. Effect of APV on the change of body weight and water/food 
intake in STZ-induced diabetic rats. The control group (Male SD rats), 
STZ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AG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 AG 100 mg/kg/day), Low dose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100 mg/kg/day), High dose group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300 
mg/kg/day).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 (n=6). **p<0.01 vs. Cont.

2. 하고초 추출물에 의한 신장 손상 개선 효과
    사구체 경화 및 신기능 손상을 유도하는 주요한 사이토카인 중
에 하나인 TGF-β 신호기전에 의해 활성화 되는 smad3의 인산화에 
대한 하고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STZ-유발 당뇨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p-smad3의 단
백질 발현양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00 ± 
0.04, 2.67 ± 0.11). 반면, 하고초를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한 감소
를 보였으며(Fig. 2A, p<0.05, p<0.01),  특히 고농도의 하고초 투
여군의 경우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16 ± 0.05, p<0.01, Fig. 2A).  
    또한, STZ-유발 당뇨군(2.13 ± 0.05)에서 증가된 smad3의 
mRNA 발현 정도 역시 하고초 투여군에서 0.86 ± 0.06와 0.80 ± 
0.03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B, 
p<0.01). p-smad3의 단백질 및 mRNA 발현양은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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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로 사용된 AG 투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STZ-유발 당뇨군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2, p<0.05). 

Fig. 2. Effect of APV on Smad3 levels in the renal glomerulus. (A) 
Western blots analysis on Smad3 phosphorylation protein expression. (B) 
RT-PCR showed mRNA levels of Smad3. Each lane contained from kidneys 
of all the rats in each group. Western blot and RT-PCR data were 
normalized to an internal control (β-actin) and presented as mean ± S.M 
(n=3). **p<0.01 vs. Cont; ##p<0.01 vs. STZ.

Fig. 3. Effect of APV on nephrin level in the renal glomerulu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nephrin expression (Original 
magnification, 400x). (a) Cont (Male SD rats), (b) STZ (Male SD rats 
injected STZ), (c) STZ + AG (Male SD rats injected STZ + AG 100 
mg/kg/day), (d) STZ + Low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100 
mg/kg/day), (e) STZ + High (Male SD rats injected STZ + APV 300 
mg/kg/day). Each photograph is representative of the results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vs. Cont; ##p<0.01 vs. STZ.

3. 신장 조직에서의 Nephrin 발현에 대한 하고초의 영향 
    사구체 손상과 연관된 지표인 네프린에 대한 하고초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신장에서의 네프린 발현 변화를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STZ-유발 당뇨군에서는 정상
군과 비교하여 신사구체에서 네프린(갈색 발현)이 적게 관찰되나, 

고농도의 하고초를 투여한 군에서는 네프린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
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3). 
    또한, 신장 조직에서의 네프린 단백질 발현 변화에 대한 하고
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법을 시행 한 결과에서도 
STZ-유발 당뇨군에서 감소된 네프린 단백질 발현양이 하고초 투여
에 의해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 이
를 통해 하고초 투여가 네프린 보존을 통해 당뇨에 의한 사구체 손
상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Effect of APV on nephrin protein expression level in the renal 
glomerulus. Western blotting for nephrin proteins (n=3). Western blot 
data were normalized to an internal control (β-actin). 

고    찰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망막, 혈관 및 신장 등에서 장
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로 
인한 당뇨병성 신장 손상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
성 합병증으로 사구체 비대, 세포외 기질의 축적 등의 병리학적 증
상이 관찰된다3,17). 최근 당뇨에 의한 신장 기능 상실 및 만성 신부
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발병기전에 대
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당뇨
병의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 식이 조절, 또는 약물에 의한 것이 있
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부작용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고초 추출물의 당뇨에 의한 신
장 손상에 대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STZ투여로 당뇨가 유발된 
흰쥐에 8주간 하고초를 투여한 후 나타나는 증상의 변화 및 신장 
손상 마커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당뇨가 유발된 경우 인슐린 생성 부족이나 작용의 저하로 인하
여 당대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체중이 감소된다고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STZ에 의해 유발된 당뇨 랫트에 체중이 
시간 의존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고초 추출물
의 투여는 체중의 변화에 큰 영향을 키치지 못하였지만, 음료 및 
식이 섭취량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뇨 유발 군에 비해 감
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았다. 이는 하고초 투여 농도 및 투여 기간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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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구체 경화 및 신기능 손상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인자로는 
interleukin-1, TGF-β, tumor necrosis factor-α 등이 있으며, 
이 중 TGF-β는 다기능적 사이토카인으로 여러 하위 신호를 통해 
세포증식 및 분화, 세포자살에 작용하고, 세포 외 기질 단백질 분
해를 억제하는 PAI-1활성과 fibronectin, type 1 collagen과 같은 
기질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켜 섬유화 유도에 핵심인자로 작용한다
4,18). TGF-β1의 하위신호 중 잘 알려진 Smad family 중 r-Smad
는 TGF-β 신호기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산화 되어 상호작용하는 
common-mediator Smad인 Smad4와 complex를 형성하여, 핵 
내로 들어가서 DNA-binding protein과 함께 대상 유전자의 발현
을 조절을 통해 섬유화 유도 기전을 활성화 시킨다3-5,19,20). 최근 
TGF-β/Smad 경로 차단을 통한 사구체 경화 및 신기능 개선에 관
한 여러 연구를 통해 Smad family 신호전달 기전이 TGF-β 
signaling 을 통한 신장 섬유화 유도 및 발현 조절에 중요한 기전
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한약 처방이 STZ 랫트, db/db 마우
스 등과 같은 당뇨유발 동물모델에서 TGF-β/Smad3 경로 차단을 
통한 신장 섬유화 개선으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GF-β 신
호기전에 의한 Smad3 활성 억제를 통한 신장 사구체 손상 개선에 
하고초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고초 물추출물은 STZ-유발 
당뇨쥐에서 증가된 TGF-β1의 하위신호 중에 하나인 Smad3의 인
산화 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하고초 물추출물이 TGF-β/Smad3 경로 조절을 통해서 신장 사구
체 손상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사구체 경화증을 조절하는데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구체는 사구체 내피, 기저막, 족세포로 구성된 세 개의 장벽
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프린은 사구체의 여과막을 형성하는 족세포
의 세포막에 발현되는 단백질로서 인접한 족세포와의 결합으로 여
과장벽을 이룬다. 사구체가 손상 받았을 때 족세포의 네프린 발현
이 감소하여 그 장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단백뇨의 분비가 증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이는 네프린을 불활성화시킨 쥐에서
는 족돌기의 발달이 불가능하며 많은 양의 단백뇨가 발생한다는 연
구결과 등의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 되어졌다25).
    당뇨병 신장병 등의 신장 질환에 있어서 네프린 감소가 나타남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STZ 투여에 의해 유발된 당뇨 모델에서 사
구체 손상에 대한 하고초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장에서의 
네프린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장에서의 네프린 발현 
정도가 당뇨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됨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하고초 투여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하
고초 추출물이 당뇨에 의해 유도되는 신장 사구체 손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 결과는 최근 확인된 하
고초 추출물이 db/db 당뇨 모델에서 증가된 단백뇨의 분비 억제 
및  신장 기능 지표인 BUN 및 creatinine clearance의 감소를 통
한 신장 기능 보호 연구결과26)와 일치하며 하고초 물추출물이 신장 
기능 개선 및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夏枯草 (Prunella vulgaris)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염증 개선 
효과 및 제 2형 당뇨병성 혈관합병증 동물 모델에서의 인슐린 저항

성 및 혈관염증 억제를 통한 혈관기능 부전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24), 당뇨에 의한 신장 손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역시 혈중 또는 요중 네프린의 분비를 직접적인 정량
화 및 사구체 손상 정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은 점
에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하고초 물추출물이 신장조직에서 Smad3 
인산화 및 nephrin 발현 조절을 통해 당뇨병성 사구체 손상 및 
만성 신부전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TZ 유발 당뇨 랫트 모델에서 하고초 추출물의 
사구체 손상 개선효과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고초 추출물 투여는 STZ-유발 당뇨군에서 p-smad3의 단백
질 및 mRNA 발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p<0.05, p<0.01),  
특히 고농도의 하고초 투여군의 경우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사구체 내의 네프린 발현은 STZ-유발 당뇨군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적게 관찰되나, 고농도의 하고초를 투여한 군에서는 현저
하게 증가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하고초 추출물은 STZ 에 의해 당뇨가 유발
된 랫트 모델에서 Smad3 인산화 및 네프린 발현 조절을 통해 당
뇨병성 사구체 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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