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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홍국쌀은 식품원료나 색소, 향미료로 동아시아에서 흔히 쓰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홍국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의 기능성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되어있으며, 홍국쌀과 홍국식빵, 홍국막걸리 등의 

일반 식품으로도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근육병, 횡문근융해증, 간 기능의 

변화, 신경장애, 위장 장애, 피부 질환 등의 부작용이 사례 보고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컷 SD 랫드에 90일 동안 

홍국쌀을 혼이투여하여 홍국쌀의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료에 홍국쌀을 섞어서 랫드에게 투여하고자, AIN 93G 사료에서 

홍국쌀과 영양학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옥수수 전분을 홍국쌀로 

대체하였다. AIN 93G 사료의 옥수수 전분 전부를 대조군의 경우 백미로만 

대체하였고, 저용량군의 경우 홍국쌀과 백미를 1:1의 비율로 섞어 

대체하였으며, 고용량군의 경우 홍국쌀로만 대체하였다. 6주령의 랫드에게 

실험사료를 90일 동안 투여한 결과,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식이효율 감소를 동반한 증체량 감소를 보였다. 

혈액생화학적 검사와 상대장기중량에서는 독성학적 의미가 있는 결과는 

없었으나,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는 고용량군 2례에서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홍국쌀은 낮은 독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 저해 효과가 있음으로 보아 특히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홍국쌀, 90일 혼이투여, SD 랫드, 성장 저해, Monascus pilosus                                                                                                                                                                                                                                                                                                                                                                                                                                                                                                                                                                                                                                                                                                                                                                                                                                                                                                                                                                                                                                                                                                                                                                                                                                                                                                                                                                                                                                                                                                                                                                                                                                                                                                                                                                                                                                                                                                                                                                                                                                                                                                                                                                                                                                                                                                                      

학 번: 2020-2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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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홍국쌀은 쌀에 Monascus 곰팡이(M. ruber, M. purpureus, M. pilosus, 

M.floridanus)를 접종한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600년 넘게 술 등의 발효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Ma et al., 2000; Mohan Kumari et al., 2009). 또한 

중국에서는 1982년 이후로 고기, 생선, 대두 제품의 색소로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어 왔다(Chinese Ministry of Public Health, 1982). 

일본에서는 M. purpureus의 색소가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허가하였다(Blanc et al., 1994). 또한 국내에서는 홍국쌀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능을 인정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승인했고(MFDS, 2021), 홍국쌀분말, 모나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홍국쌀은 9종의 모나콜린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된 성분인 모나콜린 K는 간에서 HMG-

CoA reductase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lovastatin과 구조가 동일한 물질이다(Hong et al., 2008). 

Lovastatin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LDL(Low 

density lipoprotein) 수용체 합성을 유도한다(Chao et al., 1991). 또한 

홍국쌀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TG(Triglyceride)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불포화지방산(oleic, linoleic, linolenic 

acid)을 함유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한다고 알려진 

phytosterols를 함유하고 있다(Moghadasian & Frohlich, 1999; Wang et 

al., 1997). 여러 중재연구에서 홍국쌀이 혈중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TG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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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srud et al., 2010; Heber et al., 1999; Heinz et al., 2016; Lin et al., 

2005). 

하지만 홍국쌀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능에도 불구하고, 홍국쌀은 

HMG-CoA reductase inhibitors인 모나콜린 K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lovastatin과 유사한 부작용을 나타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Bogsrud et 

al., 2010). 실제로 lovastatin 섭취시 발생하는 부작용과 유사한 형태의 

부작용(근육병(myopathy),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간 기능의 

변화, 신경장애, 위장 장애, 피부 질환)이 홍국쌀 섭취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FSA, 2018). 특히, lovastatin을 포함한 statin류들의 

경우, 근육병과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근육 관련 부작용이 주로 나타나는데, 

근육병과 횡문근융해증은 홍국쌀 관련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다(Golomb & Evans, 2008; Younes et al., 2018). 근육 

다음으로는 간 기능의 변화가 두번째로 빈번한 부작용이며, 홍국쌀 관련 

제품을 섭취한 후 급성 간염 또는 간 수치(ALT, AST, GGT)의 증가를 

겪은 사례들이 있다(Grieco et al., 2009; Lapi et al., 2008; Mazzanti et al., 

2017; Younes et al., 2018). Italian Surveillance system에서는 홍국쌀 

관련 위장 장애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인 증상은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복부 통증, 설사 등이다(Mazzanti et al., 2017). 또한 

팔다리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의 피부 질환도 부작용으로 

보고되었다(Mazzanti et al., 2017). 이러한 부작용은 스타틴계 약물(특히 

로바스타틴)과 함께 복용할 경우 성분 중복에 의한 부작용 발현이 

가능하며, 특정 항생제, 또는 곰팡이 감염과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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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arkouh & Baumgärtel, 2019). 또한 Monascus 종은 신장독성을 

가지고 있는 mycotoxin인 시트리닌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홍국쌀 섭취 시 신장 손상의 위험이 있다(Blanc et al., 1995).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는 사람이 홍국쌀에 

포함된 모나콜린을 하루에 10 mg 섭취하는 것이 심각한 안전 

우려수준이며, 하루 3mg까지 낮은 사용 수준에서도 모나콜린 K가 심각한 

이상반응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EFSA, 2018). 홍국쌀 섭취와 관련된 

여러 사례연구들에서도, 홍국쌀의 모나콜린 K를 하루에 3~30mg 

섭취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Grieco et al., 2009; Lapi et al., 

2008; Mazzanti et al., 2017; Venhuis et al., 2016). Mintel GNPD(Mintel 

Global New Products Database)에 따르면,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등과 

같은 나라에서 판매하는 홍국쌀 관련 식이 보충제의 경우, 권장하는 

모나콜린 K 일일섭취량이 하루에 2~48mg이다(EFSA, 2018). 또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는 홍국쌀 건강기능식품 

최종제품의 요건으로 총 모나콜린 K로서 4~8mg의 일일섭취량을 

요구하고 있다(MFDS, 2021).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도 홍국쌀, 홍국 식빵 

등 식품 원료로서 홍국쌀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양의 

모나콜린 K를 섭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홍국쌀 관련 

제품들의 섭취 수준이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용량 범위와 

겹치기 때문에 홍국쌀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홍국쌀의 안전성을 평가한 in vivo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컷 SD 랫드를 이용한 90일 반복 

경구(혼이)투여 시험을 통해 홍국쌀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홍국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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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22mg monacolin K/kg b.w./day)을 26주 동안 암수 랫드에게 

투여한 연구에서, 오직 수컷에서만 간의 절대장기중량과 상대장기중량이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Gao et al., 2020). 또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홍국쌀 관련 부작용의 주요 표적장기들이 성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R 원칙에 따라 수컷 랫드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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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로바스타틴(analytical standard)와 수산화나트륨(1N)은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시트리닌(analytical 

standard)은 Fujifilm Wako Pure Chemical Corporation(Osaka, 

Japan)에서 구입하였다. 메탄올(HPLC Reagent, 99.9%), 에탄올(HPLC 

Reagent, 99.9%), 아세토나이트릴(HPLC Reagent, 99.9%), 

디메틸에테르(Guaranteed Reagent, 99.5%), 황산(95%)는 Samchun 

Pure Chemicals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인산 (Guaranteed 

Reagent, 85.0%)는 Junsei(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포르말린(Neutral Buffered Formalin, 10%)은 MD pos(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증류수는 In house 증류수를 

Water Purification System(Aqua MAX-Ultra System, Younglin 

Instrument, Gyeonggi, Korea)을 이용하여 재정제한 distilled-deionized 

water을 사용하였다. 

표준 원액은 시트리닌 표준 물질을 메탄올에 녹여 10mg/mL이 

되도록 조제한 후,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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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 선정 및 구입 

 

홍국쌀은 엠푸드에서 제조한 홍국쌀 분말 제품을 구매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백미는 홍국쌀 제조시 사용된 백미와 동일한 원산지인 

강화섬쌀을 구매한 후,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백미의 품종은 

혼합, 생산년도는 2020년, 가공자는 망월(신)정미소(Ganghwa-gun, 

Incheon)인 것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는 구입 후 -80℃에서 냉동보관 

하였고, 시료 분석 전 동결건조 후 사용하였다. 

 

 

2.3. 사료 영양소 분석 

 

수분과 회분 함량은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gricultural 

Chemists)에서 정립한 분석방법(AOAC, 2005)에 따라 진행하였다. 

조단백질 정량에는 킬달 방법(auto-kjeldahl method)이 사용되었고, 

조지방은 속슬렛 방법을 이용하여 디메틸에테르로 추출하여 정량하였다. 

조섬유는 AOAC 978.10(AOAC, 2005)에 따라 정량하였으며, 총 

탄수화물 함량(%)은 {100-(수분함량 + 회분함량 + 조단백함량 + 

조지방힘량 + 조섬유함량)}(%)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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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료 시트리닌 분석 

 

동결건조한 시료 2.5g을 50 mL 코니컬 튜브에 넣고 70% 에탄올 

25mL를 가하여 vortex후 rotating shaker (SI-600R, Lab Companion, 

Jeiotech, Seoul, Korea)로 200 rpm, 40℃에서 1시간동안 shaking하였다. 

추출액을 원심분리기로 3000rpm, 25℃에서 5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muti-evaporator(Multivapor P-12, Buchi, Flawil, 

Switzerland)로 50℃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농축된 시료를 메탄올 1mL에 

녹여서 0.2 μm PVDF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시트리닌 분석 

용으로 사용하였다. 

시트리닌 정량분석을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fluorescence detector (HPLC-FLD) 기기를 사용하였다. 

DionexUltimate 3000 (ThermoFisher, MA, USA)에 C18 

칼럼(VDSpher OptiAqua C18, 5 μm, 4.6 × 250 mm, VDS optilab, Berlin, 

Germany)을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A: 인산/물, pH 2.25로 

조정 ; B: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농도 구배 용리하였다(Table 1). 

시험용액 중 20 μL를 주입하였고, 정량은 DionexUltimate 3000 

Fluorescence Detector (ThermoFisher, MA, USA)기기를 사용하였다. 

칼럼 오븐 온도는 20℃로 설정하였고, excitation파장과 emission파장은 

각각 331nm, 500nm로 설정하였다.  

시트리닌 분석 검출한계(LOD)를 구하기 위해, 검출한계 

추정농도(200ng/g)이 되도록 시트리닌 표준용액을 첨가한 바탕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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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를 반복 분석하여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한 표준편차와 검정곡선의 

기울기 비에 각각 3.3배를 곱하여 검출한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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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adient elution with mobile phase A and B for citrinin analysis 

Time (min) Aa(%) Ba(%) Flow rate 

(mL/min) 

0 50 50 1 

9.45 20 80 1 

9.50 0 100 1 

20.00 0 100 1 

20.10 50 50 1 

30.00 50 50 1 

a The elution conditions involved a gradient of binary mobile phases: solvent A 

(phosphoric acid/water, pH was adjusted to 2.25) and B (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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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료 안정성 시험 

 

사료 안정성 시험은 홍국쌀의 지표성분인 모나콜린 K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행하였다. 사료는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90일 간 4℃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동물실험 시작 직후와 종료 직후의 사료를 분말화 한 후 

동결건조하여 -80℃ deep freezer에 냉동보관하여 모나콜린 K 분석 

용으로 사용하였다. 

동결 건조한 시료 0.5g을 50mL 코니컬 튜브에 넣고 75% 에탄올 

10mL를 가하여 vortex후 60℃ ultrasonicator에서 1시간 sonication 

하였다. 추출액을 원심분리기로 3000rpm, 25℃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0.2μm PVDF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모나콜린 K 분석용으로 사용하였다. 

모나콜린 K 정량분석을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uv-vis detector (HPLC-Variable Wavelength 

Detector) 기기를 사용하였다. DionexUltimate 3000 (ThermoFisher, 

MA, USA)에 C18 칼럼(VDSpher OptiAqua C18, 5 μm, 4.6 × 250 mm, 

VDS optilab, Berlin, Germany)을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A: 

인산/물, 2/998, v/v ; B: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농도 구배 용리하였다 

(Table 2). 시험용액 중 20μL를 주입하였고, 정량은 DionexUltimate 

3000 Variable Wavelength Detector (ThermoFisher, MA, USA)기기를 

사용하였다. 칼럼 오븐 온도는 40℃로 설정하였고, 검출기파장은 

237n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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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adient elution with mobile phase A and B for monacolin K analysis 

Time (min) Aa(%) Ba(%) Flow rate 

(mL/min) 

0 65 35 1 

30 35 65 1 

31 0 100 1 

45 0 100 1 

46 65 35 1 

60 65 35 1 

a The elution conditions involved a gradient of binary mobile phases: solvent A 

(phosphoric acid/water, 2/998, v/v) and B (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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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험동물 

 

두열 바이오텍에서 생후 5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랫드 

15마리를 공급 받아, 대조군 1군과 실험군 2군으로 총 3군으로 나누고, 

각 군당 5마리씩 임의 배치하여, polycarbonate cage에 3마리 또는 

2마리씩 나누어 넣었다. 온도, 습도, 조명이 각각 22±2℃, 65±5%, 

12시간(07:00~19:00) 주기로 조절되는 실험실에서 사육하였다. 

일주일간 기본식이와 멸균수로 실험동물을 적응시킨 후, 실험처리 내용에 

따라 90일간 멸균수와 홍국쌀 또는 백미가 함유된 사료를 공급하면서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동물의 체중, 식이 섭취량, 음용수 

섭취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하였다. 일반적 관찰은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90일 째에 하루 밤동안 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이소플루란(isoflurane)으로 호흡 마취 후, 심장채혈 하였다.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실험 사료로, AIN 93G의 옥수수 전분 전부를 백미 또는 홍국쌀로 

대체하였다. 사료에 함유된 홍국쌀의 용량에 따라 대조군(Control; n=5), 

저용량군(20% Monascus pilosus rice; n=5), 고용량군(40% Monascus 

pilosus rice; n=5)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의 사료는 AIN 93G의 옥수수 

전분 전부를 백미로 대체하였고, 저용량군의 사료는 홍국쌀과 백미를 

1: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대체하여 사료의 약 20%가 홍국쌀이 되도록 

제조하였고, 고용량군의 사료는 홍국쌀로 대체하여 사료의 약 40%가 

홍국쌀이 되도록 제조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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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mposition of test feed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Ingredient (g/kg)    

Casein 200.0 200.0 200.0 

L-Cystine 3.0 3.0 3.0 

White rice 397.5 198.7 0.0 

Monascus pilosus rice 0.0 198.7 397.5 

Maltodextrin 132.0 132.0 132.0 

Sucrose 100.0 100.0 100.0 

Soybean oil 70.0 70.0 70.0 

Cellulose 50.0 50.0 50.0 

Mineral Mix, AIN-93G

-MX(94046) 

35.0 35.0 35.0 

Vitamin Mix, AIN-93-

VX(94047) 

10.0 10.0 10.0 

Choline Bitartrate 2.5 2.5 2.5 

TBHQ, antioxidant 0.014 0.0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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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혈액생화학적 검사 

 

실험동물의 혈액은 상온에서 30분간 정치시킨 후 원심분리기로 

3000rpm, 4℃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의 혈청을 분리하였다. 혈

청은 분석 전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의 혈청에 대해

서 chemistry analyzer(DRI-CHEM 3500s, FUJI Photo Film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gamma-glutamyltransferase(GG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kaline 

phosphatase(ALP), glucose(GLU),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 total protein(TP), albumin(ALB), total bilirubin(T-BIL), 

calcium(Ca), inorganic phosphorus(IP), creatinine 

phosphokinase(CPK), triglyceride(TG), total cholesterol(T-CH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lactate 

dehydrogenase(LDH)을 분석하였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 sodium(Na), potassium(K), chloride(Cl), 

thyroid stimulating hormone(TSH), thyroxine(T4), 

triiodothyronine(T3)는 두열바이오텍(Seoul, Korea)에 의뢰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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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기중량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  

 

모든 실험동물에 대해 안락사 후 뇌, 심장, 전립선, 

근육(gastrocnemius), 부신, 흉선, 비장, 췌장, 고환, 부고환, 방광, 정낭, 

간, 폐, 신장, 위, 갑상선을 적출한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거즈로 닦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대해 뇌, 근육, 방광, 간, 폐, 

신장, 위, 갑상선의 일부를 10%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고정시킨 조직을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에 의뢰하여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진행하였다. 

파라핀 포매기로 포매하여 마이크로톰으로 3~5μm 두께의 조직 절편을 

만들어 헤마토실린 에오신 염색(hematoxylin&eosin stain)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병리학적 증상을 관찰하였다. 저용량군 중 육안적 

이상소견이 발견된 부고환 1례에 대해서도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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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계 분석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SPSS 

Inc., Chicago, IL)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성이 있는 

경우 사후 검정으로 Dunnett's t-test방법을 사용하여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사료의 홍국쌀 함량과 식이효율 

또는 에너지효율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r)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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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과 

 

3.1. 사료 영양소 구성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의 사료는 수분, 회분, 총 탄수화물, 조단백 

함량에 있어서 대조군의 사료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4). 

하지만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의 사료 모두 대조군의 사료에 비해 조지방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각각 대조군 사료 대비 20.9%, 29.8%만큼 

높았다. 이에 따라,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의 사료의 계산된 100g 당 

칼로리도 대조군 사료 대비 유의적으로 높았고 각각 대조군 사료 대비 

3.05%, 3.33%만큼 높았다(Table 4).  

 

 



  18 

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feed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g/100g 

feeds 

Moisture 11.45±0.37 10.12±0.94 10.27±0.62 

Carbohydrates 56.83±0.49 57.80±2.63 56.37±0.64 

Protein 21.13±0.12 20.40±1.85 21.03±0.99 

Fat 5.37±0.45 6.49±0.20* 6.97±0.22* 

Ash 3.97±0.03 3.91±0.07 4.01±0.09 

Fiber 1.25±0.65 1.26±0.21 1.34±0.50 

kcal/100g 

feeds 

Energy 360.3±3.5 371.3±4.7* 372.3±0.6** 

Values are mean±SD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by Dunnett’s t-test: *p<0.05, **p<0.01 

 



  19 

3.2. 시트리닌 분석 결과 

 

시트리닌의 검출한계는 116.18 ng/g으로 확인되었다. 대조군, 

저용량군, 고용량군의 사료의 시트리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한계보다 낮게 나타나서 N.D(Not detected) 처리하였다.  

 

 

 

3.3. 사료 안정성 시험 결과  

 

모나콜린 K를 지표성분으로 한 사료 안정성 시험 결과를 Table 

5에서 나타냈다. 모든 분석 결과는 3반복 실험을 수행하여 도출한 값이다. 

저용량군, 고용량군의 사료에 대해서 모나콜린 K 함량을 분석한 결과, 

실험시작일(0일째)과 실험종료일(90일째)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사료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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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bility of monacolin K in the experimental feeds  

Group μgMonacolin K/g feeds 

Day 0 Day 90 

20% Monascus pilosus ricea,b 
23.9±1.2 24.3±2.1 

40% Monascus pilosus ricea,b 
47.0±3.6 49.3±2.9 

Values are mean±SD (n=3). 
a Determined by the comparison between day0 and day 90. 
b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nacolin K content between day0 and day90 for 

both the low-dose and high-dose feed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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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반 증상 

 

관찰기간 동안, 대조군, 저용량군, 고용량군에서 사망 및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3.5. 체중 및 사료 섭취량 

 

실험동물의 체중과 사료 섭취량, 식이효율, 홍국쌀 섭취량, 모나콜린 

K 섭취량을 Table 6와 Table 7에 나타냈다.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성 있는 증체량 감소가 관찰되었고(p<0.01), 각각 

대조군 대비 25.7%, 20.9%만큼 감소되었다(Table 6). 사료섭취량은 

케이지 당 평균 사료섭취량을 사용하였다. 식이효율은 케이지 당 평균 

증체량을 사료섭취량으로 나눈 것으로, 에너지효율은 케이지 당 평균 

증체량을 에너지섭취량으로 나눈 것으로 나타내었다(Table 7).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식이효율의 감소(-14.95%, -

15.49%)와 에너지효율의 감소(-17.32%, -18.18%)가 관찰되었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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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body weight of male SD rats f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for 90day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Initial Weight (g) 256.2±5.4 254.2±9.9 257.6±9.4 

Final Weight (g) 626.8±44.6 529.6±37.9** 550.6±23.7* 

Total weight gain (g) 370.6±40.1 275.4±30.9** 293.0±15.9** 

Average weight gain (g/day) 4.12±0.45 3.06±0.34** 3.26±0.18** 

Values are mean±SD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by Dunnett’s t-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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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anges in body weight of male SD rats f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for 9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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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food efficiency and intake of food, energy, RYR, and monacolin K of male SD rats f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for 90 day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Average food intake (g/day) 24.97±0.49 21.20±1.29 23.40±2.52 

FEa 0.1666±0.0096 0.1417±0.0080 0.1408±0.0064 

Average energy intake (kcal/day) 89.98±1.76 78.73±4.80 87.11±9.37 

EEb 0.0462±0.0027 0.0382±0.0022 0.0378±0.0017 

Monascus pilosus rice intake (g/kg b.w./day) 0 10.82±0.16 22.84±1.49 

Monacolin K intake (mg/kg b.w./day) 0 1.310±0.020 2.767±0.180 

Values are mean±SD (n=2). 
a FE (food efficiency) = average weight gain (g/day)/ average food intake (g/day) 
b EE (energy efficiency) = average weight gain (g/day)/ average energy intake (kcal/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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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혈액생화학적 검사   

 

실험동물의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Table 8에 나타냈다.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ALT를 제외한 모든 혈액생화학적 지표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ALT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p<0.05). T4를 제외한 모든 혈액생화학적 지표들은 문헌 대조군 

범위에 든다(Giknis & Clifford, 2006; Han et al., 2010; Ihedioha et al., 

2013; Lee et al., 2012; Lee et al., 2012; Matsuzawa et al., 1993; 

Petterino & Argentino-Storino, 2006). T4 수치는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상승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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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linical chemistry of male SD rats f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for 90day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GGT (U/l) <1 <1 <1 

ALT (U/l) 23.4±4.3 16.6±2.1* 18.2±2.8* 

AST (U/l) 92.2±29.2 66.2±16.3 60.0±5.0 

ALP (U/l) 360.4±73.7 317.4±73.3 305.4±64.7 

GLU (mg/dl) 120±22.6 132.4±34.8 103.0±19.3 

BUN (mg/dl) 12.7±1.9 15.5±2.8 14.2±1.2 

CREATININE (mg/dl) 0.272±0.037 0.322±0.053 0.284±0.035 

TP (g/dl) 6.56±0.21 6.06±0.38 6.00±0.47 

ALB (g/dl) 3.90±0.24 3.62±0.40 3.64±0.34 

T-BIL (mg/dl) 0.66±0.45 0.36±0.05 0.54±0.43 

Ca (mg/dl) 10.46±0.43 10.30±0.93 10.14±0.40 

IP (mg/dl) 8.20±0.95 8.16±1.01 7.84±0.59 

CPK (U/l) 443.0±221.8 284.4±108.3 231.6±61.6 

Na (mmol/L) 145.8±3.7 150.2±8.9 150.4±3.8 

K (mmol/L) 6.66±0.71 6.28±1.21 7.54±0.82 

Cl (mmol/L) 103.0±0.7 105.4±3.4 106.4±0.9 

TG (mg/dl) 81.4±40.0 76.4±20.6 91.2±30.6 

T-CHOL (mg/dl) 83.0±15.7 80.2±10.5 72.8±7.1 

LDL-C (mg/dl) 7.54±0.84 6.90±1.41 6.8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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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HDL-C (mg/dl) 52.6±10.5 49.0±4.5 46.2±5.2 

LDH (U/l) 810.6±484.9 551.2±324.0 547.0±229.4 

TSH (ng/mL) 2.68±2.10 1.58±0.92 1.80±1.03 

T4 (ng/mL) 50.49±14.61 76.17±12.55 75.73±51.64 

T3 (ng/mL) 1.54±0.27 1.61±0.05 1.57±0.02 

Values are mean±SD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by Dunnett’s t-test: *p<0.05



  28 

3.7. 절대장기중량 및 상대장기중량   

 

실험동물의 장기의 절대중량과 뇌 대비 장기의 상대중량을 Table 9와 

Table 10에 나타냈다. 저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간, 폐, 신장, 위, 

갑상선의 절대장기중량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p<0.01, p<0.05, 

p<0.01, p<0.01, p<0.05), 간, 신장, 위의 상대장기중량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1, p<0.05, p<0.05). 고용량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시 

절대장기중량과 상대장기중량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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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absolute organ weights (g) of male SD rats f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for 90day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Brain 2.25±0.19 2.06±0.05 2.16±0.10 

Heart 1.65±0.15 1.56±0.11 1.54±0.06 

Prostate 1.50±0.40 1.75±0.10 1.58±0.20 

Gastrocnemius 4.35±0.36 4.11±0.24 4.27±0.22 

Adrenal 0.0698±0.0090 0.0734±0.0060 0.0750±0.0080 

Thymus 0.55±0.13 0.42±0.08 0.44±0.07 

Spleen 1.04±0.21 0.97±0.20 0.88±0.10 

Pancreas 1.65±0.44 1.95±0.48 1.68±0.32 

Testis 3.95±0.37 4.09±0.24 3.67±0.72 

Epididymis 1.58±0.24 1.68±0.34 1.31±0.35 

Urinary bladder 0.13±0.02 0.12±0.02 0.15±0.02 

Seminal vesicle 1.95±0.22 1.92±0.35 1.65±0.22 

Liver 16.47±1.70 12.56±1.18** 14.64±0.73 

Lungs 2.07±0.26 1.74±0.13* 1.88±0.14 

Kidney 4.02±0.34 3.15±0.28** 3.61±0.22 

Stomach 2.21±0.14 1.78±0.13** 2.11±0.06 

Thyroid 0.0550±0.0087 0.0410±0.0098* 0.0504±0.0033 

Values are mean±SD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by Dunnett’s t-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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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relative organ weights (g/g brain weight) of male SD rats f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for 90days 

Group Control 

20% Monascus 

pilosus rice 

40% Monascus 

pilosus rice 

Brain 1.00±0.00 1.00±0.00 1.00±0.00 

Heart 0.73±0.06 0.76±0.06 0.72±0.05 

Prostate 0.67±0.16 0.85±0.07 0.73±0.08 

Gastrocnemius 1.93±0.03 2.00±0.12 1.98±0.14 

Adrenal 0.0319±0.0043 0.0356±0.0029 0.0349±0.0044 

Thymus 0.2501±0.0802 0.2062±0.0381 0.2038±0.0251 

Spleen 0.46±0.10 0.47±0.10 0.41±0.03 

Pancreas 0.73±0.16 0.95±0.24 0.78±0.15 

Testis 1.76±0.24 1.99±0.15 1.70±0.30 

Epididymis 0.71±0.11 0.82±0.16 0.60±0.15 

Urinary bladder 0.0591±0.0122 0.0559±0.0075 0.0689±0.0111 

Seminal vesicle 0.87±0.07 0.94±0.18 0.76±0.08 

Liver 7.32±0.49 6.10±0.54** 6.80±0.45 

Lungs 0.93±0.15 0.85±0.08 0.87±0.04 

Kidney 1.79±0.07 1.53±0.13* 1.67±0.07 

Stomach 0.98±0.06 0.87±0.07* 0.98±0.07 

Thyroid 0.0247±0.0051 0.0199±0.0049 0.0234±0.0022 

Values are mean±SD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by Dunnett’s t-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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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직병리학적 검사 

 

실험동물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Table 11에 나타냈다. 

대조군과 고용량군에서 뇌, 방광, 근육에서는 조직병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고용량군 1례의 폐에서 발견된 거품성 대식세포 

침윤(focal foamy macrophages infiltrate)은 정상 폐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며(National Toxicology Program, 2015), 고용량군 1례의 신장에서 

발견된 호염기성 세뇨관(basophilic cortical tubules)은 성장기 랫드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특징으로 연령 의존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Frazier et 

al., 2012). 고용량군 2례의 갑상선에서 발견된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follicular cell hyperplasia & hypertrophy)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National 

Toxicology Program, 2014b).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검사 결과, TSH 

수치는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상승을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저용량군 1례의 부고환에서 

발견된 정자육아종(sperm granuloma)은 우발적 또는 연령 의존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National Toxicology Program, 2014a), 이는 

저용량군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용량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홍국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홍국쌀 처리 그룹에서 볼 수 

있는,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을 제외한 조직병리학적 관찰들은 

용량 의존성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정상 랫드에서도 종종 

보고된 소견이기 때문에 독성학적 중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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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summary of histopathological findings 

Organ 
Group Control 

40% 

Monascus 

pilosus 

rice 

No. of Animals   

Brain No.of Examined 5 5 

 No finding Noted 5 5 

Urinary bladder No.of Examined 5 5 

 No finding Noted 5 5 

Gastrocnemius No.of Examined 5 5 

 No finding Noted 5 5 

Liver No.of Examined 5 5 

- focal steatosis Number of affected 4 0 

Stomach No.of Examined 5 5 

- focal glandular 

dilatation 
Number of affected 1 0 

Lung No.of Examined 5 5 

- Alveolar wall 

thickening 
Number of affected 5 5 

- alveolar congestion 

& edema 
Number of affected 5 5 

- focal peribronchial 

inflammatory cell 

infiltrates 

Number of affected 1 0 

- focal  foamy 

macrophages 

infiltrates 

Number of affected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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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 
Group Control 

40% 

Monascus 

pilosus 

rice 

No. of Animals   

Kidney No.of Examined 5 5 

- a few atrophy 

glomeruli 
Number of affected 5 5 

- protein casts Number of affected 5 4 

- focal interstitial 

inflammatory cell  

infiltrates 

Number of affected 2 2 

- cystic dilatation of 

tubules 
Number of affected 2 2 

- focal tubular 

degeneration 
Number of affected 1 0 

- focal areas of tubule 

basophilia 
Number of affected 0 1 

Thyroid No.of Examined 5 5 

- Follicular cell 

hypertrophy & 

hyperplasia 

Number of affected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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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찰 

 

Monascus 종은 mycotoxin인 시트리닌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lanc et al., 1995). 시트리닌은 신장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랫드를 이용한 90일 반복투여독성 시험을 통해 최대무독성량(NOAEL) 

값이 20 μg/kg b.w./day로 나타났다(EFSA, 2012). 대조군, 저용량군, 

고용량군 사료 추출물의 시트리닌 농도가 LOD 값인 116.18ppb보다 

낮았기 때문에 랫드의 시트리닌 섭취량은 2.79μg/kg b.w/day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트리닌 섭취량이 시트리닌의 

최대무독성량(NOAEL)의 1/10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된다. 또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에서 신장과 관련된 

독성학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트리닌 오염으로 인한 

홍국쌀의 독성 발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성 있는 증체량 

감소가 관찰되었고(p<0.01), 각각 대조군 대비 25.7%, 20.9%만큼 

감소되었다. 대조군 대비 10% 이상의 증체량 감소는 중요한 독성 

지표이다(FAO/WHO, 2009). 또한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식이효율과 에너지효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섭취량 데이터의 표본수가 군당 2개여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하였으나, 군 내 케이지 간 사료섭취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CV(%)((표준편차/ 평균)*100) 값 중 최댓값이 10.75%로, 케이지 간 

사료섭취량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케이지 내 동물 간 사료섭취량의 

차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케이지 당 평균 사료섭취량을 

케이지 내 동물 개체 각각에 적용하면,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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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유의적인 식이효율(p<0.05)과 에너지효율의 감소(p<0.01)가 

나타났다. 또한 사료의 홍국쌀 함량과 식이효율간 피어슨 상관계수(r)가 

-0.628(p<0.05)으로, 사료의 홍국쌀 함량과 에너지효율간 피어슨 

상관계수(r)가 -0.706(p<0.01)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홍국쌀이 랫드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홍국쌀의 성장 저해 부작용에 

대해 홍국쌀이 장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Methanobrevibacter smithii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한 in vitro 실험에서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로바스타틴)가 M.smithii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seleh Jahromi et al., 2013). 또한, 4.3mg/kg b.w/day 

수준의 모나콜린 K가 함유된 홍국쌀을 섭취한 염소의 반추에서 

Methanobrevibacter의 성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Wang et al., 

2016). M.smithii 의 기능 중 하나는 다당류를 소화하는 장내 미생물을 

증가시켜 숙주의 에너지 흡수를 돕는것이다(Samuel & Gordon, 2006). 

메탄 생성균은 수소를 이용하여 메테인을 생성하는데, 수소를 

제거함으로써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로 SCFAs(short-chain 

fatty acids)를 생성하는 미생물 발효를 증가시킨다(Ríos-Covián et al., 

2016; Samuel & Gordon, 2006). SCFAs의 대부분은 장내에서 흡수되어 

다양한 체내 조직에서 대사됨으로써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Macfarlane & 

Macfarlane, 2012). 서양 기준으로 SCFAs의 대장 내 흡수는 하루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를 차지한다(McNeil, 1984). 이러한 효율적인 

에너지 흡수는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Chen & Wolin, 1979). Germ-

free모델을 사용한 한 연구에서, 쥐들에게 M. smithii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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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iotaomicron을 함께 주입한 것이 B. thetaiotaomicron만 주입한 

것보다 더 큰 체중 증가를 보였다(Samuel & Gordon, 2006). M.smithii 

는 사람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메탄 생성균의 94%를 차지하는 우점종 

메타노젠(methanogen)이다(Scanlan et al., 2008). 따라서 홍국쌀이 성장 

저해든, 유익한 체중감소든 사람의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SCFAs(short-chain fatty acids)는 장 내 pH를 감소시켜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일부 영양소들의 흡수를 증가시킨다(Gropper 

SS, 2018; Macfarlane & Macfarlane, 2012). 따라서 홍국쌀에 함유된 

모나콜린 K는 증체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홍국쌀은 β-sitosterol, campesterol, 

stigmasterol, sapogenin과 같은 다양한 스테롤들을 함유하고 

있다(Heber et al., 1999; Lin et al., 2005; Ma et al., 2000). 

식물성스테롤들도 증체의 감소를 일으키고 소장의 에너지 흡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bine et al., 2006; Furlan 

et al., 2013). 

고용량군의 모나콜린 K 섭취량은 2.767mg/kg b.w/day로 나타났다. 

홍국쌀이 일반 식품으로써 섭취되는 것을 고려하고자 홍국쌀 추출물이 

아닌 홍국쌀 자체를 사료에 섞어 섭취시켰으며, AIN 93G 사료에서 

홍국쌀과 영양학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옥수수 전분을 모두 뺀 후, 

홍국쌀로 전부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영양불균형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량의 모나콜린 K를 섭취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도 

실험동물의 식이효율 감소를 동반한 증체량의 감소가 관찰됐다. 

저용량군(10.82g Monascus pilosus rice/kg b.w./day)에서도 대조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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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 유의적인 증체량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므로 홍국쌀의 

최소유해용량(LOAEL) 값은 10.82g/kg b.w./day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최소유해용량(LOAEL)을 안전계수 500으로 

나누어 21.64mg/kg b.w/day로 잠정적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만 

6세~18세 한국 소아청소년의 평균 체중인 45.44kg을 적용하면(KCDC, 

2015-2019), 하루에 983.3mg의 홍국쌀을 먹는 것이 안전한 수준이다. 

보통 홍국쌀과 백미를 1:10의 비율로 섞어 홍국쌀밥으로 먹기 때문에, 

983.3mg의 홍국쌀은 홍국쌀밥 기준 10.8g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쌀의 

1회 제공량(100g)의 약 1/10에 해당한다. 또한 홍국 식빵 1개(400g)를 

홍국쌀 7g을 넣어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983.3mg의 홍국쌀은 홍국 식빵 

기준 56.2g와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대략 식빵 2조각에 해당하는 양이다.  

뇌 대비 장기의 상대중량은 체중 대비 장기의 상대중량보다 더 

신뢰성 있는 독성 지표이다. 이는 뇌 무게는 독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체중은 변동이 크고 독성의 영향으로 인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FAO/WHO, 2009). 저용량군에서 간, 신장, 위의 

상대장기중량이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고용량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시 상대장기중량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용량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해당 장기와 관련된 혈액생화학적, 

조직병리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독성을 결론짓기는 

어렵다. 

홍국쌀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TG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군과 

저용량군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대조군 대비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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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TG 수치는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능성 발견 연구들과 달리 

고지혈증(hyperlipidemia)이 없는 정상 쥐를 연구에 사용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TG 수치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홍국쌀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인 중재연구들은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Becker et al., 2009; Bogsrud 

et al., 2010; Heber et al., 1999; Heinz et al., 2016; Lin et al., 2005). 한 

연구에서는 정상 TG 수치를 가진 실험 대상이 홍국쌀을 하루에 

1.2g(모나콜린 K 7.2mg/day)를 16주 동안 섭취하였으나, TG 수치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Bogsrud et al., 2010). 또한, 홍국쌀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인 in vivo 연구들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하여 고지혈증을 유도한 실험동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Wei et al., 

2003; Yeap et al., 2014). 일반 식이를 섭취한 랫드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홍국쌀추출물(모나콜린 K 22mg/kg b.w./day)을 26주 동안 섭취하였으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Gao et al., 

2020).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ALT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p<0.05). 하지만 ALT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우려할만한 특징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고(Senior, 2012), T4를 제외한 모든 혈액생화학적 

지표들은 문헌 대조군 범위에 든다(Giknis & Clifford, 2006; Han et al., 

2010; Ihedioha et al., 2013; Lee et al., 2012; Lee et al., 2012; 

Matsuzawa et al., 1993; Petterino & Argentino-Storino, 2006).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식이효율 감소를 동반한 증체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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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나타났고,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에서 고용량군 2례에서 갑상선 

조직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T4 수치가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상승(50.89%, 49.99%)을 보였고, 따라서 

홍국쌀 처리군에서 나타난 증체량의 감소는 T4 분비의 증가와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고용량군에서 나타난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follicular cell hypertrophy & hyperplasia)은 다른 HMG-CoA 

reductase inhibitor 종류 중 하나인 Simvastatin 처리 랫드에서도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Smith et al., 1991), 모나콜린 K로 인한 영향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그레이브스 병(Graves' disease)에서도, T4분비 증가와 

갑상선 여포세포의 과형성 및 비대증(follicular cell hyperplasia & 

hypertrophy)이 동시에 관찰된 바 있다(Thompson,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TSH, T3, T4)이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follicular cell hypertrophy & hyperplasia)의 원인을 

명확히 결론지을 수 없으며, 홍국쌀이 랫드의 갑상선 여포세포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홍국쌀이 증체량과 식이효율의 감소를 일으킴을 

시사한다. 증체량의 감소는 민감한 독성지표로써, 식품 원료로서 홍국쌀이 

성장 저해를 일으키는 것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SD 랫드가 6주~19주령 동안 홍국쌀 

섭취시 나타나는 성장저해 부작용을 관찰하였으며, 랫드와 사람의 

이유기(weaning)와 성 성숙기(sexually mature)의 비교를 통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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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하였을 때, 6주~19주령의 SD 랫드는 만 6살~14살의 사람과 

같다(Sengupta,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아청소년기의 경우, 

홍국쌀 섭취를 주의해야 함을 더욱 지지한다.  

홍국쌀이 최소한 고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lovastatin 부작용과 유사한 

형태의 근육, 간, 위장관, 피부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스타틴계 약물, 특정 항생제, 또는 곰팡이 감염과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겪고 있지 않는 일반 사람들 

혹은 다른 약물 복용자가 어떠한 규제도 없이 자율적으로 홍국쌀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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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6주령의 수컷 SD 랫드를 이용한 90일 반복 

경구(혼이)투여 시험을 통해 홍국쌀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저용량군의 

홍국쌀 및 모나콜린 K 섭취량은 각각 10.82g/kg b.w./day와 1.310mg/kg 

b.w./day이며, 고용량군의 홍국쌀 및 모나콜린 K 섭취량은 각각 

22.84g/kg b.w./day와 2.767mg/kg b.w./day이었다. 홍국쌀 섭취는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식이효율의 감소를 동반한 증체량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생화학적 검사와 상대장기중량에서는 

독성학적 의미가 있는 결과는 없었으나, 고용량군 2례에서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follicular cell hypertrophy & hyperplasia)이 

관찰되었고, T4 수치가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홍국쌀 처리군에서 나타난 

증체량의 감소는 갑상선 독성의 영향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TSH, T4, T3) 검사 결과 홍국쌀 처리군에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갑상선 여포 

과형성 및 비대증의 원인을 명확히 결론지을 수 없으며, 홍국쌀이 랫드의 

갑상선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홍국쌀은 낮은 독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 저해 

효과가 있음으로 보아 특히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이 식품원료로써 

홍국쌀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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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xicity Test of Monascus pilosus 

Rice on Male SD Rats  

: A 90-day Feeding Study 

 

Hayoung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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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scus pilosus rice is commonly used as colouring and 

flavouring for foods in East Asia. The Monascus pilosus rice has 

monacolin K known to lower blood lipids, and it is therefore used as a 

Health Functional Food in Korea. Though it is also used as a general 

food ingredient and in processed food such as bread and makgeolli 

(Korean traditional liquor), adverse events of Monascus pilosus rice 

have been reported by various regulatory agencies, which prompted us 

to conduct a 90-day feeding study to check the safety of Monascus 

pilosus rice as a general food ingredient. Six-week-old male SD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feeding 

treatments. Experimental feeds were prepared by replacing the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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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ch of the AIN 93G with Monascus pilosus rice and/or white rice. 

Rats treated with Monascus pilosus rice showed lower body weight 

gain as accompanied by low food efficiency. There were no signs of 

toxicity in serum clinical chemistry, relative organ weights, or 

histopathology, while the cause of the hyperplasia and hypertrophy in 

the thyroid was inconclus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nascus 

pilosus rice shows very low toxic potential, if any, but prudent 

approaches are warranted for its expanded general use, especially in 

the younger population due to its growing inhibition. 

 

Keywords: Monascus pilosus rice, 90-day feeding study, SD rats, 

Growth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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