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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ice added with mulberry leaves and fruit on blood
glucose, body fat and serum lipid levels in Sprague-Dawley male rats for 4 weeks. Mulberry rice diet was
prepared with mixture of 50% of purified AIN-diet and 50% of formulated rice consisting of soybean, barley,
polished rice, black rice, uncleaned rice bud, mulberry leaves and fruit.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fed the
mulberry rice diet (group A) and the purified AIN-diet (group B, diabetic control) for 4 weeks in rats injected
with streptozotocin. In terms of observing hypolipidemic effect of mulberry rice, rats were fed either high-fat
diet (13% fat) with additional lard, corn oil, cholesterol to AIN-diet (group C, control) or mulberry rice diet
mixed with high fat diet (group D) for 4 weeks. Blood glucose level at the 4th week of group A had increased
5 mg/dL compared with that of day 0, while group B increased 51 mg/dL. However, the glucose levels of the
groups A and B at the final day were 156 mg/dL (12.4% decrease compared with B) and 178 mg/dL, respectively.
As for hypolipidemic effect, weight gain and body fat were 8% lower in the group D and serum triglyceride
level also 19% lower in the group D compared with those of group C (p<0.05).
Key words: mulberry leaves and fruit, blood glucose, body fat, serum lipids

서 론
뽕나무(Morus alba L.)는 열대지방에서부터 온대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뽕나무과(Moraceae), 뽕나무속(Morus)
에 속하는 식물자원으로 예로부터 뽕잎과 그 열매인 오디는
항당뇨, 항염증, 항고지혈을 위한 식용 혹은 약용자원으로
이용되어왔다(1-5). 유효성분으로는 flavonoids, stilbenes,
prenylflavonoids, coumarin 등이 보고되었다(6). 한방에서
오디는 상심, 상실(桑實), 오심 등으로 불리며, 소갈(消渴)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생리활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오디의 항
당뇨효능(2), 꾸지뽕나무의 과산화지질 억제효과(4), 뽕나무
오디추출물의 항염증 및 항산화작용(5), 쥐 적출 대동맥의
수축 및 이완작용에 미치는 효과(7) 등이 있다. 오디는 주로
anthocyanin 계통의 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cyanidin-3glucoside와 cyanidin-3-rutinoside가 주요성분이며 그 비율
은 7:3 정도로 분포한다. Anthocyanin 색소는 노화억제, 당
뇨병성 망막장애의 치료, 시력개선효과 및 항산화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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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이외에
도 오디에 존재하는 영양성분은 일반 과실에 비해 전반적으
로 높고, 특히 Ca, K 및 비타민 C 함량은 후지사과에 비해
각각 14배, 2배, 18배 높고, 감귤에 비해 비타민 C 함량은
1.5배 높고(9) 항산화성분인 chlorogenic acid가 함유된 것으
로 보고되었다(10).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대부분 쌀밥을 주식으로
섭취하면서 보리나 콩을 혼식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급
속한 산업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쌀밥위주의
식생활이 인스턴트식품으로 대체되어 간편화되고 있기 때
문에 혼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쌀밥에 곡류나 두류 및
기능성 물질을 적량 혼합하면 쌀밥만을 섭취할 때보다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에서 영양적 보완이
되고 영양결핍이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취반에 따른 조리의 번거로움과 기호성 등의 문제로 인
해 쉽게 일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균형적인 영양섭
취를 위해서 여러 곡물을 반죽으로 혼합한 후 압출성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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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쌀알형태로 성형시킨 재성형 잡곡쌀 제품이 개
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산 곡류, 잡곡류 및 두류 등을
이용한 혼합쌀의 영양성, 간편성, 기호성 및 생리기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식개념의 조립형 혼합쌀의 개발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성형 뽕잎오디혼합쌀 개발과 관련하여
혼합쌀을 조리했을 때 쌀밥과 유사한 조직감을 주면서 이질
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물 중의 뽕잎과 오디 첨가량을 각각
10%, 5%로 조절하여 혼합쌀을 제조하고 당뇨유발쥐와 고지
방식을 급여한 흰쥐에게 뽕잎오디쌀이 혈당농도와 체지방
및 혈청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능성 혼합쌀로
서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식이
재성형 뽕잎오디쌀 제조에 사용한 대두, 백미, 현미, 보리,
밀 등은 시중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뽕잎은 2005년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경북 영천에서 채취한 것을 수세
후 60 C에서 열풍건조한 후 파쇄하여 사용하였고, 오디 역시
경북 영천에서 수확한 것을 급속 동결건조한 후 파쇄하여
사용하였다. 뽕잎오디쌀 조성물은 대두, 보리, 백미, 현미,
발아현미 등 85%, 뽕잎분말 10%, 오디즙 5%로 구성하였다.
혈당실험용 식이는 AIN-93G(11)와 50:50 비율로 혼합하여
재성형하였고 지질실험용 식이는 유지(lard : corn oil : cholesterol＝10:2:1) 13%와 기본식이(AIN-93G) 87%를 혼합하
여 제조한 고지방식이(high fat diet)와 50:50 비율로 혼합하
여 재성형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
실험동물은 평균체중 100～200 g 내외의 SpragueDawley 수컷을 바이오제노믹스사로부터 60마리 구입하여
환경이 조절된 사육실(온도 23±1 C, 습도 50±5%, 명암주
기 12시간)에서 일반 고형사료로 7일 동안 적응시킨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와 식수는 자유섭취
(ad libitum)하도록 하였으며, 사료섭취량과 체중은 7일에
한 번씩 측정하였다.
혈당실험
실험군: 실험군은 뽕잎오디쌀식이군(A)과 당뇨대조군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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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군으로 하였다. A군은 기AIN-93G(50%)와 뽕잎오
디쌀조성물(50%)을 혼합한 사료를 급여하였고, 당뇨대조군
은 AIN-93G를 기본식이로 급여하였다. 실험기간은 4주 동
안 지속하였으며 실험계획 및 식이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당뇨유도: 인슐린의존성 당뇨병과 유사한 실험모델을 만
들기 위해서 streptozotocin(STZ, Sigma Chemical Co. Ltd.,
St. Louis, USA)을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시켰다. 평균체중
이 250 g된 SD계 수컷흰쥐를 30마리 공시하여 실험개시 전
STZ를 체중 kg당 45 mg 농도로 0.1 M citrate buffer(pH
4.0)에 녹여서 0.2 mL씩 복강주사 하였다. STZ 주사 후 7일
에 혈당치가 300 mg/dL 내외되는 쥐를 선별하여, 난괴법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으로 실험군당 10마리
씩 배치하였다(Table 1).
시료 수집 및 전처리: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안와정맥총(orbital plexus)으로부터 혈액을 채
취하여 원심분리관에 넣어 1시간 정도 실온에 방치한 다음
2,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은 분석 시까지 -70 C에서 보관하였다. 채혈이
끝난 후 개복하여 장기조직을 적출하여 차가운 생리식염수
에 세척한 후 여과지로 여분의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
하였다.
생화학적 분석방법 및 통계처리: 실험기간 동안 매주 혈
당농도는 혈당측정기(MAccu-ChekⓡActive 610, Roche)로
측정하였고, 혈액 생화학치의 분석방법은 Table 2와 같다.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실험군간 유
의성 검정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tu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지질실험
실험군: 실험군은 뽕잎오디쌀식이군(C)과 고지방대조군
(D)의 두 군으로 나누어 각각 15마리씩 배치하였다. C군은
실험기간동안 고지방식이(50%)와 뽕잎오디쌀 조성물(50%)
을 혼합한 사료를 급여하였고, D군은 고지방식이(50%)와
기본식이(50%)를 혼합한 사료를 4주 동안 급여하였다. 실험
계획 및 식이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시료수집 및 전처리: 실험종료일 전 흰쥐를 12시간 절식
시킨 후 안와정맥총(orbital plexus)으로부터 채혈하여 원심
분리관에 넣어 1시간 정도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
하여(2,500 rpm, 10분) 혈청을 분리하였다. 채혈이 끝난 후
흰쥐를 복정중선을 따라 개복한 다음 장기를 적출하였고,
(B)

o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antidiabetic effect of mulberry rice
Group
A
B
1)

Diet
Basal diet

1)

(AIN-93G, 50%)＋Rice added with mulberry leaves, fruit and others
Basal diet (100%)

Animal
2)

(50%)

STZ-diabetic rats (n=10)
STZ-diabetic rats (n=10)

Basal diet ingredients (g/kg diet): corn starch 397.486, sucrose 100.00, dextrose 132.00, casein 200.00, soybean oil 70.00, cellulose
50.00, mineral mixture 35.00, vitamin mixture 10.00, choline bitatrate 2.50, L-cystein 3.00, t-butylhydroquinone 0.014.
2)
Soybean, barley, polished rice, black rice, bud uncleaned rice, whole wheat, and other ingredients (85%)＋mulberry leave and
its frui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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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methods of blood chemicals
Item
Total bilirubin
1)
GOT/GPT
4)
TC
5)
TG
6)
HDL-C
7)
LDL-C
Glucose

Method
Vanadate oxidation colorimetry
2)
IFCC
Enzymatic method
Enzymatic method
Enzymatic method
Elimination Enzymatic method
Enzymatic method

Sample

Reagent

Analyzer

Serum
Serum
Serum
Serum
Serum
Serum
Serum

Total bilirubin reagents
3)
AST/ALT reagents
Cholesterol reagents
Triglyceride reagents
Direct HDL-cholesterol
HDL-cholesterol
Glucose hexokinase

ADVIA 1650
ADVIA 1650
ADVIA 1650
ADVIA 1650
ADVIA 1650
ADVIA 1650/2400
ADVIA 1650

1)

SGOT/SGPT: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Enzymatic method b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IFCC).
3)
AST/ALT: SGOT/SGPT.
4)
TC: total cholesterol.
5)
TG: triglyceride.
6)
H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7)
LDL-C: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2)

Table 3. Experimental design for hypolipidemic effect of mulberry rice
Group

Diet

A
B

High fat diet

1)

2)

(50%)＋Rice added with mulberry leaves, fruit and others (50%)
3)
High fat diet (50%)＋Basal diet (50%)

1)

High fat diet was formulated with 13% of fat and oil which consisted of lard, corn oil, cholesterol (10%:2%:1%) and 87% of
AIN-93G on a basis of weight percent.
2,3)
See Table 1.

신장주변지방패드(perirenal fat pad)와 정소상체지방패드
(epididymal fat pad)를 분리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및 통계처리: 혈액 생화학치의 분석방법은 앞
서 언급한 Table 2와 같다.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실험군간 유의성 검정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Stu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혈당실험

당뇨유발쥐에게 뽕잎오
디쌀 식이를 4주 동안 급여했을 때 체중은 뽕잎오디쌀식이
군(A) 385 g, 당뇨대조군(B) 357 g으로 A군이 B군보다 28
g이 더 증가하였다. 일당증체량은 A군(3.53 g)과 B군(2.75
g) 간에 비록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A군이
B군보다 28% 더 많은 반면, 식이섭취량은 A군이 B군보다
약 15% 적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반면, 식이효율은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Table 4).
체중,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당뇨쥐의 경우 사료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
소가 현저한 것은 당뇨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보고되었고
(12), Preston 등(13)도 STZ-당뇨쥐에서 체중감소를 보고한
바 있으며 당뇨유발은 세포내 포도당 이용율을 감소시키며,
또한 간, 근육, 지방조직의 지방 및 체내 단백질로부터 에너
지 생산을 감소시켜 체중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본 실험결과에서 당뇨유발에 의한 체중감소 및 사료
효율의 저하와 같은 퇴행적인 변화가 뽕잎오디쌀식이를 급
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혈당농도: 당뇨유발쥐에게 뽕잎오디쌀식이를 4주 동안
급여하면서 측정한 혈당농도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실험전
기준혈당치는 뽕잎오디쌀식이군(A)이 286 mg/dL, 당뇨군
(B)이 291 mg/dL로 차이가 없었고, 1 주후 혈당치 역시 각각
268, 265 mg/dL로 차이가 없었다. 2 주후 혈당치는 A군이
314 mg/dL로 B군의 389 mg/dL보다 75 mg/dL 감소하였고,
이후 3주에는 각각 260, 310 mg/dL로 50 mg/dL 감소하였고
4주에는 A군과 B군이 각각 291, 342 mg/dL로 뽕잎오디쌀식
이군이 당뇨군보다 51 mg/dL 감소하였다. 기준혈당(ref-

Table 4. Effect of mulberry rice on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R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A
B
1)

1)

Initial wt. (g)
286±6.7
280±5.0

3)

Final wt. (g)
385±17.4
357±13.5

ns4)

Gain (g/day)
ns

3.53±0.48
2.75±0.52

Setting in experiment 10 days after STZ-injection.
FER (feed efficiency ratio)＝daily gain/ diet intake.
3)
Mean±SE (n=10).
4)
Not significant.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 t-test. Significant (2-tailed) 0.017.
2)

Diet intake (g/day)
29.87±0.46
35.04±1.03

*

FER

2)
ns

0.12±0.02
0.08±0.02

뽕잎오디쌀이 흰쥐의 혈당농도와 체지방 및 혈청지질 분획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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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mulberry rice on blood glucose level of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0
1)

A
B
Student t-test
1)

Mean±SE (n=10).

Glucose (mg/dL)
2
3

1

286±9.6
291±12.3
ns2)
0.3665

268±11.3
265±10.5
ns
0.9416

314±18.0
389±18.1
ns
0.3396

260±13.2
310±12.9
ns
0.3841

4

Final

291±13.2
342±12.9
ns
0.3689

156±5.5
178±7.0
ns
0.5994

2)

Not significant.

대비 실험 4 주후 혈당치는 뽕잎오디
쌀식이군이 5 mg/dL 증가한 반면, 당뇨군은 51 mg/dL 증가
하였다. 한편, 해부당일 측정한 공복혈당치는 A군과 B군이
각각 156, 178 mg/dL로 뽕잎오디쌀식이군의 혈당강하 정도
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는 뽕잎의 투여방법
은 다르지만 당뇨유발마우스에서 뽕 상엽의 수층 및 에탄올
투여군이 공복 시 당뇨대조군에 비해 혈당강하 효과가 있었
다고 한 Lee 등(15)의 연구결과와 Alloxan으로 고혈당을 유
도한 마우스에게 혐기처리 한 뽕잎분말(20%) 사료를 급여
했을 때 당뇨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고한 Kim 등(16)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
러한 뽕잎의 혈당강하작용은 deoxynojirimycin(DNJ) 성분
증가로 인해 인슐린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장내
탄수화물분해효소인 α-glucosidase, α-mannossidase 및 β
-galactosidase 작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으로
Chung 등(17)과 Jang과 Rhee(18)는 보고한 바 있다.
혈청 생화학치: 당뇨유발쥐에게 뽕잎오디쌀식이를 4주
동안 급여하면서 측정한 혈청 생화학치는 중성지방(TG)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6). 총 빌리루빈
농도는 뽕잎오디쌀식이군(A)과 당뇨군(B)에서 모두 0.24
mg/dL로 같았다. 간기능치(SGOT, SGPT)는 A군이 B군보
다 20% 낮았다. 총콜레스테롤(TC) 농도는 A군이 B군보다
12% 정도 낮았고, 중성지방(TG) 농도는 A군(66.6 mg/dL)
이 B군(101 mg/d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
0.05).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A군이 B군보다 낮았고,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고농도
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에 의한 고지혈증은 당뇨병
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은 허혈성
심질환 및 동맥경화증의 주원인으로 인슐린비의존형 당뇨
병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와 관련하여 Oh 등
(19)은 뽕잎추출물을 함유한 음료수를 5주간 섭취시킨
db/db 마우스에서 혈청 중 TG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erence blood glucose)

지질실험

성장률, 식이섭취량, 체지방량: 뽕잎오디쌀 식이를 4주
동안 급여 후 체중은 뽕잎오디쌀식이군(C)이 353.4 g, 고지
방식이군(D)이 374.5 g으로 C군이 D군보다 21 g이 낮았다.
실험기간동안 일당증체량은 C군(8.07 g)이 D군(8.81 g)보다
평균 8.4% 낮았으나, 식이섭취량은 차이가 없었다(Table 7).
일반적으로 비만이 건강상 위험한 이유는 체중의 증가보다
는 체지방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체지
방은 형태나 작용에 따라 백색지방(white adipose tissue)과
갈색지방(brown adipose tissue)으로 구분된다. 백색지방은
주로 체내 잉여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며 피하와 장기주
변에 위치하는 반면 갈색지방은 열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목주위에 발달되어 있다(20). 백색지방 중 신장주위지방패
드(RFP) 무게는 C군과 D군이 각각 0.77, 0.80 g으로 유사했
으며, 정소상체지방패드(EFP) 무게는 각각 0.59, 0.64 g으로
C군이 D군보다 약 8% 낮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한편, 뽕잎 및 뽕잎추출물을 상용함에 따른 체지방의 축적
억제는 비만억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hen 등(21)은
흰쥐에 고콜레스테롤식이를 4주 동안 투여하면서 뽕잎의 메
탄올 추출물(0.1, 1.0g/kg b.w.)을 실험 종료전 2주 동안 병용
투여 했을 때 체중이 각각 11%, 16% 감소하였다고 하였으
며, Oh 등(19)은 뽕잎추출물 함유음료를 db/db마우스에 5주
동안 섭취시켰을 때 체중증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였
다. 본 실험에서도 뽕잎오디쌀식이군의 체중과 체지방이 감
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은 혼합쌀을 조
리했을 때 쌀밥과 유사한 조직감을 주면서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조성물 중의 뽕잎과 오디첨가량을 각각 10%, 5%로
최소화했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무게: 뽕잎오디쌀식이를 4주 급여한 후 측정한 장기
무게는 실험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간장무게는 뽕잎오디쌀식이군(C)이 4.52 g으로 고지방식이

Table 6. Effect of mulberry rice on hematochemicals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
A
B
Student t-test
1)

Concentration
1)
2)
3)
4)
5)
TB (mg/dL) SGOT (IU/L) SGPT (IU/L) TC (mg/dL) TG (mg/dL)
0.24±0.02
0.24±0.03
ns9)
1.0000
2)

8)

126.5±9.52
156.1±14.14
ns
0.0829

68.6±9.80
91.5±10.53
ns
0.1102

53.3±4.11
60.8±3.54
ns
0.1025

66.6±6.42
101.0±10.21
*
0.0174
3)

6)

7)

HDL-C (mg/dL) LDL-C (mg/dL)
16.8±1.17
21.4±1.42
ns
0.1082

ns

8.0±0.66
8.6±0.82
ns
0.5364

TB: total bilirubin. SGOT: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AST). SGPT: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4)
5)
6)
7)
(ALT).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8)
9)
*
cholesterol. Mean±SE (n=10). Not significan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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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mulberry rice on growth, feed intake and body fat in rats fed high fat diet
Group

Final wt. (g)

Gain (g/day)

3)

A
B
Student t-test

353.4±9.9
374.5±6.3
ns4)
0.0815

1)

8.07±0.44
8.81±0.65
ns
0.2870

2)

Diet intake (g/day)
22.43±0.25
24.05±0.36
*
0.0120

3)

RFP: perirenal fat pad. EFP: epididymal fat pad. Mean±SE (n=1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 t-test.

*

Table 8. Effect of mulberry rice on organ weight in rats fed
high fat diet
Group
A
B
Student
t-test

Weight (g/100 g of body weight)
Liver
Spleen
Kidney
Testis
4.52±0.14
4.50±0.11
ns2)
0.9141

1)

0.22±0.01
0.27±0.03
ns
0.2657

0.39±0.01
0.38±0.01
ns
0.5392

0.45±0.02
0.41±0.01
ns
0.0737

1)

Mean±SE (n=15).
Not significant.

2)

군(D)의 4.50 g보다 약간 높았고, 비장무게는 C군이 D군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간장, 신장 및 정소무게는 C군이 D군에
비해 약간 높았다.
혈청 생화학치: 뽕잎오디쌀 식이를 4주 동안 급여한 후
측정한 혈청 지질은 TG농도를 제외하고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9). TG농도는 뽕잎오디쌀식이군(57.1 mg/dL)
이 고지방식이군(70.3 mg/dL)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p<
0.05) TC, HDL 및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실험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혈중지질 함량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의 진단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고콜레스테롤혈증(hypercholesterolemia),
고중성지방혈증 등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서(22,
23), 혈중 TG 농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24,25). 흰쥐에 콜레스테롤을 투여하여 실험적 고지혈
증을 유발시킨 상태에서 뽕잎 메탄올 추출물의 섭취는 혈청
TG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도 뽕잎분말이 혈청 TG 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26). 또한 식이콜레스테롤로 고지혈증을 유도한
Table 9. Effect of mulberry rice on serum lipid levels in rats
fed high fat diet
Group
A
B
Student
t-test
1)

TC

Concentration (mg/dL)
2)
3)
TG
HDL-C

1)

58.7±2.30
58.5±1.59
ns6)
0.9540

5)

57.1±3.28
70.3±2.74
*
0.0214

15.3±0.92
15.6±0.72
ns
0.8364

LDL-C

13.4±0.33
12.7±0.62
ns
0.5391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3)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4)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5)
Mean±SE (n=15).
6)
Not significant.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 t-test.
2)

4)

4)

Not significant.

Body fat

1)

RFP

0.77±0.04
0.80±0.07
ns
0.8570

EFP
5)

2)

0.59±0.02
0.64±0.04
ns
0.3601

5)

g/100 g of body weight.

토끼에게 뽕잎의 부탄올 추출물 및 아세톤 추출물과 추출잔
사를 14주간 공급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혈청지
질 상승억제와 간세포의 지방축적 억제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27). 또한, HDL-콜레스테롤은 항동맥경화지표로서 조
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
을 하는데, 대사성증후군, 당뇨,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낮
은 HDL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8). 비만에서는 지방대사
와 당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상지혈증(dyslipidemia)이 흔
히 동반되는데, 식이에 의해 비만이 유도된 흰쥐에서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29,30).
본 연구에서 뽕잎오디쌀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청 총콜레
스테롤 농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성지방 농도는 약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효소인 혈중 lipase 활성
(31)은 고지혈증을 유발했을 때 정상군에 비해 증가하지만
고지혈증유도군에 뽕잎 추출물을 투여할 경우 lipase가 활성
화함으로써 체내 지방성분의 말초조직으로의 이행을 억제
시키고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 이
상에서 뽕잎오디쌀식이는 혈당저하 및 중성지방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록 유의성은 없었으나 다소간 체중
과 체지방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재성형 뽕잎오디혼합쌀 개발과 관련하여 당뇨유발쥐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에게 뽕잎오디쌀이 혈당농도와
체지방 및 혈청 지질 농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혈당실험에서 뽕잎오디쌀조성물은 곡류와 잡곡류 등 85%,
뽕잎과 오디즙 15%로 구성하였고, AIN-diet와 50:50 비율로
혼합하여 4주간 급여한 결과 뽕잎오디쌀 급여군은 당뇨대조
군보다 실험종료 시 체중은 28% 증가한 반면 공복혈당치는
12.4%, 혈청 중성지방 농도는 34% 감소하였다(p<0.05). 지
질실험의 경우 4주 동안 고지방식이(50%)와 뽕잎오디쌀조
성물(50%)의 혼합식이와 고지방식이(50%)와 기본식이
(50%)의 혼합식이를 급여한 결과 뽕잎오디쌀 급여군은 고
지방대조군에 비해 체중과 체지방(EFP)이 각각 8%씩 낮았
고, 혈청 중성지방 농도는 약 19% 감소하였다(p<0.05). 이상
에서 뽕잎오디쌀식이는 혈당저하 및 중성지방을 감소시키

뽕잎오디쌀이 흰쥐의 혈당농도와 체지방 및 혈청지질 분획에 미치는 영향

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성은 없었으나 다소간 체중과 체지
방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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