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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with black rice bran pigment on lipid
metabolism and antioxidant activity. Thirty 4-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fed high
cholesterol diets supplemented with 15% rice embryo and 25% embryo jelly added black rice bran
pigment, respectively, for 6 weeks. Plasma and hepatic lipid profile, lipid peroxidation, and the
activity of antioxidant scavenger enzymes in liver were examined. Supplementation with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had no effect on food intakes in high cholesterol-fed rats. The plasma
triglyceride concentra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Supplementation with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resulted in lower plasma and hepatic total cholesterol (TC) concen-
tration and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TC ratio and atherogenic index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le the plasma HDL-C concentration tended to elevated.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tended to lower plasma and hepatic levels of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han the control group. Moreover, hepatic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cluding superoxide dis-
mut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groups. In conclusion,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was very effective in improving the lipid
metabolism and reducing oxidative stress by up-regulating the hepatic antioxidant enzymes in high
cholesterol-f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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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화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 Free radical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는

혈관의 확장과 수축의 조화를 깨뜨리고 생체막의 과산화지질을

증가시키며 조직 세포에 산화적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을 유발하고 진전시킨다.2) 특히 고콜레스테롤 상

태에서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촉진되며 식이로부터 항산

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증가시켰을 때 free

radical에 의한 지질 과산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3,4) Mantha 등5)과 Del Boccio 등6)은 고지방식이와 콜레스테

롤 식이를 공급했을 때 조직과 혈청 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이

증가하여 과량의 식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가 체내 조직

의 산화적 손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Jeon 등7)은 고콜레스테

롤 상태에서 superoxide dismutase나 catalase 같은 항산화 효소

의 양이 감소되었고 지질 과산화물 함량은 증가되었으며 이는

항산화제의 보충에 의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혈

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고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킴으로

써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고자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콜레스테롤 강하제들은 여러 부작

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8) 천연 자원을 이용한 생리활성 물

질의 탐구 및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쌀에는 tocopherol, tocotrienol,

γ-oryzanol 및 피틴산 등의 항산화 성분을 비롯하여 식이섬유와

γ-aminobutyric acid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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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0) 이들 성분의 대부분은 쌀의 배아, 호분층 및 과피를 포

함하는 미강층에 분포되어 있다.11) 특히 검정약쌀이라 불리우며

시판되고 있는 흑미의 미강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cyanidin 3-

O-β-D-glucoside 및 peonidine 3-O-β-D-glucoside 등의 색소 성

분이 함유되어 있다.12,13) Nam과 Kang14,15)은 흑미 미강 에탄올

추출물과 색소 분획의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활성이 백미보

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쌀의 도정부산물인 배아를 회수하여 쌀

가공식품 제조용 부재료로서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이전의 미발표 연구에서 쌀 배아에 필수아미노산이 골고

루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질 함량이 높은 배아에 항산화 효

과가 있는 흑미 미강 색소추출물을 첨가함에 따라 배아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여 저장성이 증진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배아의

고소한 맛을 활용하고 배아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스테로이

드 물질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배아가루를 이용한 떡 고물

(소)과 흑미 미강색소 추출분획을 첨가한 배아젤리를 제조하여

가공적성을 검정한 결과, 쌀 가공식품 제조용 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미발표).

따라서 본 연구는 쌀 배아를 활용한 만성 대사성질환 예방

용 제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의 일환으로써 쌀 배아와 흑

미 미강 색소분획을 첨가한 배아젤리가 생체 내에서(in vivo) 지

질대사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4주령의

Sprague-Dawley 종 흰쥐에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주어 고지혈증

을 유발시키고 배아와 흑미 미강 색소 배아젤리를 6주간 급여

하여 혈장과 간 조직의 지질 대사와 항산화효소의 활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배아는 청결 도정라인으로부터

회수한 미강을 쇄미선별기(RS-1, Taiwa Co., Japan)에 의해 배

아와 과피로 완전히 분리하여 배아만을 회수한 것을 2007년 3

월에 (주) 건양 RPC(김천)로부터 제공받았다. 배아는 약한 불

에 2분간 볶아 식힌 후 분쇄(HJMF-7900, Hanil Electric Co.,

Korea)하여 20 mesh 체를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흑미 미강 색소는 흑미 멥쌀을 농협에서 구입하여 도정(MC-

990, Toyo Co., Japan)한 후 미강을 분리하여 추출하였다. 흑미

미강 색소를 첨가한 배아젤리는 물, 20% 설탕 및 4%의 젤라

틴과 한천을 약한 불로 3분 간 끓여 녹인 다음 20% 배아와

1% 흑미 미강 색소추출물을 첨가하여 냉장고에서 굳혔다. 그

후 동결건조기(Bondiro, Ilshin Co., Korea)로 건조한 다음 분말

화하여 사용하였다.

배아 시료의 조성은 수분 10.3%, 조단백질 19.7%, 조지방

25.5%, 탄수화물 26.7% 및 회분 7.8%이었다. 또한 흑미 미강

색소를 첨가한 배아젤리의 조성은 수분 7.8%, 조단백질 12.2%,

조지방 9.0%, 탄수화물 67.7% 및 회분 3.3% 이었다(Table 1).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생후 3주령의 Sprague-Dawley종 수

컷 흰쥐를 (주)오리엔트사(Korea)로부터 분양받아 “Guide for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85)에 의하여 실험식이로 6

주간 사육하였다. 실험동물은 stainless steel cages에 한 마리씩

분리하여 사육되었으며, 사육실은 25±2oC의 온도와 50±5%의

습도에서 12시간 간격의 광주기로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였다.

실험에 앞서 모든 실험동물에게 물과 고형배합사료를 제한 없

이 급여하면서 일주일간 환경에 적응시킨 후 체중에 따른 난괴

법(randomized block design)으로 각 군당 10마리씩 3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식이는 AIN-76 식이조성(American

Institute of Nutrition 1980)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식이에 1% 콜레스테롤을 첨가하

여 제조하였다. 즉, 고콜레스테롤 식이(AIN-76 식이+1% 고콜

레스테롤)를 하는 대조군과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15% 배아를

첨가한 식이군 및 25%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를 첨가한 식이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식이를 ad-libitum으로 6주간 제공하였

다. 각 군의 식이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배아와 배아젤리는 성분 분석을 하여 모든 식이군의 영양소 밀

도가 동일하도록 제조하였다.

체중측정,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식이섭취량은 매일 1회,

체중은 매주 1회 일정 시간에 측정하였다. 사육기간 중의 체중

증가량을 같은 기간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각 실험군의 식

이효율(Feed Efficiency Ratio, FER)을 산출하였다.16)

혈액과 장기의 채취.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은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에테르와 ketamin-HCl(75 mg/kg body weight, 유

한양행)로 마취시켜 복부 하대정맥혈관(inferior vena cava)에서

혈액을 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3,000 rpm, 4oC에서 15분간 원

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고 분석 시까지 −70oC deep freezer

에 보관하였다. 혈액 채취 직후 간, 심장 및 신장을 적출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여러 번 헹궈 표면 이물질과 수

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분석 시까지 −70oC에 보관하

였다.

혈장 및 간 조직의 지질 함량 분석. 혈장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및 HDL-콜레스테롤

(HDL-C) 농도는 효소비색법을 이용한 kit(아산제약, Kore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Friedewald17)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Lauer18)의 공식에 의해 구하였다.

Table 1. Approximate composition of rice embryo and embryo jelly

Group1) Crude protein (%) Crude lipid (%) Ash (%) Moisture (%) Carbohydrate (%)

RE 19.7 25.5 7.8 10.3 26.7

EJP 12.2 09.0 3.3 07.8 67.7

1)RE: rice embryo
EJP: embryo jelly with 1% pigment fraction of black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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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직의 지질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간 조직 1 g에 인산완

충액(pH 7.4) 4 ml를 넣고 glass homogenizer로 균질화한 후

Folch19)의 방법으로 지질을 추출하였다.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

테롤 함량은 Sale 등20)의 방법을 적용하여 클로로포름에 용해

된 지질추출물을 일정량 취하여 질소 가스로 건조시킨 후

triton X-100과 에탄올에 용해시켜 혈청 지질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효소법을 이용한 kit(아산제약, Korea)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혈장 glutamyl oxaloacetic transaminase(GOT)와 glutamyl

pyruvic transaminase(GPT) 농도 측정. 혈장 GOT와 GPT 농

도는 Retiman-Frankel 법21)을 이용한 kit(아산제약, Korea)를 사

용하여 5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혈장과 간 조직의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측정. 혈장과 간조직의 TBARS 농도는 강산 환경 하

에서 thiobarbituric acid(TBA)와 지질과산화물의 2차 산물인

malondialdehyde의 함량을 532 nm에서 측정한 Ohkawa 등22)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혈장 0.5 ml에 5%

trichloroacetic acid 용액 3 ml와 0.06 M TBA 용액 1 ml를 넣

어 잘 혼합한 뒤 80oC water bath에서 90분간 가열하였다. 이

를 실온으로 식혀 2,000 rpm, 25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간 조직 지질과산화물 농도 측정은 간 조직 균질액 0.2 ml에

8.1% sodium dodecyl sulfate 용액 ml와 0.8% TBA 1.5 ml를

첨가하여 95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시료를 실

온으로 냉각시켜 증류수 1 ml와 n-butanol:pyridine(15:1, v/v)

용액 5 ml를 첨가하고, 3,000 rpm, 20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의 흡광도를 532 nm에서 측정하였다. 이 때 측정값은

표준물질인 tetramethoxypropane으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비교

정량하였다.

간 조직의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및

glutathione peroxidase(GSHpx) 활성 측정. 간 조직 내 항산화

효소의 효소원을 분리하기 위해 Hulcher 등23)의 방법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흰쥐로부터 적출된 동일 간엽 2 g을 0.1 M

triethanolamine, 0.2 M EDTA(pH 7.4) 및 2 mM DTT가 포함

된 완충용액에 넣고 균질화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시켰다(HMR-2101V, Hanil Co., Korea). 그 후 상층액을

1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SOD와 GSHpx

용으로, pellet은 CAT 용으로 분리하였다. 상층액은 다시 32500

rpm에서 1시간 동안 초원심분리한 후(Beckman XL-100, USA)

상층액 1 ml를 취해 ethanol 0.25 ml와 chloroform 0.15 ml를

차례로 넣고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

하여 사용하였다.

SOD 활성도는 pyrogallol을 이용한 Marklund and Marklund24)

의 방법을 수정 사용하여 알칼리 상태에서 SOD가 pyrogallol의

자동산화를 억제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10 mM EDTA를

포함한 50 mM Tris-HCl buffer(pH 8.5) 1.5 ml에 효소원 0.1

ml와 7.2 mM pyrogallol 용액 0.1 ml을 순서대로 잘 섞어 25oC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50 µ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활성 단위

는 효소원을 넣지 않고 10분간 반응시킨 7.2 mM pyrogallol 용

액의 자동산화를 50% 억제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양으로 계산

하였다.

CAT 활성도는 Aebi 등25)의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

다. 즉,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KH2PO4:Na2HPO4

=1:1.5, pH 7.0) 2.89 ml와 효소원 10 µl를 섞어 25oC에서 5분

간 반응시킨 후 0.3 M H2O2 용액 0.1 ml를 첨가하여 240 nm에

서 반응 전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25oC에서 5분간 더 반응시

킨 후 240 nm에서 반응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H2O2 흡광도의

변화를 구하였다. CAT 활성단위는 mitochodrial protein 1 mg당

1분간 감소된 H2O2의 µmole로 나타내었다.

GSHpx 활성도는 Paglia 등26)의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산화

형 glutathione(GSSG)이 glutathione reductase와 NADPH에 의

해 환원될 때 NADPH의 흡광도가 340 nm에서 감소되는 정도

를 측정하였다. 즉, 0.1 M Tris-HCl buffer(pH 7.2) 2.6 ml에

30 mM 환원형 glutathione(GSH) 용액 0.1 ml, 6 mM NADPH

용액 0.1 ml, 효소원 0.1 ml 및 25 µM H2O2 0.1 ml를 혼합하여

340 nm에서 반응 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25oC에서 5

분간 더 반응시킨 후 340 nm에서 반응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GSHpx 농도를 구하였다. GSHpx 활

성도 단위는 cytosolic protein 1 mg당 1분간 산화된 NADPH의

nmole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 v. 12.0(Statistical Package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unit: % of diet)

Group
Ingredients

 Control1) RE  EJP

Casein  20  16.7  16.4

D,L-methionine  0.3  0.3  0.3

Sucrose  49  43  31.1

Corn Starch  15  15  15

Cellulose powder  5  5  5

Corn Oil  5  0.7  2.5

Choline bitartrate  0.2  0.2  0.2

AIN-Mineral2)  3.5  2.1  2.5

AIN-Vitamin3)  1  1  1

Cholesterol  1  1  1

Rice embryo powder -  15  -

Embryo jelly powder - - 25

Total (%)  100 100 100 

1)Control: 1% cholesterol diet, RE: 1% cholesterol diet+15% rice
embryo
EJP: 1% cholesterol diet+25% embryo jelly with 1% pigment fraction
of black rice 
2)AIN-76 mineral mixture contained (in g/kg of mixture): calcium
phosphate dibasic, 500.0; sodium chloride, 74.0;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220.0; potassium sulfate, 52.0; magnesium oxide, 24.0;
manganous carbonate, 3.5; ferric citrate, 6.0; zinc carbonate, 1.6; cupric
carbonate, 0.3;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nite, 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 0.55; and sucrose finely powdered, 118.03.
3)AIN-76 vitamin mixture contained (in g/kg of mixture): thiamin HCl,
0.6; riboflavin, 0.6; pyridoxine HCl, 0.7; niacin, 3.0; D-calcium
pantothenate, 1.6; folic acid, 0.2; D-biotin, 0.02; cyanocobalamin
(vitamin B12), 1.0 ; dry vitamin A palmitate (500,000 U/g), 0.8; dry
vitamin E acetate (500 U/g), 10.0; vitamin D3 trituration (400,000 U/g),
0.25; menadione sodium bisulfite complex, 0.15; and sucrose finely
powdered, 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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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data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의 평균치간 차이의 유의성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이섭취량, 체중증가량, 식이 효율 및 장기무게. 실험 식이

를 6주 동안 섭취한 실험동물의 1일 평균 식이 섭취량, 체중

증가량 및 식이 효율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평균 식이 섭취

량은 대조군과 배아 및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 증가량과 식이 효율은 대조군에 비해 배

아와 배아젤리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간 무게는 대조군에서 높았으며(p<0.05), 심장과 신장 무게는

각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데이타 미제시). 따

라서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의 첨가는 실험동물의 식

이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이로

섭취한 과량의 콜레스테롤이 체외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

고 간장 내에 축적되어 간 무게와 체중이 증가되었으며, 배아

와 배아젤리의 급여에 의해 간 조직에서의 지방축적이 억제되

어 간 무게,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혈장과 간의 지질 수준.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의 급

여가 흰쥐의 혈장과 간의 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HDL-콜레

스테롤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혈장 중성지방 함량은 대조군과 배아 및 배아젤리 첨가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장 내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

군에 비해 배아군이 6.1%, 배아젤리군이 25.2% 감소하였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이 64.4±4.9 mg/dl로 가장 높았

고, 배아군은 58.8±5.8 mg/dl로 9.1% 감소하였으며, 배아젤리군

은 41.6±5.3 mg/dl로 35.4%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

맥경화증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HDL-콜레스테롤 농

도는 세 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배아

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 첨가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DL-C/TC 비는 대조군에 비해 배아군에서 12.7%, 흑미 미

강색소 배아젤리군에서 41% 증가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순환

계와 관련한 진단지수 중 하나인 동맥경화지수(A.I.)는 대조군

에서 가장 높았으며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첨가에 의

해 각각 12.1% 와 31% 감소하여 배아젤리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간 조직의 중성지방 농도는 대조군이 161.6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배아와 흑미 미강 색소 배아젤리 첨가에 의해

각각 40.1%와 56.1% 감소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대

조군에 비해 배아군에서 12.2%, 배아젤리군에서 61.3% 감소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7)의 연구에서 고콜레스테롤 급여 흰

쥐에게 매일 500 mg/kg B.W의 메밀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였

을 때 혈장의 중성지방 농도는 정상사료 급여군 및 고콜레스테

롤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

다. Kahlon 등28)에 의하면 고콜레스테롤을 유도한 햄스터에게

쌀 미강을 급여하였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미강의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는 인체실험에서도 확

인되었는데, Gerhardt 등29)의 연구에서 매일 85 g의 미강을 14

명에게 6주 동안 섭취시켰을 때 혈중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증

가하여 미강이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HDL-콜레스테롤은 말초조직 및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

을 간으로 이동시켜 담즙산으로 배설함으로써 혈액 중 콜레스

테롤 농도를 저하시키고, 거품세포의 형성을 방해하여 동맥경

화증과 고혈압 등 순화기계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30)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동물은 식이 콜레스

테롤의 장내 이용률 감소로 인해 이화작용과 배설을 위해 말초

조직으로부터 간으로 운반되는 reverse cholesterol transport가

촉진되어 혈액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고 HDL-콜레스

테롤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Sharrett 등32)은

45-64세 남녀 12,339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역학조사를 한 결과

혈중 HDL-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Minhajuddin 등33)의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쥐에

게 쌀 미강유에서 분리 추출한 tocotrienol 분획을 투여하였을

때 혈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간의 3-hydroxy-3-methyl-

glutaryl-coenzyme(HMG-CoA) 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콜

레스테롤 생합성이 감소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Wilson

등34)은 고콜레스테롤혈증 햄스터에게 쌀 미강유와 oryzanol을

투여함에 따라 혈장의 지질과 콜레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에스

터의 축적이 ferulic acid 보다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실험 결과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의 섭취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감소시키고 HDL-콜레스

테롤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배아와 배아젤리에

의한 지질대사 변화도 쌀 배아에 함유되어 있는 tocopherol,

tocotrienol, γ-oryzanol 및 피틴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혈장과

Table 3. Food intake, body weight gains,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in rats fed experimental diets

Group1)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ain
(g/day)

 FER5)

Control 19.8±0.12)NS3)  5.3±0.1b4)  0.26±0.01b

 RE 20.0±0.1  4.7±0.1a  0.23±0.01a

 EJP 19.7±0.2  4.9±0.2a  0.24±0.01a 

1)Control: 1% cholesterol diet, RE: 1% cholesterol diet+15% rice
embryo
EJP: 1% cholesterol diet+25% embryo jelly with 1% pigment fraction
of black rice 
2)Values are mean±S.E. from ten rats done in triplicate. 
3)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5)FER=body weight gain/ food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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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질대사에 관여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항산화 효

능이 큰 cyanidin 3-O-β-D-glucoside과 peonidine 3-O-β-D-

glucoside을 함유하고 있는 흑미 미강 색소 추출물을 첨가한 배

아젤리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혈장 GOT와 GPT 활성. 고콜레스테롤과 배아 및 흑미 미강

색소 첨가 배아젤리가 혈장의 간 손상 지표로 사용하는 GOT

와 GPT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혈장 GOT와 GPT는 간세포의 변성이나 괴사를 반영하는 효소

로 간 조직 손상 시 혈중으로 다량 유출된다.35)

GOT 활성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으며 배아와 배아젤리 첨

가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GPT 활성도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군에 비해 배아군과 배아젤리군에

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배아와 흑미 미강 색소 배

아젤리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상태에서 간 기능 보호 및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혈장과 간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

젤리를 급여한 흰쥐의 혈장과 간의 지질 과산화 정도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혈장의 TBARS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 첨가에 의해 유의하지는 않지만 각각

20%와 5% 감소하였다. 간의 TBARS 함량 또한 대조군에 비

해 배아군에서 24.6%와 배아젤리군에서 10.1% 감소하였다. 이

는 쥐에게 동맥경화식이를 급여하였을 때 혈장 TBARS 농도가

86% 증가하였다가 쌀 미강유의 tocotrienol 분획을 보충함에 의

해 TBARS 농도가 52-67%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33)

Free radical은 지질, 단백질 및 DNA를 손상시켜 세포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노화, 심혈관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

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동맥경화증에서 혈관 변화를 가

속화시키며 LDL-콜레스테롤을 변형시켜 관상동맥질환에 기여

한다.36) Free radical에 의한 지질 손상의 지표 중에는 TBARS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질과산화 반응은 여러 가지 독성 화

합물이나 약물 또는 질병에 의한 병태 생리학적 현상이나 조직

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며 이는 조직 내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와 생체 내 항산화 방어력 사이의 불균

형으로 야기된다.37) 따라서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의

첨가에 따른 TBARS 함량의 감소는 높은 항산화능을 가진 배

아가 각종 산화적 질환의 예방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

간 조직의 항산화효소 활성. 생체막이나 지단백질로서 존재

하는 지질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free radical의 공격을 받아 여

러 종류의 과산화물을 형성하는데, 과산화물들과 분해산물 등

은 반응성이 높아 주변의 생체분자들의 구조와 기능을 변환시

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초래한다. 생체 내에는 이러한 free

radical을 중화시키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항산화 방어기

구가 있다. 이 중 간과 적혈구에 있는 항산화 효소인 SOD는

superoxide radical을 환원시켜 H2O2로 전환시키며 이때 생성된

H2O2 등은 GSHpX와 CAT 등의 작용에 의해 H2O로 전환되어

무독화됨으로써 산소독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한다.38,39)

본 연구의 SOD 활성도는 대조군에 비해 배아와 배아젤리 첨

가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Table 6). CAT 활성도는 각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배아와 배아젤리 첨가에 의

Table 4. Plasma and hepatic lipid profile, GOT and GPT levels in

rats fed experimental diets

Control1) RE EJP

Plasma

Triglyceride (mg/dl) 078.6±5.72)NS3) 075.9±5.6 71.8±2.7

Total cholesterol (mg/dl) 093.9±5.1b4) 088.2±5.5b 70.2±4.9a

LDL-cholesterol (mg/dl)5) 064.4±4.9b 058.6±5.8b 41.6±5.4a

HDL-cholesterol (mg/dl) 013.8±0.3NS 014.5±0.5 14.2±0.4

HDL-C/TC (%) 015.0±0.7a 016.9±1.1a 21.1±1.5b

A.I.6) 005.8±0.3b 005.1±0.4ab 04.0±0.5a

GOT (U/ml) 065.8±5.9b 046.9±2.9a 38.2±4.3a

GPT (U/ml) 085.0±10.5NS 076.3±8.2 68.5±5.9 

Liver

Triglyceride (mg/g) 161.6±20.1b 096.0±9.0a 70.9±12.6a

Total cholesterol (mg/g) 198.3±14.2b 174.1±4.7b 76.7±7.7a

1)Control: 1% cholesterol diet, RE: 1% cholesterol diet+15% rice
embryo
EJP: 1% cholesterol diet+25% embryo jelly with 1% pigment fraction
of black rice 
2)Values are mean±S.E. from ten rats done in triplicate. 
3)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5)LDL-cholesterol=TC-[HDL-C+(TG/5)]
6)A.I (Atherogenic index)=(TC-HDL-C)/HDL-C

Table 5. Plasma and hepatic TBARS levels in rats fed

experimental diets

 Group1)  Plasma TBARS
(µmol/dl)

 Hepatic TBARS
(µmol/dl)

Control  50.0±1.82)NS3)  24.0±1.7NS

 RE  40.2±1.5  18.1±1.2

 EJP  47.5±1.0  21.6±1.6

1)Control: 1% cholesterol diet, RE: 1% cholesterol diet+15% rice
embryo
EJP: 1% cholesterol diet+25% embryo jelly with 1% pigment fraction
of black rice 
2)Values are mean±S.E. from ten rats done in triplicate. 
3)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Hepatic antioxidant enzyme activity in rats fed experimental

diets

 Group1)

 SOD
(unit/mg of

protein)

CAT
(µmol/min/mg of 

protein)

 GSHpX

 (nmol/min/mg of 

protein)

 Control 0.14±0.012)a3) 0.21±0.01NS4) 40.04±1.27b

 RE 0.19±0.02ab 0.24±0.01 36.56±0.52a

 EJP 0.23±0.01b 0.22±0.02 34.45±0.84a

1)Control: 1% cholesterol diet, RE: 1% cholesterol diet+15% rice
embryo
EJP: 1% cholesterol diet+25% embryo jelly with 1% pigment fraction
of black rice 
2)Values are mean±S.E. from ten rats done in triplicate. 
3)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4)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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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GSHpx 활성도는 대조군이 40.04

nmol/min/mg of protein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아와 배아젤리 첨

가군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Rana 등40)은 쥐에게 N-

nitrosodiethylamine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후 4주 동안

쌀 미강유를 급여하였을 때 적혈구와 조직의 지질 과산화 정도

가 대조군으로 사용된 땅콩유에 비해 덜 증가하였으며, 간의

SOD와 GSHpX 활성도가 증가되어 식이에 쌀 미강유를 첨가

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항산화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암컷 albino 쥐에게 복강으로

Ehrlich ascites carcinoma 세포를 주입하고 변성된 쌀 미강 헤

미셀룰로즈인 MGN-3/biobran을 25일 동안 일주일에 6번씩 복

강으로 투여한 연구에서 MGN-3/biobran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

하고 혈장, 간 및 암조직의 SOD, CAT 및 GSHpX 활성도를

증가시켰으며, 간의 SOD, CAT 및 GSHpX의 mRNA 발현이

증가됨이 보고되었다.41)

이러한 결과로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를 첨가함으로써 간의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혈장과 간조직의 지질대사를 개선하고 지질과산화물 축적을 감

소시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조직의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본 연구는 쌀 배아를 활용한 만성 대사성질환 예방용 제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의 일환으로써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여하여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흰쥐에서 15%의 배아와 25%의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의 첨가가 혈장과 간 조직의 지질 대사

와 항산화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식이

를 6주 간 급여한 결과,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 첨가

는 실험동물의 식이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아군과 흑

미 미강색소 배아젤리군은 고콜레스테롤 급여 대조군에 비해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및 간의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와

HDL-C/TC 비는 증가시켰으며, 동맥경화지수는 감소시켜 체내

지질대사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혈장 GOT와 GPT 수치는 배

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를 첨가하였을 때 감소하여 고콜

레스테롤혈증 상태에서 간 기능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다. 또한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는 고콜레스테롤 급여

로 인해 증가된 혈장과 간 내의 지질과산화를 억제시키는 효과

가 있었다. 반면, 항산화 효소인 간 조직의 SOD와 CAT 활성

은 배아와 배아젤리 첨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배아와 흑미 미강색소 배아젤리는 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

의 간 조직에서의 항산화 활성을 강화시키고 산화적 손상을 억

제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혈장과 간조직의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쌀 배아, 흑미 미강, 고콜레스테롤혈증, 지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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