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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기술은 칠면초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
에 관한 것임

• 상기 칠면초(Suaeda japonica)는 명아주과의 일년생 식물로,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 조간대에 자생 하는 염색식물임

• 본 기술은 칠면초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
에 관한 것임

• 상기 칠면초(Suaeda japonica)는 명아주과의 일년생 식물로,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 조간대에 자생 하는 염색식물임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본 기술의 칠면초는 부작용이나 내성 등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천연물질임

• 칠면초는 우수한 혈중 인슐린 함량 증가효과 및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를 가짐

Key Technology Highlights

마우스모델에서혈당상승억제 효과확인

• 칠면초를 착즙기로 착즙하고 덱스트란을 첨가한 후 분무건조기를 통해 칠면초 착즙
분말을 제조하고, 2형 당뇨병인 OLETF 쥐에서 칠면초 착즙 분말이 첨가된 사료를
12주간 투여하여 당뇨 예방을 확인함

• 대조군은 28주령째에 혈당이 118.6 mg/dL로 상승하고, 이후 식이기간 동안 점진적
으로 상승하였으며 38주령째에는 혈당이 163.6mg/dL으로 측정됨

• 칠면초식이군은 34주령째까지 110.1 mg/dL이하로 혈당을 유지하다가 36주령째부
터 혈당이 상승하였으며 최종 38주령째에는 143.6 mg/dL의 혈당을 나타냄. 칠면초
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혈당 상승을 나타내 혈당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함

• 칠면초를 착즙기로 착즙하고 덱스트란을 첨가한 후 분무건조기를 통해 칠면초 착즙
분말을 제조하고, 2형 당뇨병인 OLETF 쥐에서 칠면초 착즙 분말이 첨가된 사료를
12주간 투여하여 당뇨 예방을 확인함

• 대조군은 28주령째에 혈당이 118.6 mg/dL로 상승하고, 이후 식이기간 동안 점진적
으로 상승하였으며 38주령째에는 혈당이 163.6mg/dL으로 측정됨

• 칠면초식이군은 34주령째까지 110.1 mg/dL이하로 혈당을 유지하다가 36주령째부
터 혈당이 상승하였으며 최종 38주령째에는 143.6 mg/dL의 혈당을 나타냄. 칠면초
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혈당 상승을 나타내 혈당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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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면초의인슐린함량및 당화색소생성 억제

• 26주령째 OLEFT쥐의 인슐린 함량은 3.54mg/mL이었으나 38주령째 대조군과 칠면
초착즙 분말식이군의 인슐린 함량은 각각 1.98mg/mL와2.98mg/mL로낮아짐

• 칠면초착즙분말을 섭취시키기 전인 26주령의 OLEFT쥐의 당화혈색소 함량은 정상
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5.1%로 정상이었음. 38주령째인 대조군의 당화혈색소
함량은 8.7%로 26주령 보다 높아져 혈액 내 높은 포도당 농도로 인해 헤모글로빈과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당화혈색소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칠면초착즙분말을 12주 동안 섭취한 식이군의 당화혈색소 함량은 38주령인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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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Information

TRL

• 당뇨병 개선 또는 예방용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용 가능함

성명 함 경 식

소속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Contact Point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번호 주발명자 출원인

칠면초를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개
선용 조성물

2011.11.11 10-1261029 함경식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Pat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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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실험 개념정립
기본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시제품인증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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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박영선 061-450-6114 tlo_mnu@mokpo.ac.kr

팀원 이태경 061-450-6115 ltk80@mokpo.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