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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Johyun’ yulmoo which is a new variety of Coix lacryma-jobi var. ma-yuen Stapf sprout was developed 

and register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04. This variety was derived from the cross between single 

cross of Suwon-6 and Okayama and UCN300-25 as F1. It is characterized by early maturity, short plant height, a 

strong resistance, and a superior yield and is suitable for the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Accordingly, we were 

performed and evaluated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of ‘Johyun’ yulmoo sprout (JYS) in Sprague-Dawley (SD) rats.

Methods :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was performed using with male and female rats. Ra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vehicle-treated rats (Control); Group 2, JYS 5000 mg/kg-treated rats. JYS was orally administered 

to male and female rats at dose levels of 5000 mg/kg. Animals were monitored on the mortality, clinical signs, body 

weight changes, and necropsy findings for 14 days. groups : Group 1, vehicle-treated rats (Control); Group 2, JYS 

5000 mg/kg-treated rats. JYS was orally administered to male and female rats at dose levels of 5000 mg/kg. 

Animals were monitored on the mortality, clinical signs, body weight changes, and necropsy findings for 14 days. 

Results : After oral treatment of JYS, we could not find any mortality at 5000 mg/kg.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inical sign, weight changes, weight gain, and gross abnormalities 

in JYS 5000 mg/kg-treated group. 

Conclusions :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pproximate lethal dose of JYS was considered as over 5000 

㎎/㎏. Results from this study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safety of JYS. Moreover,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dose-setting data of the repeated dose 13-week oral toxicity test of JY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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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통계청은 고령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 

는 전체 인구의 14.9% (768만 5천 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7% 이상에 해당하였을 때 고령화 사회

라고 하며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평균 나이는 35.1세에 지나지 않지만 2050년에는 고

령화로 인하여 평균 연령이 53.9세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경제사회국이 발표하였다2). 이로 인해 현대인

들은 노령화로 인한 삶의 질의 개선과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건강을 생각한 웰빙 (Well-being) 추세에 따라 식품

으로 새싹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직접 새

싹작물을 재배하여 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3). 새싹작물은 

영양학적 가치는 높고, 재배기간은 짧으며 병충해 피해를 받기 

전에 수확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4). 여기에서, 새싹은 짧은 기간 동안 (싹이 튼 후 

7일 정도) 종자에서 발생하는 싹으로 생육 초기의 어린 배축을 

식용 (食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5). 새싹작물에 대한 소비

자의 관심이 증가하여 유럽, 미국 및 호주 등에서는 채소 매장

의 30% 정도를 새싹작물이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아시

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여 채소분야 시장의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6).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채소 소비의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생산 및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4,7). 특히, 새싹에서 높은 기능성 물질

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에 따라 새싹에 대한 이용 가능

성은 다양한 작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율무 (Coix lacryma-jobi var. ma-yuen Stapf)는 벼과에 

속하며 국내에서는 종자를 식용으로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율

무의 껍질을 제거한 씨를 의이인 (薏苡仁)이라고 불리며 진통, 

소염제, 이뇨, 건위 및 폐결핵에 쓰여 왔다7). 性味는 감담 (甘

淡), 무독 (無毒), 양 (凉)하며 곡물임에 불구하고 단백질이 

16% 정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손색이 없다. 일부의 

고서에서 염주와 율무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서로 다른 식물이다. 本經에 의하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근육통, 관절통 및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8).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 현재 비만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마귀나 종

기의 치료에, 창만 (脹滿)과 대소변불통 (大小便不通), 중풍 

(中風)에, 각기 (脚氣)에 큰 효험이 있다고 밝혀져 있다9). 최근 

율무로부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분리 동정되었는데, 함염

증 작용의 benzoxazinones10), 혈당 강하 작용의 coixans 11), 

그리고 함암 작용을 하는 α-monolinolein12) 등이 있다. ‘조현 

(Johyun)’ 율무는 박피, 다수성인 수원6호 (Suwon-6)와 조숙, 

단간인 오카야마 재래종 (Okayama)을 교잡하여 모본으로 조

숙, 다수성인 UCN300-25를 부본으로 하여 삼원교배 후 F1

을 얻었다. F1을 양성하고 계통육성한 후 ‘연천8호’라는 계통

명을 부여하여 지역적응성 시험 결과 2004년 12월 직무육성

품종 심의위원회에서 중부 및 북부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조현’으로 명명되었다13). 실험에 사용된 

의이엽 (薏苡葉)은 이러한 조현율무의 어린 싹을 시용한 것으로 

현재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에 대하여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고 연구되어져 있다14,15). 그러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율무는 식품원료의 곡류 (고유

번호 : A가134500)에 해당하며 사용 부위는 씨앗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율무 종자에서 발생하는 싹인 의이엽 

(薏苡葉)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을 위하여 식품으로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GLP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단회

경구투여 독성시험을 진행하여 실험동물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중변화 및 부검소견을 통해 의이엽 (薏苡葉)의 전신적 독성 

반응을 평가하였으며 적합한 투여 용량에 관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기관

GLP 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에서 실험의 전 과

정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대구가톨릭대학교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승인번호 : 제 IACUC-2019-033호)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 표준작업지침서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2. 실험물질

본 연구의 실험물질인 의이엽 (薏苡葉)은 조현율무 품종에서 

생산하였으며 (Figure 1) 종자소독 및 침종 (2일), 상자재배 

(7일, 온도 25℃, 습도 90%) 및 수확 후 건조 (58℃, 3일)를 

하였으며 건조 수율은 7%로 농촌진흥청에서 공급받았다. 의

이엽 (薏苡葉)의 일반성분 분석은 DHU바이오융합시험센터에 

의뢰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얻었으며 Table 1과 같다. 의

이엽 (薏苡葉)의 건조물에 0.5%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salt solution (0.5% CMC-Na)을 부형제로 사용하여 

실험 직전에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JYS (Johyun 

yulmoo sprout)라고 명하였다.

Suwon-6

Johyun 
yulmoo

Okayama

UCN300-25

Figure 1. Genealogical chart of ‘johyun’as a new variety of Job’s 
tears 

Calory
(Kcal/100 g)

Carbohydrate
(g/100 g)

Protein
(g/100 g)

Fat
(g/100 g)

Sadium
(mg/100 g)

360 52 30 3.3 35

Table 1. General nutrition compositions of Coix lacryma-jobi var. 
ma-yuen Stapf sp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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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동물

본 실험에서는 SPF Sprague-Dawley (SD) 랫드를 ㈜오

리엔트바이오 (성남, 대한민국)으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SD계 랫드는 크기가 작으면서 다루기가 쉽고, 계절 변동에 

대한 차이가 적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일정하며 

암수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가 거의 없으며, 관련 시험 기초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실험동물로 사람에 대한 외삽 

(外揷, Indication extrapolation)이 가능하므로 일반독성시험 

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본 실험동물로 선택하였다. 입수 시

에는 7주령 수컷 (231.59 g 248.80 g) 12마리, 7주령 암컷 

(151.03 168.69 g) 12마리이었으며 투여 개시 시에는 8주령 

수컷 (269.03 g 298.02 g) 10마리, 8주령 암컷 (172.01 g 

186.08 g) 10마리이었다. 동물 입수 시 검수 및 검역을 실

시하였으며, 시험계의 병원체검사 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시험

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순화 기간 8

일 동안 매일 1회 일반 증상을 관찰하였고, 투여 당일 체중측

정을 통해 동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동물사육조건

사육실 환경은 온도 22 ± 3℃, 상대습도 30% ∼ 70%, 조명 

시간 12시간/일 (08:00 점등 20:00 소등), 환기 횟수 10 

20회/시간, 조도 150 300Lux으로 유지하였다. 사료는 

HARLAN/ENVIGO사로부터 감마선이 조사된 Taklad 

certified irradiate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를 공급

받아 사용하였으며, 공급은 급이기에 넣어 자유섭취 시켰다. 

급수의 경우 자외선 유수살균기로 상수도수를 여과 후 사용하

였으며, 공급은 급수병을 통해 자유섭취 시켰다. 사육 상자는 

주 1회, 급수병은 주 2회 교환하였으며, 그 외 사육기자재는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5. 실험군의 구성과 투여량 설정

실험군의 구성은 동물실 환경에서 1주간 순화시킨 실험동

물을 대조군과 JYS 투여군으로 나누어 각 군은 암, 수 각각 5

마리로 하였다. JYS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높은 임상예정용량이 예상되어 한계용량시험 (Limit test)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적으로 암·수 각 한 마리씩을 사용하여 5000 

㎎/㎏으로 투여를 진행하였으며, 24시간 뒤 모두 생존한 것을 

관찰하였기에 동일한 농도로 본 시험 (main test)을 진행하였다. 

본 시험의 대조군에는 부형제인 0.5% CMC-Na를 투여하였다. 

사람에 대한 임상 예정 경로로서 경구 투여를 선택하였으며, 

경구 투여용 존대를 사용하여 위내에 직접 투여하였다. 투여당

일의 체중을 기준으로 투여액량을 20 ㎖/㎏으로 산출하였으며, 

투여 전날 약 15 18시간 절식시킨 뒤 시험물질을 2회/일 

(10:00-11:00, 14:00-15:00) 투여하였다. 

6. 관찰 및 검사항목

1) 일반증상관찰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 후 30분, 1, 2, 4 및 6시간째 관

찰하였으며, 투여 익일부터 부검일까지 1일 1회 일반 증상을 

관찰하였다. 일반 증상의 관찰은 사망여부, 구역 등의 증상의 

종류, 증상 발현일과 증상의 정도를 개체별로 기록하였다.

2) 체중측정

모든 동물의 체중을 입수일, 군 분리일 (투여일)에 측정하고, 

이후에는 투여 후 1, 3, 7 및 14일 (부검일)에 측정하였다. 

3) 부검소견

실험물질 투여 후 14일째 되는 날 전체 동물에 대해 체중을 

측정하였고 Isoflurane 흡입 마취하에 개복하여 복대동맥 및 

정맥을 절단하여 방혈치사 시킨 후 부검을 실시하였다. 육안

적으로 모든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그 소견을 기

록하였다.

7. 통계 처리

모든 수치는 mean±SD으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9.0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통해 실험군의 독성 지표를 검

정하였다. 

III. 결   과

1. 사망동물 

JYS 투여군에서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랫드에 대한 

개략적 치사량 (ALD, approximate lethal dosage)은 한계

용량인 5000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x Group
N. dead/
N. dosed

Days after dosing 

0 1 2 3 4 5 6 7 8 9-14

Male
Control 0/5 0 0 0 0 0 0 0 0 0 0

JYS 0/5 0 0 0 0 0 0 0 0 0 0

Female
Control 0/5 0 0 0 0 0 0 0 0 0 0

JYS 0/5 0 0 0 0 0 0 0 0 0 0

ALD value : > 5000 ㎎/㎏

Table 2. Mortalities observed in male and female rats after JY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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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증상

일반 증상 관찰에 있어, 투여 당일은 투여 후 30분, 1, 2, 4 및 6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으며, 익일부터 14일차 (부검일)까지 

1일 1회 관찰하였다. 그 결과, 투여일부터 부검일까지 모든 동물에서 이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Day Sign observed

Group

Male Female

Control JYS Control JYS

0 Normal 5/5* 5/5* 5/5* 5/5*

1 Normal 5/5 5/5 5/5 5/5

2 Normal 5/5 5/5 5/5 5/5

3 Normal 5/5 5/5 5/5 5/5

4 Normal 5/5 5/5 5/5 5/5

5 Normal 5/5 5/5 5/5 5/5

6 Normal 5/5 5/5 5/5 5/5

7 Normal 5/5 5/5 5/5 5/5

8 Normal 5/5 5/5 5/5 5/5

9 Normal 5/5 5/5 5/5 5/5

10 Normal 5/5 5/5 5/5 5/5

11 Normal 5/5 5/5 5/5 5/5

12 Normal 5/5 5/5 5/5 5/5

13 Normal 5/5 5/5 5/5 5/5

14 Normal 5/5 5/5 5/5 5/5

*; Number of animals with the sign/Number of animals examined.

Table 3. Clinical signs observed in male and female rats after JYS treatment

3. 체중

모든 동물의 체중을 입수일, 군 분리일 및 투여일에 측정하

고, 이후에는 투여 후 1, 3, 7 및 14일 (부검일)에 측정하였다. 

체중변화 (body weight changes) 및 증체량 (weight gains) 

측정 결과, 암컷과 수컷 모두에서 관찰기간 중 체중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암컷 실험군 1례에서 투여 후 1일차에 체중

이 9.7 g 감소하였으나 투여 후 3일차에 25.6 g 증가하였다. 

암컷 실험군 2례에서 투여 후 7일차에 체중이 각각 4.2 g, 

7.3 g 감소하였으나 투여 후 14일차에 각각 27.9 g, 31.2 g 

증가하였다. 수컷 실험군의 증체량은 각각 130.4±23.06 g 및 

116.06±15.99 g의 증체량을 보였으며,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암컷 대조군과 실험

군은 각각 58.2 ± 5.37 g, 58.3 ± 11.52 g으로 관찰되었

으며,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Figure 2 and Table 4).

Figure 2. Body weight changes in SD rats.
Changes on the body weight during 14 days of observation in male and female rats after JYS treatment. (A) Male, (B) Femal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each five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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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Day
Body weight (g)

Control JYS

Male

0 282.2 ± 9.35 280.7 ± 9.38

1 313.6 ± 12.96 300.8 ± 5.77

3 334.2 ± 18.81 324.5 ± 10.98

7 364.1 ± 24.59 355.2 ± 13.83

14 412.6 ± 31.65 396.8 ± 19.81

Gains* 130.4 ± 23.06 116.1 ± 15.99

Female

0 130.4 ± 23.06 130.4 ± 23.06

1 130.4 ± 23.06 130.4 ± 23.06

3 130.4 ± 23.06 130.4 ± 23.06

7 130.4 ± 23.06 130.4 ± 23.06

14 130.4 ± 23.06 130.4 ± 23.06

Gains* 130.4 ± 23.06 130.4 ± 23.06

*: Weight gains are body weight difference between day 14 
and day 0.
Body weight of all animals was measured on the date of entry, 
division into each group and administration, and was measured 
in 1, 3, 7 and 14 days after administration. 

Table 4. Body weight changes after JYS treatment

4. 부검소견

관찰 기간 동안 생존한 동물에 대한 계획 부검 결과,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 

Sex Group
Observed 

signs

Frequency

Death Survivors Total

Male

Control
No gross 
findings

0 5 5

JYS
No gross 
findings

0 5 5

Female

Control
No gross 
findings

0 5 5

JYS
No gross 
findings

0 5 5

After the anesthesia, the abdomen was cut off and necropsy 
was conducted. All internal organs were visually observed and 
then the medical opinions were recorded.

Table 5. Necropsy findings of male and female rats after JYS 
treatment

Ⅳ. 고   찰

노화 (Aging)는 병리학적 및 생리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직 및 기관의 기능 저하, 구조적 변성, 저항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다16).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의 연장이 증가함에 따라 60이상의 인구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UNESA 인구 예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명의 인구가 60세 이상이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17).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화 장애, 당뇨병, 근육 기능 장애, 황반 변성, 알츠하이머 

질환 (AD), 피부 질환, 일련의 위장관계 질환, 암 등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게 된다18). 노화 관련 질병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만성 질환에 따른 장기간 약물 복용에 따른 그 부작용의 위험

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 및 노화관련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이 잘 연구되고 있으며 노화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문헌 조사나 기전 연구 

위주이기에 노화를 늦추고 노화 관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 또한 중요하다. 현재 하고초 추출물의 항노화 

효과에 관한 연구19), 실새풀 추출물의 항노화 및 항염증 활성 
20), 금전초 추출물의 케라티노사이트 내 collagen 합성능 및 

MMPs 억제효과21) 등의 천연 소재를 이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작용이 적은 천연으로부터

의 소재 개발은 고령화 사회의 질병 치료에 매우 유리하게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 소재의 

안전성 및 독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에 새

로운 소재의 독성 검증 평가는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 의이엽 (薏苡葉)은 조현율무 종자를 바탕으로 

7일간 일정한 온도와 습도 조건하에서 재배하였으며, 의이엽 

(薏苡葉)에 대한 약리 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율무 (Coix lacryma-jobi var. ma-yeun)는 타이완,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지에 자생하는 열대 식

물로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널리 자라고 있다. 

고대 중국의 서적 Pen-Tsao-Kang-Mu, Li) (1596)에 따르

면, 율무의 씨앗은 사마귀, 갈라진 피부, 류마티즘, 신경통의 

치료 및 항염증제로 사용된다고 하였다22). 율무는 쌀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쌀 대안으로 사용되거나 죽, 푸딩으로 

조리되고 있다9). 이전의 연구에서 인간유방암, 폐암, 간세포 

암종 세포, 결장암 세포 및 조직 용해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 

자멸 및 항중식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23,24). 최근 손 

(Son)은 의이엽 (薏苡葉) 추출물을 통한 세포실험에서 저산소 

조건하에서 ERK1/2 및 AKT 경로의 억제를 통해 HUVEC에 

의한 결장염 세포의 이동, 침습 및 부착을 억제하여 결장염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14), HeLa 세포에서 

PI3K/AKT 경로의 불활성화를 통해 세포 주기 정지 및 세포

사멸을 유발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15). 따라서 의이엽 (薏苡葉)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으

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의이엽 (薏苡葉)은 식품공전에 식품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의이엽 (薏苡葉)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새싹작물에 대한 우수한 약리활성에 

주목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의이엽 (薏苡葉)에 

대한 단회투여독성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시

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2018- 

93호, 2018년 11월 21일)과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as revised in 1997)에 따라 시험물질 



114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의이엽 (薏苡葉)을 SD 계통의 랫드에 단회경구투여 함으로써 

나타나는 개략적인 독성을 알아보고 그 외의 체중변화 및 육

안적 장기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의이엽 (薏苡

葉)은 높은 임상예정 예상되어 5000 ㎎/㎏ 용량으로 한계용

량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부형제 투여군 (0 ㎎/㎏)으

로 하여 비교 관찰하였다. 군당 10마리 (암·수 각 5마리)에 

부형제와 의이엽 (薏苡葉) (5000 ㎎/㎏)을 경구 투여한 후 14

일 동안 사망률, 일반증상 및 체중변화를 관찰하였고, 관찰기

간 종료 후 부검하여 장기의 육안적 검사를 실시하여 독성지

표를 관찰하였다. 관찰기간 중 사망동물, 일반증상 및 부검소

견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OECD의 시험물질의 급

성독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00 ㎎/㎏의 농도로 투

여할 시 사망개체가 나타나지 않는 시험물질은 독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다25). 본 시험에서는 5000 ㎎/㎏의 투

여농도에서도 모든 실험동물이 사망하지 않았기에 의이엽 (薏

苡葉)의 개략적 치사량 (ALD)이 5000 ㎎/㎏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의이엽 

(薏苡葉) 투여 후 체중변화는 암컷 2례에서 일시적인 체중 감

소가 보였으나 곧 회복되었다. 투여기간 동안의 증체량을 관

찰한 결과, 암·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의이엽 (薏苡葉)의 

투여에 의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추후 임상시험을 위한 의이엽 (薏苡葉)의 

안전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의이엽 (薏苡葉)의 SD 랫드 단회경구투여 독성 평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이엽 (薏苡葉) JYS에 대한 암·수 랫드를 이용한 단

회경구투여 독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5000㎎/㎏까지 

투여와 관련된 사망 및 빈사 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새삭율무 투여와 관련된 일반증상 및 부검 소견에는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체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암컷 2례에서 일시적 체중 감

소를 보였으나 이는 회복되었으며 투여기간 동안의 증

체량은 암·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본 실험결과를 통해, 의이엽 (薏苡葉)의 개략적 

치사량 (ALD)은 한계량인 5000 ㎎/㎏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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