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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무트 분말가루의 영양성분 분석 및 고지방식이 섭취 시 카무트

분말가루의 첨가가 흰쥐 체내에서 혈중 대사 인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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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General and Mineral Compositions of Kamut Powder and Effect of 
Kamut(Triticum turanicum Jakubz) Powder and Its Effect on Blood Parameters in 

Mice Fed a High-Fat Diet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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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and minerals composition of kamut and investigated its  effect on blood components 
in mice fed a high fat diet. The content of each general component of kamut was as follows: 11.02±0.75% water, 13.16 
±1.28% crude protein, 1.85±0.19% crude fat, and 1.97±0.13% ash. The leptin level was the highest in the HF group(30.00± 
0.00 ng/mL)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of 23.65±5.54 ng/mL in the HFK group 
when compared to the HF group (p<0.05). The bloo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 was the lowest in the control group 
at 10.00±2.00 mg/dL. The level was highest in the HF group at 28.00±0.00 mg/dL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p<0.05). The aspartate transaminase (AST)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FK group (179.33±173.88 U/L) than in 
the control (61.00±12.73 U/L) and HF groups (132.00±0.00 U/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sumption 
of kamut lowers the blood LDL-cholesterol level more than the consumption of wheat flour. Additionally, kamut contains 
antioxidant substances such as selenium and zinc, which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vascular health and thus aid in 
maintaining good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health foods using kamut; it should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for the maintenance of goo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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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먹거리 문화에도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영양적 섭취와 건강유지를 위한 빵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카무트(kamut; Triticum turanicum Jakubz)는 고대 이집트에

서 재배되었던 원시품종인 밀(호라산 밀; Khorasan wheat) 중
의 하나로 곡물 이름이면서 브랜드 명칭이다(Balestra 등 2015; 

Bordoni 등 2016). 호라산은 이란 북동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

며, 카무트라 하면 대개 호라산 밀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Balestra 등 2015; Bordoni 등 2016). 카무트는 대략 127 cm의 

높이로 자라며, 다른 밀 작물보다 2~3배 큰 낱알을 가지고 있

고, 폭이 좁고 긴 형태로 현미보다 진한 황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Choi 등 2016a). 카무트는 1940년대 후반에 미국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1980년대 무렵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

작하여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슈퍼곡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카무트는 일반 밀가루에 비해 폴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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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 Control HF HFK

Carbohydrate1) 60 53 43

Protein 21 21 21

Lipid (Corn oil) 13 20 20

Vitamin 1 1 1

Mineral mix 3 3 3

Fiber 2 2 2

Kamut 0 0 10
1) Carbohydrate: starch+sucrose+glucose+fructose+lactose
HF: High-fat diet, HFK: High-fat diet+kamut.

Table 1. Composition of feed for the animal experiments

놀과 셀레늄의 함량이 높으며, 항산화력이 높은 통곡물로 알

려져 카무트 섭취 시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Choi 등 2016a). 특히 카무트를 sourdough 
빵을 제조에 활용할 경우, 생리활성 효능은 더욱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다(Gianotti 등 2011; Choi 등 2016a). 또한 카무트는 

일반 밀에 비해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하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Bordoni 등 2016).

현재 국내에서는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sourdough 빵의 

품질 특성(Choi 등 2016a)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카무트를 

활용한 연구나 카무트의 구체적인 성분 분석 및 그 성분들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슈퍼곡물로 선호도가 높아진 카무트

를 시료로 사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카무트의 일반분석 및 무기질 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의 

함량을 확인하고, 고지방식이 섭취 시 흰쥐 체내 혈액 성분 

변화에 카무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일반성분 분석 및 무기질 분석
카무트는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미국산을 구입하

여 동결건조 후, －20℃냉동고에서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

하였다. 카무트 분말가루의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

질은 micro-Kjeldahl 법에 준하여 조단백 자동분석장치(Kjeltec 
TM 2300, FOSS, Höganäs, Sweden), 회분은 직접회화법, 조지

방의 정량은 Soxhlet 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Lee 등 2008: 
Choi 등 2016b). 구리, 아연, 철, 셀레늄 및 망간의 무기질 함

량은 Kim 등(200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전처리는 건식분해법에 따라 분해 및 여과하여 증류수 100 
mL를 시험용액으로 하였으며, 시료를 넣지 않은 공시험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전처리된 시험 용액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photometer, Z 6100, Hitach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분석 조건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으로는 

ICP/AA용 표준시약(Sigma-Ald-rich)을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및 사육조건
실험동물 구입 및 사육조건은 Choi 등(2016b)이 제시한 방

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실험동물은 (주)한림실험동물연구

소로부터 분양 받아 ICR-mouse 8주령 수컷을 성숙기 모델로 

잡아 실험군당 7마리씩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시판 고형

식이(PicoLab® Rodent Diet)로 일주일간 적응시킨 후, 무게

에 따라 완전임의 배치한 후, 물과 식이를 충분하게 공급(ad 

libitum)해 주면서 사육하였다. 본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동물

실험실에서 실험 기간 동안 사육하였으며, 이때 실험실의 사

육조건은 실내온도 20±2℃, 습도 40~60%를 항상 유지시켰

고, 명암은 11±1시간을 주기로 조절하였다(Choi 등 2016b). 
대조군과 카무트 분말가루를 가지고 실험한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이며, 총 7주간 실시하

였다(Choi 등 2013ab; Choi 등 2016b). 본 실험동물(Approved 
number; SYUIACUC 2016-006) 과정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 
mittees)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3. 동물사료 조성에 따른 군의 분류
본 실험에서 대조군(control)에 사용된 동물사료는 현재 시

판되고 있는 시판용 mice 고형사료를 분말(powder form)로 만

든 후 사용하였다(Table 1). 사료 조성은 무게 비율로 하였으

며, 대조군은 탄수화물 60%(starch+sucrose+glucose+fructose+ 
lactose)을 기준으로 단백질 21%, 지질 13%, 비타민 1%, 무기질 
3% 및 섬유질 2%로 구성하였다(Choi 등 2013ab). 고지방식이

군(high-fat diet groups: HF groups)은 탄수화물 53%(starch+ 
sucrose+glucose+fructose+lactose)을 기준으로 단백질 21%, 지
질 20%, 비타민 1%, 무기질 3% 및 섬유질 2%로 구성하였다

(Choi 등 2013ab). 또한 고지방식이에 카무트 분말가루를 첨

가한 실험군(high-fat diet+kamut groups: HFK groups)의 사료 

조성은 탄수화물 43%(starch+sucrose+glucose+fructose+lactose)
와 카무트 분말가루를 기준(10%)으로 하여 단백질 21%, 지질 

20%를 사용하였으며, 각종 비타민, 무기질 및 섬유질의 배합

은 대조군에 사용된 식이조성과 같이 각각 1, 3 및 2%로 첨가

하여 구성하였다(Choi 등 2013ab).

4. 평균 체중변화율
실험동물의 체중은 7일에 한 번씩 디지털 저울(CAS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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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 CAS, Kore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혈액 채취
실험동물은 사육 최종일에 12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

로 마취시킨 다음, 복부를 절개하여 심장에서 주사기를 이용

하여 채혈하였다. 채취한 각 혈액은 5℃ 원심분리기를 이용

하여 3,000 rpm/15 min으로 원심분리를 하여 혈청을 분리하

였다. 분리된 혈청은 각각 100 μL씩 micro tube에 넣어 실험에 

사용되기 전까지 －3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Choi 등 2016b).

6. 혈중 인슐린과 렙틴 분석
흰쥐의 혈중 인슐린 농도는 분리한 혈장에서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Linco, Washington, USA)를 사

용하였으며, 분석장비(Molecular device, USA)를 이용하여 녹

십자에서 분석을 의뢰하였다. 혈중 렙틴 농도는 ELI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manufacturer’s protocols 
(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USA)에 의해 분석하였

다(Kim 등 2016).

7. 혈중 지질 농도 분석

1) 혈청 콜레스테롤 함량 분석
흰쥐의 혈청 콜레스테롤 함량은 Cho & Choi(2007)와 Rudel 

& Morris의 방법(1973)에 따라 o-phthaldehyde법으로 측정하

였다. 시료를 0.1 mL씩 분취한 다음, 33% KOH 용액 0.3 mL
와 95% 에탄올 3.0 m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다음, 혈청은 

15분 동안 60℃ 수조에서 가열시킨 후 냉각하였다. 핵산 5.0 
mL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증류수 3.0 mL를 가한 다음 1분간 

잘 혼합한 다음, 층을 분리하여 1.0 mL의 핵산층을 분취하였

다. 핵산층을 질소로 농축 및 건조시키고, o-phthaldehyde 시
약 2.0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10분 후 발색시약으로서 

진한 황산 1.0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황산 첨가 후 

10~90분 내에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Human corpora- 
tion, Kore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
준검량선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2) 혈청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 분석
혈청 중의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의 측

정은 HDL-콜레스테롤(HDL-C 555, Eiken Co., Japan)과 LDL-
콜레스테롤(BLF, Eiken Co., Japan) Kit 시약을 사용하였다

(Cho & Choi 2007). HDL-콜레스테롤은 혈청 0.3 mL를 시험

관에 넣고, 여기서 침전시약 0.3 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7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

으며, 그 후 상층액 50 μL, 표준용액(100 mg/dL) 50 μL, blank

로 증류수 50 μL에 각각 HDL 발색시약 3.0 mL씩을 첨가하여 

잘 섞은 후, 37℃ 수조상에서 5분간 가온시켰다. Blank를 대

조로 하여 55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HDL-콜레스테롤

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LDL-콜레스테롤은 혈청 0.1 mL, 표
준혈청 0.1 mL를 시험관에 넣고, 여기에 BLF kit 시약 Ⅰ및 

Ⅱ를 각각 4.0 mL씩 넣은 후 5초간 잘 혼합한 다음, 실온

(25±3℃)에서 25분간 방치 후 10분 이내에 증류수를 대조로 

하여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LDL-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정량하였다(Cho & Choi 2007).

3) 혈청 중성지질 분석
Cho & Choi(2007)의 방법에 따라 혈청 중의 중성지질은 

TG kit(Sigma Co., USA)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청 

10 μL, 표준용액(300 mL/dL) 10 μL와 blank로 탈이온수 10 μL
에 TG kit 시약 1.0 mL씩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37℃ 
수조상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Blank를 대조로 하여 분광광

도계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G의 함량

을 정량하였다.

8. 혈액 내 인터루킨-10과 간 기능 관련인자 분석

1) 혈액 내 인터루킨-10 분석
Kang 등 (2015)과 Je 등(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를 투여한 마우스

에서 분리한 혈청을 24-well plate에 5×106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1 μg/mL의 ConA를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배양액에 유리된 IL-10의 양을 ELISA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제조회사의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96-well plate에 capture antibody를 18시간 동

안 부착시켜 Capture antibody가 부착된 well을 washing buffer 
(0.05% Tween 20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2~7.4)로 

세척한 후, reagent diluent(0.1% bovine serum albumin, 0.05% 
Tween 20 in Tris-buffered saline) 200 μL를 분주하여 실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washing buffer로 세척한 

후, 각 사이토카인 표준액 및 배양액을 50 μL 분주하여 실온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으며,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detection antibody를 100 μL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

안 추가 반응시켰다. Washing buffer로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streptavidin을 100 μL 분주하여 2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켰다. 반응한 plate를 washing buffer로 세척

한 후, tetramethylbenzidine 용액을 넣고 다시 20분간 암소에

서 반응시켰다. 반응정지액인 2N H2SO4를 50 μL 넣어 반응

을 정지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사이토

카인의 농도는 표준액을 사용하여 얻은 표준곡선에 따라 계



신  경  옥 한국식품영양학회지1160

Composition (mg/100 g) Copper Zinc Iron Selenium Manganese

Kamut 0.46±0.041) 3.05±0.35 2.98±0.20 0.08±0.01 2.04±0.27
1) Data was expressed as Mean±S.D.

Table 3. Mineral composition of kamut extracts

Composition (%)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Kamut 11.02±0.751) 13.16±1.28 1.85±0.19 1.97±0.13
1) Data was expressed as Mean±S.D.

Table 2. General composition of kamut extracts

산하였다.

2) 혈액 내 간 기능 관련인자 분석
혈액에서 Reitaman & Frankel(1957)의 방법에 의해 alkaline 

phosphatase(ALP), aspartate transaminase(AST), alanine trans- 
aminase(ALT)은 UV/VIS-spectrophotometric(Specord 200, Analytik- 
Jena, Jena,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artinek RG 
(1972) 방법에 의해 serum lactate dehydrogenase(LDH) 활성은 

UV/VIS-spectrophotometric(Specord 200, Analytik-Jena, Jena,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된 모든 자료는 SPSS package version 18.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평균치 

비교는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분석 및 무기질 함량
카무트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카

무트의 일반성분의 함량은 각각 수분 11.02±0.75%, 단백질 

13.16±1.28%, 조지방 1.85±0.19%, 조회분 1.97±0.13%로 나타

났다. 카무트는 비슷한 모양을 가진 귀리와 비교되고 있다. 
식품성분표(2006)에 제시된 귀리와 일반영양 성분을 비교

해 보면, 귀리는 가식부 100 g당 수분이 9.4 g, 단백질이 11.4 
g, 지질이 3.7 g, 회분이 2.0 g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통밀과 
비교해 보면, 가식부 100 g당 수분이 9.2 g, 단백질이 13.2 g, 
지질이 1.5 g, 회분이 1.5 g으로 제시되고 있다(Food composition 
2006). 호주산 생면용 밀가루의 경우 단백질 7.99~8.87%, 회
분 함량은 0.35~0.41%이며, 미국산과 호주산 밀가루의 혼합

일 경우 단백질 함량은 8.51%라고 보고하였다(Shin & Kim 

2005). 특히 중력밀가루의 1등급 생산규격은 각각 수분 14.5%, 
회분 0.43%이고, KS규격은 수분 14.5%, 회분 0.45%라고 보고

되었다(Korean Flour Mills Industrial Association. 2004).
카무트의 무기질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카무트에는 100 g당 아연이 3.05±0.35 mg으로 가장 많이 함

유되어 있으며, 철이 2.98±0.20 mg, 망간이 2.04±0.27 mg, 구
리가 0.46±0.04 mg 및 셀레늄이 0.08±0.01 mg 함유되어 있다. 
국내산 중력밀가루는 가식부 100 g당 철이 1.5 mg이 함유되

어 있으며, 일반 밀가루의 경우 망간과 아연이 각각 0.6 mg과 

0.5 mg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으나, 셀레늄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되었다(Food composition 2006). 카무트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밀가루에 비해 셀레늄과 아연, 망간 등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 성분은 유해한 활성산소

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노화 방지나 질병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일컫는다(Yook 등 2002). 특히 셀레늄은 심장질

환이나 암, 갑상선질환 등의 치료에 활용하는 성분이며(Jun 
YS 1997), 아연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며, 성장호르몬을 촉

진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Son & Sung 1999). 망
간은 골격 형성과 탄수화물 대사에 쓰이는 무기질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Yoo 등 2010).

2. 평균 체중변화율
흰쥐의 체중변화율은 Fig. 1에 제시하였다. 흰쥐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3군 모두 체중의 증가량을 보였다. 그러나 대조

군, HF군 및 HFK 10%군의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혈중 인슐린과 렙틴 분석
흰쥐 혈액의 인슐린과 렙틴의 농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

다.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섭취할 경우, 인슐린의 분비

는 증가되었으나,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렙틴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HF군에서 30.00±0.00 ng/m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HFK군에서는 23.65±5.54 ng/mL
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5).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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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ight change rate of mice.

Variables Control HF HFK Significance

Insulin
(ng/mL)  1.23±1.661)  1.84±1.47  2.05±1.77 NS2)

Leptin
(ng/mL) 12.94±3.54a 30.00±0.00c 23.65±5.54b 0.053)

1) Data was expressed as Mean±S.D.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Values with differ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F: High fat diet, HFK: High fat diet+kamut.

Table 4. Serum insulin and leptin concentration in mice 

Variables Control HF HFK Significance
Total cholesterol (mg/dL) 128.67±6.431) 168.00±0.00 160.67±20.53 NS2)

HDL-cholesterol (mg/dL) 129.33±7.58 168.00±0.00 164.00±23.58 NS
LDL-cholesterol (mg/dL)  10.00±2.00a  28.00±0.00c  18.67±4.16b 0.053)

Triglyceride (mg/dL) 156.00±41.90 148.00±0.00 130.67±34.08 NS
1) Data was expressed as Mean±S.D.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Values with differ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F: High fat diet, HFK: High 
fat diet+kamut.

Table 5. Serum lipid levels in mice

고지방식이 섭취 시 렙틴의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지방식이에 카무트 분말가루를 첨가한 군에서 

혈중 렙틴의 분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지방

식이에 각각 연잎과 연자방 섭취 시 혈중 렙틴의 농도가 감소

되었다는 선행연구(Kim 등 20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양상

을 보였으며, 카무트 분말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

(셀레늄, 식이섬유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혈당상승을 억제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Hong 등 

2001; Kim 등 2016)에서는 고지방식이에 따라 변화된 체내 

영양 상태는 지방세포에 지방이 다량 축적됨으로써 생성이 

증가된 렙틴이 혈중으로 분비되어 식욕과 발열반응, 에너지 

소비율 등을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혈청 렙틴은 지방조직

에서 분비되어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16 kDa 단
백질 호르몬으로써 비만유전자에서 합성이 되며, 시상하부에

서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식욕억제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Brennan & Mantzoros 2006). 렙틴은 체지방률 저

하, 혈당량 저하 등을 유발하고, 대사효율이나 활동량을 증가

시켜 체중의 감소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Ob(Lep) 유전자는 

인간의 경우 7번 염색체에 위치해 있다(GreGreen 등 1995).

4. 혈중 지질 농도 분석
혈중 지질농도 분석에 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섭

취할 경우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세 군 간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H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세 군 

간에 유의성이 없었다.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

이 10.00±2.00 mg/dL로 가장 낮았으며, HF군은 28.00±0.00 
mg/d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5). 그러나 HFK군에

서는 18.67±4.16 mg/dL를 보여 고지방식이 섭취 시 카무트의 

식이 중 첨가가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 밀가루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카
무트 분말가루에 함유된 셀레늄 등의 무기질과 식이섬유 등

의 영향으로 혈중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사

료된다. 선행연구(Sheo HJ 2001; Choi 등 2013ab)에서는 흰쥐

의 정상 혈중 LDL-콜레스테롤량을 10.47~82.7 mg/dL로 측정

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5. 혈액 내 인터루킨-10과 간 기능 관련인자 분석
혈액 내 인터루킨-10과 간 기능 관련인자 분석에 관한 결

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인터루킨-10은 고지방식이 섭취

에 관계없이 세 군 모두 일정한 수치(31.20±0.00 pg/mL)를 보

였다. 선행연구(Ji 등 1997; Kim 등 2016; Je 등 2017)에서는 

도토리 물추출물의 경구투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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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HF HFK Significance

IL-10 (pg/mL)  31.20±0.001)   31.20±0.00  31.20±0.00  NS2)

ALP (U/L)  56.67±1.15   52.00±0.00  50.00±11.14 NS
AST (U/L)  61.00±12.73a  132.00±0.00b 179.33±173.88c 0.053)

ALT (U/L)   9.00±7.07   22.00±0.00  10.67±4.16 NS
LDH (U/L) 442.00±234.76 1100.00±0.00 846.67±751.21 NS

1) Data was expressed as Mean±S.D.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Values with differ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L: Interleukin, ALP: Alkaline phosphat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LDH: Lactate dehydronase, 
HF: High-fat diet, HFK: High fat diet+kamut.

Table 6. Comparison of interleukin concentration and liver function test in mice

IL-2, IL-6, IFN-γ 및 IL-10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도토리 가루

에 포함된 천연 항산화 성분은 개체의 면역능 향상에도 기여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카무트 분말가루에는 천연 항산

화성분인 셀레늄 등의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

고, 도토리 추출물에 비해 인터루킨-10의 체내 수치에는 영향

을 주지 못하여 셀레늄 섭취와 함께 면역능 상승의 시너지효

과는 없었다.
간질환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효소 중 alkaline phos- 

phatase(ALP)와 alanine transaminase(ALT) 및 serum lactate 
dehydrogenase(LDH)는 HF군에 비해 HFK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군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Aspartate transaminase 
(AST)는 대조군(61.00±12.73 U/L)과 HF군(132.00±0.00 U/L)
에 비해 HFK군에서 179.33±173.88 U/L로 유의하게 높은 수

치를 보였다. 선행연구(Choi 등 2016b)에서는 생체 내에서 

AST는 아미노기 공급에 중심적 기능을 가지며, 당 신생에도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ST의 수치가 증가하면 분포

하는 장기의 세포변성 및 괴사를 반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Yim & Choi 1986; Choi 등 2016b)에서는 흰

쥐 체내에서 장기간에 걸친 pyridoxine 결핍은 간의 AST의 

활성과 pyridoxal phosphate의 결핍에 영향을 주므로 충분한 

pyridoxine이 함유된 식이를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 섭취 시 카무트의 병행 섭취가 

간의 효소인 AST의 농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와 연결하여 장기간의 카무트 섭취 시 pyridoxine 대사에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와 카무트 재배, 생산 및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카무트의 영양소 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의 

함량을 확인하고, 고지방식이 섭취 시 흰쥐 체내 혈액 성분

에 카무트 분말가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카무트의 각각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11.02±0.75%, 단백질 13.16±1.28%, 조지방 1.85±0.19%, 조회

분 1.97±0.13%로 나타났다. 카무트의 무기질 함량은 100 g당 

아연이 3.05±0.35 m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철이 

2.98±0.20 mg, 망간이 2.04±0.27 mg, 구리가 0.46±0.04 mg 및 

셀레늄이 0.08±0.01 mg이 함유되어 있었다. 동물실험을 통한 

혈중 렙틴 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HF군에서 30.00±0.00 ng/mL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HFK군에서는 23.65±5.54 ng/ 
mL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5).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는 HFK군에서는 18.67±4.16 mg/dL를 보여 

고지방식이 섭취 시(28.00±0.00 mg/dL)에 비해 카무트 분말가

루의 식이 중 첨가가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밀가루의 섭취에 비해 카무트

의 섭취가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며, 무기질 중 

셀레늄, 아연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

의 면역능력의 유지와 혈관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카무트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의 개발이 필

요하며, 이를 건강유지를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써의 활용도

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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