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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black sticky rice with giant embryo (BSRGB, Milyang 263) and giant embryo rice
(GER) contains higher levels of GABA than rice. Therefore, feeding BSRGB, GER, or rice freely to
C57BL/6 mice with two-hour alcohol intake for 16 days was investigated. For two-hour alcohol intake,
a repeated measure ANOVA (three treatment groups repeated across 16 days; 8 two-day blocks) yield-
ed a significant group by block interaction (df=16, F=3.109, p=0.004). The independent t-test showed
that significant suppression of two-hour alcohol intake was observed when subjects were administered
with BSRGB, compared with the rice alone across all the two-day blocks (p<0.05). The paired t-test
revealed that a significant suppression of two-hour alcohol intake was observed starting 4 to 16 days
after freely feeding with BSRGB compared to before feeding.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
ence in the two-hour alcohol intake observed between th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rice. A
repeated measure ANOVA revealed no significant group by block interaction for 22-hour water intake
and body weight. However, a repeated measure ANOVA revealed a significant grouping by block in-
teraction for food intake. These results indicate a change of two-hour alcohol intake is presumably
caused by GABA, which is found in higher levels in BSRGB than i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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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60가지 이상의 질병들은 과

도한 음주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상해의 9.4%가 음주와 연관

되어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의료비, 조기사망, 재산피해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기준으로

총 20조 990억원(GDP 대비 2.9%)로 나타났다[9].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율은 2003년 64.3%, 2006년에는

73.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남자 85.9%와 여자 61.2%가

음주를 한다고 보고하였다[13].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중에서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는

전 인구의 6.8%인 221만명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성인 음주

자 5명중 1명, 즉 음주자의 20.9%는 알코올 남용 혹은 의존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코

올 의존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음주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중추신경계 대뇌 보

상 회로와 연관되어 있는 신경계인 dopamine, serotonin,

opioid, γ-aminobutyric acid (GABA), glutamate 신경계 등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GABA

및 glutamate system, 특히 GABAA 수용체가 알코올 자가 투

여와 내성 및 의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졌는데[1, 8, 10,

14], 이는 결국 알코올 의존 치료에 중추신경계중 GABA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환자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약물로서도 억제성 GABA 수용체

의 활성도 증가의 작용기전이 있는 GABA 유사체 구조인

acamprosate가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바침하

고 있다[2, 5].

한편 중추신경계의 주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는

동물과 식물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 4, 11], 자연상태의 식물에 있어서는 차, 맥아, 뽕잎과 생약

의 황기 및 쌀의 배아 등에서 검출되어지고 있다[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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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에 의해 일반미의 GABA함량보다

8-10배 많이 함유된 새로운 품종의 벼가 개발되었는데, 다른

식물과는 달리 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으로 이용하기 때문

에 다른 식물의 섭취보다는 1일 GABA섭취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쌀이 가지

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GABA 고함유 쌀을 이용한 알코올 의존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

부에서 개발한 고 GABA 함유 쌀(흑찰거대배아미; 밀양263호)

을 C57BL/6형 생쥐에게 자유 섭취하도록 하였을 때 일반미

섭취와 비교하여 알코올 섭취량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정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실험동물

공시재료로 이용된 쌀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

성작물부에서 개발한 배(embryo)가 큰 거대배아미로써

GABA (γ-aminobutyric acid) 성분이 34 mg/100 g인 흑찰거

대배아미(밀양263호)와 GABA성분이 4 mg/100 g 함유된 일

반미(일미) 및 22 mg/100 g 함유된 거대배아미 등의 3종류의

쌀을 각각 자유 섭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일반사료 섭취군(feed)을 두어 확인하였다.

실험동물은 4주령의 C57BL/6형 수컷 생쥐를 사용하였다.

도착일로부터 7일 동안 한 우리당 5마리씩 사육하면서 실험환

경에 적응시켰다. 이때 물과 생쥐용 배합사료는 24시간 동안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상 생쥐의 행동학적 알

코올 의존화를 위하여 변형된 무한 접근법(limited access pro-

cedure)을 이용하였다[15]. 즉 대상생쥐를 한 우리 당 한 마리

씩 사육하면서 일주일 동안(실험 14일까지) 물 대신에

10%(v/v) 알코올(Sigma, St, Louis, MO, USA)만을 사료와 함

께 24시간 제공함으로서 알코올 섭취를 강요하고, 이후 실험

35일까지 21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의 2시간 동안

10%(v/v) 알코올만 제공함으로서 이때에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켰다. 나머지 22시간은 물만 제공하였고,

사료는 모두 24시간 제공하였다. 조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조절하였다.

알코올, 물 및 사료의 섭취량과 체중의 측정

생쥐의 알코올, 물 및 사료 섭취량 측정은 각각 제공하기

직전의 무게와 제공한 뒤의 무게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섭취

량(0.001 g까지 측정)으로 하였다. 단, 물과 사료의 섭취량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22시간 물 섭취량과 24시간

사료 섭취량으로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섭취량은 다시 생쥐

의 체중 1 kg당으로 환산하였다. 생쥐의 체중은 실험 33일부터

시험종료일까지 2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 및 시험재료의 섭취

흑찰거대배아미, 거대배아미 및 일반미의 섭취는 실험 39일

부터 55일까지 16일간 자유섭취를 원칙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를 위해 시험재료의 투여 첫날인 실험 39일 오전에 40마리의

생쥐를 무작위로 흑찰거대배아미군, 거대배아미군, 일반미군

및 사료 섭취군으로 구분하여 각 처리당 10마리씩 대상 시료

를 투여하였다. 일회 투여량은 처리군에 관계없이 자유섭취를

원칙으로 투여하였고, 투여시간은 24시간 제공하였으며, 섭취

시료량의 측정은 알코올투여 30분전인 오후 1시 30분에 측정

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 부터 4시 사이의 2시간 동안 물 제공

없이 10% 알코올만을 제공하였다.

한편 알코올 섭취량의 일간 변화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료 투여전 3일간(실험 36일과 38일)

의 알코올 섭취량을 측정한 후, 쌀 자유 섭취 시작 전 일일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의 평균을 일일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의

기저치로 하였다. 물 섭취량의 변화도 알코올 섭취량의 변화

와 마찬가지로 시료 투여 전 3일간의 물(22시간) 섭취량의 평

균을 쌀 자유섭취 전의 물과 사료의 기저 섭취량으로 하였으

며, 16일간의 시료 투여기간에 대해서는 각 2일간의 알코올과

물 및 사료의 섭취량의 평균 일일 알코올과 물 및 사료의 섭취

량으로 하였다.

통계 처리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아미군 및 일반미군의 3군간의

일일 알코올, 물 및 시료(쌀) 섭취량의 변화 및 체중의 일일

변화에 대해서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각각 이용하

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일반미군과 흑찰거대배아미군 및 일반

미군과 거대배아미군간의 평균의 비교 분석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리고 각 군내 일별 비교 시에

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 18)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양측 검정하였다.

결 과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아미군 및 일반미 투여군의 24

시간 자유 섭취 시 이들 3처리군 간에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의

일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df=16, F=3.109, p=0.004) (Table 1).

사후검정으로 일반미군과 흑찰거대배아미군의 양군간 비

교하였을 때, 일반미 군에 비하여 흑찰거대배아미군에서 2

시간 알코올 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효과는 섭취 2일째부터 섭취 16일째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

다(2일째 df=14, t=2.24, p=0.042; 4일째 df=14, t=3.97,

p=0.001; 6일째 df=14, t=5.21, p<0.001; 8일째 df=14, t=10.82,

p<0.001; 10일째 df=14, t=3.25, p=0.006; 12일째 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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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wo hour 10% (v/v) alcohol intake (g/kg) in C57BL/6 mice before and after feeding with rice

Base T2 T4 T6 T8 T10 T12 T14 T16

Feed 7.82±3.3 9.70±2.6 13.23±6.3 12.15±5.9 8.60±6.5 11.03±3.1 11.72±3.0 10.30±4.2 11.11±3.8

Rice 7.59±2.8 8.82±2.7 8.38±2.2 8.28±1.7 7.94±1.0 7.02±2.1 8.29±1.6 6.93±1.5 7.09±1.3

GER* 7.88±2.4 6.01±2.6 4.15±2.0
§

3.22±1.7
§

4.02±2.6
§

4.65±4.0
s

5.68±3.1 4.90±1.2
§

4.32±1.3
§

BSRGE* 7.52±2.6 5.86±2.6s 4.19±2.0§ 3.69±1.9§ 2.59±0.9§ 3.61±2.2§ 3.87±2.1§ 4.11±2.6§ 3.67±1.8§

Values are mean±SD. GER; giant embryo rice, BSRGE; black sticky rice with giant embryo, Base; mean of three days just before

starting rice intake, T2-T16; mean of 2 days, *; p<0.05 group by day, interaction with rice group using repeated measure ANOVA,

s (p<0.05) and § ( p<0.01); independent t-test with rice group.

t=4.80, p<0.001; 14일째 df=14, t=2.67, p=0.018; 16일째

df=14, t=4.37, p=0.001). 그리고 일반미군과 거대배아미군의

양군 간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일반미군에 비하여 거대배아

미군에서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효과는 섭취 4일째부터 섭취 8일째까지, 섭취

12일째부터 섭취 16일째까지 나타났다(4일째 df=14, t=4.02,

p=0.001; 6일째 df=14, t=6.10, p<0.001; 8일째 df=14, t=3.96,

p=0.001; 12일째 df=14, t=2.15, p=0.050; 14일째 df=14,

t=3.02, p=0.009; 16일째 df=14, t=4.21, p=0.001).

한편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아미군 및 일반미군의 3군

에서 각 군내 비교를 하였을 때, 흑찰거대배아미군의 경우 일

별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이 흑찰거대배아미 섭취 전에 비하여

흑찰거대배아미 섭취 후 4일째부터 16일째까지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4일째 df=7, t=4.15, p=0.004; 6일째 df=7, t=3.45,

p=0.010; 8일째 df=7, t=5.79, p=0.001; 10일째 df=7, t=3.84,

p=0.006; 12일째 df=7, t=3.53, p=0.010; 14일째 df=7, t=2.59,

p=0.036; 16일째 df=7, t=3.65, p=0.008). 그리고 거대배아미군

의 경우에 일별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이 거대배아미 섭취 전에

비하여 거대배아미 섭취 후 4일째부터 10일까지와 14일부터

16일까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4일째 df=7, t=4.47, p=0.003;

6일째 df=7, t=4.84, p=0.002; 8일째 df=7, t=3.70, p=0.008; 10일

째 df=7, t=2.45, p=0.044; 14일째 df=7, t=3.97, p=0.005; 16일째

df=7, t=4.08, p=0.005). 이에 반해 일반미를 24시간 자유 섭취

하는 경우에는 일반미 섭취 전에 비하여 일반미 섭취 후의

일별2시간 알코올 섭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아미군 및 일반미군의

24시간 자유섭취 시 이들 3군 간에 22시간 물 섭취량의 일변화

에 대하여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df=16, F=1.627, p=0.122)

(Fig. 1), 또한 체중의 일변화에 대해서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교차가 없었다(df=16,

F=1.675, p=0.108) (Fig. 2). 그러나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

아미군 및 일반미군의 24시간 자유섭취 시 이들 3군 간에 24시

간 쌀 섭취량의 일변화를 repeated measure ANOVA로 실시

하였을 때에 이들 3처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f=16, F=7.145, p=0.001) (Fig. 3).

Fig. 1. Twenty-two hour water intake (g/kg) in C57BL/6 mice

before and after feeding with rice. GER; giant embryo

rice, BSRGE; black sticky rice with giant embryo, Base;

mean of three days just before starting rice intake,

T2-T16; mean of 2 days.

Fig. 2. Body weight (g) in C57BL/6 mice before and after feed-

ing with rice. GER; giant embryo rice, BSRGE; black

sticky rice with giant embryo, Base; mean of three days

just before starting rice intake, T2-T16; mean of 2 days.

고 찰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아미군 및 일반미군의 24시간

자유섭취 시 흑찰거대배아미군에서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알코올 섭취량의 감소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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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wenty four hour food intake (g/kg) in C57BL/6 mice

before and after feeding with rice. GER; giant embryo

rice, BSRGE; black sticky rice with giant embryo, Base;

mean of three days just before starting rice intake,

T2-T16; mean of 2 days.

시료 투여 2일째부터 투여 16일째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흑찰거대배아미군에는 알코올 섭취를 억제하

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일반미와

의 성분비교에서 흑찰거대배아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GABA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Dahchour & Witte

[2]는 acamprosate가 억제성 GABA 수용체의 활성을 증가시

키고 흥분성 glutamate의 NMDA 수용체의 활성도를 억제시

킴으로서 알코올 섭취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6]은 GABA 수용체 효현제 작용이 있는 acamprosate

투여 시 알코올 섭취량의 변화가 acamprosate 투여 7일 이후

부터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중요한

의미로는 GABA 고함유 쌀의 섭취가 알코올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GABA 수용체 효연제

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재발예방이 유용하다는 선행 연구로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과는 치료 약물 개발에 첫 걸음을 내딛

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

한편, 흑찰거대배아미군과 거대배아미군 및 일반미군의 24

시간 자유섭취 시 이들 3처리군 간에 24시간 거대배아미와

흑찰거대배아미 및 일반미 섭취량의 일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교차가 나타

났는데(Fig. 3), 흑찰거대배아미와 거대배아미의 섭취량이 일

반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섭취량이 억제되었다는 것 또한 흑찰거대배아미와 거

대배아미에 함유된 GABA와 같은 유효물질의 효과를 간접적

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단점을 생각해 본다면, 약물(현미) 처리군

당 실험대상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점의 개선과

아울러 더 장기간 GABA 고함유 쌀을 섭취시키면서 알코올

섭취량을 측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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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GABA 고함유 흑찰거대배아미의 투여가 C57BL/6형 생쥐의 알코올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1․김성곤2*․이진성2․이상신3․정우영2․한상익4․김병주4

(
1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본 실험은 일반미보다 GABA 함량이 많은 흑찰거대배아미(밀양263호) 및 거대배아미와 일반미를 C57BL/6 생

쥐에게 16일 동안 자유 섭취시키면서 2시간 알코올 섭취량, 22시간 물 섭취량 및 체중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흑찰거대배아미 및 거대배아미와 일반미 3군과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의 일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df=16, F=3.109, p=0.004). 일별 2시간 알코올 섭취량에 대

하여 흑찰거대배아미군과 일반미군의 양군간 비교시 일반미군에 비하여 흑찰거대배아미군에서 자유 섭취 후 2일

째부터 16일째까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흑찰거대배아미군과 일반미군 2군을 각각 군내 비교

를 하였을 때, 일반미 섭취군의 경우에는 섭취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흑찰거대배아미 군에서는 섭취 전에

비하여 섭취 후 4일째부터 16일째까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22시간 물 섭취량의 일변화와 체중의 일변화에

대해서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교차가 없었다. 그러나 쌀 섭취량의 일변화에

대한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을 때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df=16, F=7.145, p=0.001). 이러한

2시간 알코올 섭취량의 변화의 결과는 일반미와의 성분비교에서 흑찰거대배아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GABA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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