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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상엽추출물이 포함된 보리면의 당조 능력을 입증하기 하여 4주간 고지방/고탄수화물 식이 후

streptozotocin과 nicotinamide로 당뇨를 유발하고 음성 조군, 양성 조군, 보리면 조군, 상엽 조군, 보리면+상엽추출물

2.5%군, 보리면+상엽추출물 5%군의 6군으로 나 었다. 그 후 2주간 식이를 진행하며 체 , 당, 간 기능 액 내 지질의

변화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보리면과 상엽 단독 섭취군보다 혼합섭취군에서 체 감소가 었고 당조 효과도 뛰어났으

며 이는 경구 당 부하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보 다. 한 간기능, 지질 개선 효과도혼합 섭취군에서 강하게나타났

다. 따라서, 보리면과 상엽추출물을 함유한 식이는 복합식이에서 단독식이보다 강한 당조 효과와 간 기능 개선, 지질 강

하효과도 나타났다. 결과 으로 상엽을 포함하는 보리면은 당을 조 하고, 간 기능, 지질 강하 기능을 보여 만성질환 리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당뇨병, 상엽, 보리, 당, 혼합식이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blood glucose regulatory effect of barley noodles contained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MLWE) in diabetic mice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as a functional food. ICR mice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as follows: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barley control, mulberry control, 

barley+MLWE 2.5% and barley+MLWE 5% groups. High fat/high carbohydrate diet was fed for 4 weeks and 

diabetes mellitus was induced by i.p. injection of streptozotocin and nicotinamide. After diabetes induction, 

experimental diet was supplemented for 2 weeks and simultaneous measurement of body weight, blood glucose 

(including glucose tolerance test), liver function and blood lipid profile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re was less 

decrease in body weight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in the groups that supplemented barley and MLWE 

together than the group ingesting barley and MLWE alone. In addition, regulatory effects on blood glucose, liver 

function and blood lipid concentration were also stronger in barley and MLWE concurrently supplemented groups. 

Consequently, combination of barley and MLWE was effective in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 blood glucose, liver 

function, and blood lipid in diabetic mice. Therefore, this recipe could be a promising strategy for beneficial effects 

in the patients of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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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비

감염성질환에 한 부담의 증가에 따른 책으로 소 섭

취량, 음주, 담배, 비만, 압과 함께 당뇨에 한 험 요

인을 여 조기사망률을 2025년까지 25% 감소를 목표로

정하 다[1]. 우리나라 한 평균수명 증가와 식습 등

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의 유병율은 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차 낮아지고 있다[2].

만성질환들의 경우 질병이 이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인하여 개인에게

는 육체 , 정신 고통과 함께 경제 부담이 발생하고

삶의 질 하로 이어지며 사회 으로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3].

특히 당뇨병의 경우 2011년부터 6년간 당뇨병 유병율

변화를 보면, 체 2011년(12.4%)에서 증가와 감소가 반

복되면서 2016년(14.4%)로 2%증가하 고, 성별에 따라

서는 남자는 2011년(14.5%)에서 2016년(15.8%)로, 여자

는 2011년(10.4%)에서 2016년(13.0%)로 모두 증가하

다. 당뇨병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 리수 은 인

지율은 30세 이상 62.6%, 65세 이상 73.7%이며, 치료율은

30세 이상 56.7%, 65세 이상 67.9% 으나 조 률은 30세

이상 25.1%, 65세 이상 27.5%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4].

당뇨병은 크게 인슐린 의존형인 1형과 인슐린 비의존

형인 제2형으로 나눠지며, 우리나라는 제2형의 비율이

높다[5]. 이 게 이환된 당뇨병 치료를 한 근 방법은

약물치료, 식이조 , 운동처방 등이 있으나 부분의 경

우 약물치료에 의존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

고 있다[6,7].

약물치료에 한 부작용을 이고, 합병증 발생을 방

지하며, 당뇨병을 방하고 리하기 해서는 반드시

생활습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식습 개선이 무엇보

다 요하다[8]. 식습 개선을 해서는식사량을 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섭

취에 제한을 두는 음식이 많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

나 실천율은 낮아 이로 인한 문제 들이 야기되고 있다

[9]. 식습 개선의 일환으로 근성과 편리성이 있는 건

강기능식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과학 인 검

증이 되지 않는 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당뇨병을 악화시

키거나 합병증 유발을 래한다[10]. 한 아무리 효과가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섭취방법이 복잡하거나 식감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게된다. 그 가장 표

인 곡물이 보리이다[11].

보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비타

민이 풍부하여 세계 4 곡물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β-glucan의 함유량이 높아 당조 에 도움을 주며[12],

면역력 증진[13], 콜 스테롤 감소[14], 항암효과[15], 지

질 사[16]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리의 경우 섭

취방법이 단순한 보리밥의 형태로 섭취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기업에서 보리와 야채 등을 함유하는 식품을 개발

하고 있다[8]. 그러나 재 개발되어진 건강기능성 식품

들의 보리의 함량이 낮아 당뇨병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안푸드에서 개발한 보리면

(보리 99.8%함유)을 활용하여 기존에 당뇨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상엽(Morus alba leaves, Mulberry

leaves)[17]을 이용하여 보리가 아닌 보리면과 상엽추출

물을 혼합하 을 때 당조 능력의 상승효과를 검증하

고 이를바탕으로 하여당뇨병 방 리에필요한건

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며, 아울러

연구자와 기업과의 융합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상 

1) 상엽 열수

상엽 (Morus alba leaves)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약 명가로부터 구입하 고, 분쇄시료

1000 g에 10배 분량의 3차 증류수를 넣고 환류하에서 4

시간 동안 추출하고 원심분리하여 여과(Whatman paper

No. 4)한 후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농축하 다. 상엽 열

수 추출물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MLWE)의

회수율은 30% 다.

2) 동물 및 식  비  당뇨 발

실험동물은 ICR계 4주령 웅성 흰쥐 48마리를 샘타코

(주)에서 구입하여 동의 학교 실험동물센터에서

stainless steel cage에 2마리씩 1주일 동안 고형 배합사

료와 물로 응시킨 후 평균 체 20g인 내외인 것을 난

괴법에따라각 처리구 당 8마리씩 6군으로나 어 6주간



당뇨 에  상엽 물  첨가한 보리  당조절 과 103

사육하 다. 실험군은 Table 1과 같이 음성 조군, 양성

조군, 보리면 조군, 상엽추출물 조군, 보리면+상엽

추출물 2.5%군, 보리면+상엽추출물5%군으로 나 어 실

시하 다. 실험식이 조성은 AIN-93을 기 으로 조제하

고, 상엽 추출물 첨가량은 식이 무게의 2.5%와 5%로

첨가하 다.

당뇨유발의 방법은 Shimizu R. et al.[18],의 방법을 이

용하 다. 즉, 16시간 식시킨 동물에 120 mg/kg body

weight (BW)으로 nicotinamide (NA, Sigma, St. Louis,

MO, USA)를 복강주사하고 15분 후에 50 mM citrate

buffer (pH 4.5)용액에 용해한 streptozotocin (STZ,

Sigma)을 100 mg/kg BW 용량으로 복강에 주사하여 실

험 으로 당뇨를 유발하 다. 그리고 상기 실험과정을 1

일 후에 1회 더 반복하 다. 당뇨 유발의 확인은

NA+STZ 주사 24시간 후꼬리정맥에서채 하여 당량

이 300 mg/dL 이상이면 당뇨병 유발로 간주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사육실 환경온도는 18±2℃, 조명은 12시간

주기(08:00-20:00)로 조 하 으며, 물과 식이는 제한 없

이 공 하 다.

Table 1. Animal test group

Experimental group Dietary composition

Negative control Normal animal + Normal diet1)

Positive control Diabetic animal2) + Normal diet

Barley control Diabetic animal + Barley diet

Mulberry control Diabetic animal + Mulberry diet

Barley+MLWE3) 2.5%
Diabetic animal + Barley + Mulberry 2.5%

diet

Barley+MLWE 5%
Diabetic animal + Barley + Mulberry 5%

diet

1)According to AIN-93 diet composition.
2)Diabetic animal, Streptozotocin + Nicotinamide-induced diabetes
mellitus mice

3)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2.2 연 방법

STZ/NA에 의해 당뇨가 유도된 생쥐에서 상엽 추출

물이 함유된 보리면의 당조 능을 분석하기 한 실험

계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1. Experimental scheme of the diabetic mice 

according to the diets of barley and 

mulberry leaves 

        DM, diabetes mellitus;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1) 액 및 기 적

실험동물은 사양시험 종료 후 12시간 식시킨 후 이

산화탄소로 가볍게 마취한 다음 개복하여 액을 채취하

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 시켜 청을 분리하여 분석 항목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 다.

2) 당 하 검사(Glucose Tolerance Test, GTT)

실험종료 1일 에 12시간 이상 식시킨 후꼬리정맥

에서 채 하여 공복 시 당을 측정한 후 glucose (1 g/

㎏ BW) 용액을 강제식이후 60분, 120분에 꼬리정맥에서

채 하여 당 측정기(Accu-check, Roche Diagnostics,

Ma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당을 측정하 다.

3) 액 내 간 기  & 지질 수  정

간기능지표를분석하기 하여 액내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성지방(triglyceride, TG)과 총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 TC)을 Mindray BS120 제품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2.3 방법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 ver.

23.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체 ,

당변화, 당 부하검사, 간기능 지질수치 검사결과를 음

성 조군, 양성 조군, 보리면 조군, 상엽추출물 조

군, 보리면+상엽추출물 2.5%군, 보리면+상엽추출물 5%

군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ANOVA(일원배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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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를 실시하 으며, 사후검증은 Duncan 기법을 실시

하 으며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실험동물  체  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지방/고탄수화물 식이를

진행한 4주 동안은 체 이 평균 40 g 후로 늘어났으나

당뇨를 유발한 2주 동안 체 이 격하게 어들어 당뇨

2주차에는 음성 조군이 33.9 g을 유지한 반면 양성 조

군은 평균 18 g, 보리면 조군은 20.7 g, 상엽 조군은

19.5 g, 보리면+상엽추출물 2.5%군은 25.2 g, 보리면+상

엽추출물 5%군은 24.8 g의 몸무게를 보 다. 양성 조군

에서 체 감소가 가장 심했고, 상엽 조군, 보리면 조군

순이었다. 그러나 보리면+상엽추출물군에서는 체 감소

량이 었다. 그러나 상엽의 농도에 따른차이는 크게 보

이지 않았다.

0 1 2 3 4 5 6

period (week)

High fat/high carbohydrate diet DM induction

Fig. 2. Weight changes by the period of the 

experiments.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DM, diabetes mellitus.

3.2 실험동물  당 변

실험동물에 당뇨를 유도하기 하여 16시간 식한

후 nicorinamide와 streptozotocin을 2회 복강 투여하

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당수치는 모든

실험군에서 400 mg/dl 이상을 보여 당뇨가 유도됨을 확

인하 다. 식이 1주 후 양성 조군 483 mg/dl, 보리면

조군 457 mg/dl, 상엽 조군 507 mg/dl로 증가하 으나

보리면 + 상엽추출물 2.5%군 374 mg/dl, 보리면+상엽추

출물 5%군 340 mg/dl으로 감소하여 당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2주동안 식이를 진행한

후에는 양성 조군 535 mg/dl, 상엽 조군 472 mg/dl로

당조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보리면 조군

358 mg/dl, 보리면+상엽추출물 2.5%군 293 mg/dl, 보리

면+상엽추출물 5%군 306 mg/dl로 당조 효과를 보

다. 특히 보리면 자체만으로도 당조 효과가 입증되

었고, 상엽을 혼합식이하 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 으

나 상엽의 농도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Blood glucose changes

before DM after DM 1 week 2 week

Negative control 172.1±15.8 170.9±15.7a 175.6±12.1a 135.4±18.6a

Positive control 173.0±15.5 479.3±82.5b 483.3±78.4c 535.0±26.2d

Barley control 165.8±15.7 430.8±19.0b 457.5±12.5c 358.5±18.9c

Mulberry control 175.5±8.5 439.8±38.4b 507.8±67.5c 472.3±41.2e

Barley+

MLWE 2.5%
175.4±13.4 447.3±69.9b 374.4±67.3b 293.1±26.4b

Barley+

MLWE 5%
170.9±15.7 421.3±36.7b 340.9±41.0b 306.4±34.8b

p 0.935 0.000*** 0.000*** 0.000***

***p<0.001, b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DM, diabetes mellitus.

3.3 경  당 하 검사(Glucose tolerance test, 

GTT)

12시간 이상 식시킨 후 꼬리정맥에서 채 하여 공

복 당을 측정한 후 glucose (1 g/kg BW) 용액을 강제

식이 시키고 60분, 120분에 꼬리정맥에서 채 하여 당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보리면 조군과보리면+상엽군에서 당 조 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에 따라서는 60분 120분 후의

당수치 변화가 양성 조군 600 mg/dl이상에서 567

mg/dl, 상엽 조군 557 mg/dl에서 562 mg/dl로 거의 조

이 되지 않았으나, 보리면+상엽 2.5%군 423 mg/dl에서

339 mg/dl, 보리면+상엽 5%군 434 mg/dl에서 351 mg/dl

로 강한 당조 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상엽추출물의 농도에 따른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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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lucose tolerance test

Fast 60 min 120 min

Negative control 135.4±18.6a 189.1±33.3a 123.8±23.9a

Positive control 535.0±26.2e 600.0±20.2d 567.3±26.5d

Barley control 358.5±18.9c 432.0±10.7b 433.3±24.0c

Mulberry control 472.3±41.2d 557.0±31.4c 562.3±11.8d

Barley+MLWE 2.5% 293.1±26.4b 423.4±36.4b 339.3±22.9b

Barley+MLWE 5% 306.4±34.8b 434.3±41.5 351.1±25.4b

p 0.000*** 0.000*** 0.000***

***p<0.001, b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3.4 간 기 (AST & ALT) 지표 

Fig. 3. AST changes in the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mice according to the diets of 

barley and mulberry leaves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Fig. 4. ALT changes in the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mice according to the diets of 

barley and mulberry leaves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Fig. 3와 4에서보는 것과 같이간 기능지표를분석한

결과 당뇨 유발군에서는 AST와 ALT의 수치가 높게 나

타나 당뇨에 의한 간기능의 하가 찰되었고, 보리면

조군에서는 다소 감소하 으나, 상엽만을 처리한 군에

서는 간 기능 개선 효과를보이지 않았다. 그러나보리면

과 상엽을 혼합 식이한 군에서는 유의한 수 의 간기능

개선이 나타났으나 상엽의 농도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01).

3.5  지질 

액 내 지질을 분석한 결과, Fig. 5와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당뇨 유발에 의해 TG와 TC 모두 증가하 다.

TG는상엽만을 식이 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보리

면과 혼합식이를 한 실험군에서는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엽의 농도에 따른 의존성은 보이지 않았다

(p<0.001). TC의 농도는 상엽 단독 투여군에서 감소가

거의 없었으나 보리 식이, 보리와 상엽을함께 식이한 실

험군에서는 감소효과가 있었고 상엽 농도가 높을수록 지

질 강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Fig. 5. Triglyceride changes in the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ic mice according to the 

diets of barley and mulberry leaves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Fig. 6. Cholesterol changes in the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ic mice according to the 

diets of barley and mulberry leaves

        MLWE, Mulberry leaves water extract.



한 합학 문지 제9  제8106

4. 

의학기술과 건강에 한 인식개선 등으로 평균수명

연장만큼이나 건강수명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이환률이 높아지고 특히 고 압, 당뇨

병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이러한 만성질환을 약물치료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재는 운동 요법이나 식이요법을 병행하여약물에 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11]. 이에

당강하 효과가 있으나 다양한 섭취방법이없어 섭취비율

이 낮은 보리와 당조 능력이 검증된상엽을 이용하여

당조 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하

여 기 실험을 실시하 다.

본연구결과당뇨를유발한후 2주차의실험동물의 몸

무게는 음성 조군이 33.9 g이었으나 당뇨가 유발된 군

에서는 격하게 체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구체

으로 양성 조군(18 g), 상엽 조군(19.5 g), 보리면

조군(20.7 g), 보리면+상엽추출물 5%(24.8 g), 보리면+상

엽추출물 2.5%(25.2 g)순이었다. 이는 손 등[12]과 유 등

[16]의 연구에서 당뇨가 유발 된 이후 체 이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체 변화량이 많은 경우 몸

의 항상성을 하시켜면역력을떨어트리는 이유가 된다.

당뇨유발 후 보리면 단독 식이나, 보리면+상엽추출물을

이용한 혼합 식이에서 체 하가 어당뇨환자들의 체

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변화량 측정에서는 16시간 식시킨 동물에

nicotinamide와 streptozotocin을 2회 복강 투여하여 모든

실험군이 400 mg/dl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2주간

보리면과 상엽추출물을 식이하여 당을 측정한결과 양

성 조군이 56 mg/dl, 상엽 조군이 33 mg/dl로 각각

당이 증가하 으나, 보리면 조군 72 mg/dl, 보리면+상

엽추출물 2.5%군 154 mg/dl, 보리면+상엽추출물 5%군

115 mg/dl로 각각 감소하여 당조 효과를 보 다. 그

러나 상엽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등[16]의 연구에서 보리가 당조 효과가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본 연구에

서는 상엽 추출물 자체만으로는 당뇨조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이는 Attila[19]의 연구결과와 김과 정[17]의

연구결과 상엽의 당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나타나 차

이를 보 다. 상엽 단독식이에서는 당 조 효과가 없

었으나 보리면과 상엽추출물 혼합 식이에서는효과를 보

여 추후 상엽의 농도와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구 당 부하검사는 12시간 이상 식시킨 후 공복

당을 측정하고 glucose (1 g/kg BW)를 강제 식이하고

60분, 120분에 당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실험 결과 양

성 조군과 상엽 조군, 보리면 조군의 경우 당조

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보리면+상엽추출물 2.5%군은 84

mg/dl, 보리면+상엽추출물 5%군은 83 mg/dl 씩 당조

효과를 보 다. 이는 손 등[20]의 연구에서 당뇨환자를

상으로 보리와 두, 가루, 홍삼 5%를 함유한 혼합

식이를 실시하 을 때 당 강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최근 연구들에서

는 천연재료를 활용하되 단독보다는 복합 으로 사용하

여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21], 본 연

구를 기반으로 하여 당조 능력을 가진 물질들의 배

합비율과 섭취방법 등에 한 사항은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 기능 지표 분석결과 상엽추출물 단독식이에서는

간 기능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리면은 단독 섭

취에 의해서도 개선효과를 보 고, 보리면+상엽추출물을

복합 식이한 경우에는 유의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김

과 정[17]의연구에서 보리순 에탄올 추출물 고용량을 투

여하 을 때 간 기능개선 효과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보

리면 단독식이로는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과 다소 차

이를 보 다. 두 연구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리면 분말을

에탄올 추출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청 성지방과 총콜 스테롤을 분석한 결과 상

엽 추출물 단독식이에서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

보리면 단독식이, 보리면과 상엽추출물 복합식이에서는

지질강하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상엽농도가 높을수록 지

질 강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등[22]의 연

구에서 상엽이 함유된 한약재의 당효과 연구에서도 지

질강하효과를 나타내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 다.

보리와 상엽이 당뇨병을 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

을 주는 것은 앞의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 그러나보리

면과 상엽의 복합 식시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여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방과 함께 당조 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개발을

한 기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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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Streptozotocin과 nicotinamide를 이용하여 유도된 당

뇨 생쥐에 보리면(99.8%)과 상엽 열수 추출물 (Morus

alba leaves water extract)을 함유한 식이를 공 하여

당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당뇨가 유도된 생쥐에

서는 체 감소가 격히 나타났으나 보리와 상엽을 혼

합 식이한 군에서 체 감소량이 었다. 당은 보리면

자체로 조 효과를 보 으나 보리면+상엽추출물 2.5%

군과 보리면+상엽추출물 5%군에서 당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간기능 분석 결과는 보리와 상엽을 함께

식이한 경우 AST수치가 개선되었고, 상엽농도에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ALT 수치는 보리와 상엽을 각각

식이한 군에서 개선효과를 보 으며, 보리상엽 5%에서

높은 개선효과를 보 다. 지질분석결과에서 TG는

보리식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고, 보리면과 상엽을 함께

식이하는 경우 효과가 더 높았다. 보리만 식이한 경우

에도 TC 억제 효과가 있었고, 상엽의 농도가높아질수록

지질 강하효과가 컸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리면과 상엽

을 각각 섭취할 때 보다 보리면과 상엽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당조 효과, 간 기능개선, 지질 강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당뇨병

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리면을 소재로 한 건강 기

능성 식품의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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