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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a new breed, Suweon-511, antioxidant compon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70% ethanol extracts of Suweon-511 (SWE) and Ilpum (IPE) were measured.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318.17 and 167.21 μg/g for SWE, which were higher than that of IPE (222.16 and 
100.89 μg/g). Both α- and γ-tocopherol contents were higher in SWE as well. The total tocopherol contents 
of SWE (1.31 mg/100 g) was higher than that of IPE (0.86 mg/100 g).  The α-, γ- and δ-tocotrienol contents 
of SWE (0.10, 0.43, and 0.02 mg/100 g) that of IPE (0.09, 0.43, and 0.03 mg/100 g) showed little difference. 
For γ-oryzanol, Suweon-511, which contained 76.58 μg/g, contained ten times as much as Ilpum (7.77 μg/g). 
The total antioxidant activity of SWE and IPE were 16.00 and 9.73 mg AA eq/g, respectively. For reducing 
power, at 5 mg/mL, both extracts were 0.18, but at 20 mg/mL, SWE showed 0.61 and that of IPE was 0.58. 
The DPPH radical,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of SWE 
were 42.00, 21.59, 23.27, and 17.13% at 5 mg/mL, and for IPE, they were 30.10, 22.37, 25.18, and 18.08%, 
respectively. These data, as well, did not show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breeds. As indicated in the 
data above, the newly-bred Suweon-511 had higher content of antioxidant components compared to Ilpum, 
but similar or a little higher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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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작물 에 

하나로 부분은 밥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최근 식생활

의 서구화로 인하여 1979년 1인당 연간 135.6 kg을 최고로 

2002년 87.0 kg, 2003년 83.2 kg, 2004년 82.0 kg, 2005년 80.7 

kg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1), 2007년 우리 국

민 한 사람당  소비량은 76.9 kg으로 2006년의 78.8 kg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우리의 식생활이 서

구화 되어감에 따라 주식이 밥에서 수입 가루 제품인 패스

트푸드나 육류 등의 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가 어든 것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

해 채소, 육류, 어류, 식빵, 떡, 국수, 라면 등  체 식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6년 기  

육류 소비량은 10년 과 비교해 14.7% 증가한 33.6 kg이었

으며 과일류는 7.2% 증가한 62.2 kg, 채소류는 3.7% 증가한 

154.0 kg으로 집계 다(3). 사회 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well-being 붐을 타고 천연 유래의 건강 기능성식품에 한 

소비자의 기호성의 증 로 보다 양성과 기능성이 강화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4). 

의 지방은 부분 산화되기 쉬운 불포화지방산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미 에 포함된 ferulic acid 같은 강한 항산

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쉽게 산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최근 들어 의 기능  우수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 항산화활성에 한 연구로는 

시  의 메탄올 추출물에 해 항 과 항산화활성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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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우수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5), 

거 배아미의 에탄올 추출물에 한 항산화활성과 항변이

원성을 측정한 결과 일반미에 비해 거 배아미의 항산화활

성과 항변이원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6). 한 도정분

획별 의 항돌연변이  항산화활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미

강부분이 백미보다 항산화활성이 강하고 도정도가 낮을수

록 항산화활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 다(7). 한 국내에서 

소비되는 몇몇 작물에 한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미에 비해 유색미의 항산화활성이 강한 것으

로 보고하 다(8). 

2006년 새롭게 육성된 계통명 수원 511호는 진미벼와 계

화벼의 교잡으로 함황 아미노산 양미로 육성된 것으로 메

티오닌  시스테인의 함량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육성된 계통명 수원 511호에 한 이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tocopherol, tocotrienol, γ- 
oryzanol 등의 항산화성분의 함량과 시료를 에탄올로 추출

하여 추출물에 한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여 새롭게 육성된 

벼의 이용 증진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추출수율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2007년에 농 진흥청 국립식량

과학원에서 재배, 수확된 수원 511호  일품을 동일조건으

로 도정하여  상태로 사용하 다. 시료를 분쇄기(Micro 

hammer-cutter mill, Type-3, MHK Trading Co., Bucheon, 

Korea)로 분쇄하여 50 mesh의 체에 통과시키고 걸리는 것

은 다시 분쇄하여 체에 완 히 통과시킨 후 시료로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Folin-Ciocalteu reagent, garlic acid, 

(+)-catechin hydrate, PG(propyl gallate), BHT(butylated 

hydroxytoluene), ABTS(2,2'-azino-bis-3-ethylbenzo-

thiazoline-6-sulfonic acid), potassium persulfate, L-as-

corbic acid,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2-deoxyribose, xan-

thine oxidase, hydrogen peroxide, potassium ferricyanide, 

TCA(trichloracetic acid) 등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 제품을, HPLC 분석을 한 methanol, acetoni-

trile, DW, n-hexane, isopropanol, MTBE(methyl-tert- 

butyl ether), triethylamine 등은 J. T. Baker(Phillipsburg, 

NJ, USA) 제품을 사용하 으며, 모든 시약은 특 시약을 

사용하 다. 시료의 추출은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환류추

출방법으로 70
oC에서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3회 추출한 

추출물을 모아 회 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로 40
oC에서 농축한 후 감압건조(Townson Mercer 

Ltd., Manchester, UK)  냉동건조(Modulyod-115, Thermo 

Electron Co., Waltham, MA, USA)하여 추출수율을 측정하

으며, -20
oC 냉동고에 보 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9)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 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 다.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 다. Na2CO3 용액을 가한 30분 후 75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rlic acid를 사용하 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 g 의 μg garl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Jia 등(10)의 방

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시료 250 μL에 증류수 1 mL를 

넣어 희석한 다음 5% NaNO₂75 μL를 넣고 5분간 방치하고 

10% AlCl3․6H2O를 150 μL를 넣고 6분간 다시 방치한 다음 

1 M NaOH 500 μL를 가하 다. 11분 후 51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표 물질은 (+)-catechin hydrate를 사용하

여 검량선 작성하 으며,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g 

의 μg (+)-catechin hydrate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분석은 

3회 반복 측정하 다. 

Tocopherol  tocotrienol 함량 분석

시료의 tocopherol  tocotrienol 함량은 Lee 등(11)의 방

법으로 분석하 다. 약 3～5 g의 시료를 test tube에 취한 

후 6% PG(in ethanol) 10 mL를 넣고 질소가스로 충 하여 

5분간 균질화시킨다. 여기에 60% KOH 8 mL을 첨가하고 

질소가스로 재충 하여 70oC 수욕 상에서 50분간 반응시킨 

후 냉각시키고 2% NaCl 38 mL을 넣었다. 이를 0.01% BHT- 

hexane으로 3번 추출하고 MgSO4를 올린 여과지로 상등액

을 여과하여 50 mL로 정용하 다. 2 mL을 취한 후 질소가스

로 완 농축하고, 1 mL의 n-hexane으로 녹인 다음 0.22 μm 

nylon membrane filter(MSI Inc., Westboro, MA, USA)로 

여과한 다음 순상 HPLC(Younglin Inc., Seoul, Korea)로 분

석하 다. Column은 LiChrosphere Diol 100(Merck, 

Darmstadt, Germany)을 사용하 고 검출기는 fluorescence 

detector(Linear instruments, Thermo Separation Products 

Inc., San Jose, CA, USA)로 장은 Exλ 290 nm, Emλ 330 

nm에서 검출하 으며, 이동상은 n-hexane과 isopropanol을 

99:1(v/v)로 혼합하 고 유속은 1 mL/min으로 하고 시료용

액 20 μL를 주입하여 분석하 다. 각각의 유도체를 분리․정

량하여 mg/100 g으로 나타내었다. 

γ-Oryzanol 함량 측정

시료의 γ-oryzanol 함량은 Rogers 등(12)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 다. 시료 10 g을 80oC 이상의 증류수 8 mL를 

첨가하고 isopropanol 20 mL를 첨가하여 무수 MgSO4을 첨

가하여 탈수시킨 후 0.01% BHT를 첨가한 추출용매

(hexane:ethylacetate, 85:15, v/v) 50 mL를 넣어 13,000 rpm

에서 homogenizer(Brinkmann, Westbury, NY, USA)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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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균질화시킨 후 여과하고 추출박에 다시 용매를 가하여 

3회 반복 추출하 다. 추출물을 농축하여 HPLC(Thermo 

Separation Products Inc., San Jose, CA, USA)로 분석하

다. 컬럼은 C18(250×3.9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을 사용하 으며, 이동상은 9:1(v/v)의 acetonitrile  

methanol을 1.5 mL/min으로 흘려주었다. 주입량은 20 μL로 

하 고 검출기는 UV(325 nm) 검출기를 사용하 다. 표 물

질은 Wako Pure Chemical Ind.(Osaka, Japan)의 γ-oryza-
nol을 이용하여 총 함량에 한 검량선을 작성한 후 정량하

으며, 각각의 peak에 한 함량은 체 함량에 한 면

비로 표 하 다.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  환원력 측정 

시료의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

on decolorization assay(13)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혼합하

여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 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 계수(ε=3.6×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

석하 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희석된 시료 50 μL를 

가하여 흡 도의 변화를 정확히 30분 후에 측정하 으며, 

표 물질로서 L-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 다. 총 항산

화력은 mg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

pacity(AEAC)로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Oyaizu(14)의 방법

으로 측정하 다. 1 mL의 인산염 완충용액(0.2 M, pH 6.6)에 

1 mL의 시료와 1%(w/v) potassium ferricyanide 용액 1 mL

를 가하고 이 혼합물을 50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0%(w/v) TCA 용액 1 mL를 넣어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

이 끝난 혼합물을 1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

징액 1 mL과 증류수 1 mL을 넣고 0.1% 염화철 용액 0.1 

mL를 넣고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모든 실험

은 3회 반복 측정하 다. 

70% 에탄올 추출물의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1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추출물 0.2 mL에 0.2 mM DPPH 용액(99.9% 

ethanol에 용해) 0.8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 간 

진탕하고 30분 후에 분 도계(UV-1650PC,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흡 도를 측정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

도의 차이는 ethanol만의 흡 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때 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

를 백분율(%)로 구하 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Halliwell 등(16)의 방법에 의거하여 10 nM FeSO4․EDTA 

200 μL, 10 mM 2-deoxyribose 200 μL, 0.1 M 인산완충액 

1.39 mL에 추출물 10 μL를 넣고 200 μL의 10 mM H2O2 용액

으로 라디칼 생성을 유도하여 37
oC에서 4시간 반응하 다. 

2.8% TCA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0.8% TBA용액을 첨가하

여 10분간 끓여 발색한 뒤 반응액을 냉각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17)은 

시험 에 추출물 100 μL와 0.1 mM NBT 혼합액 900 μL를 

넣고 xanthine oxidase(0.05 unit/mL)를 0.05 mM EDTA가 

포함된 50 mM potassium phosphate(pH 7.4) 100 μL를 첨가

하여 37
o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2 N HCl을 4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지시키고 5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Müller 방법(18)에 의

해 10 mM H2O2 20 μL, 0.1 M phosphate buffer 100 μL에 

추출물을 첨가하고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켜 1.25 mM 

ABTS 30 μL, peroxidease(1 unit/mL)을 첨가하여 37
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 다. 

결과  고찰

추출수율,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수원 511호와 일품 을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하고 추출수율을 측정한 결과 수원 511호는 

1.16%로 나타났으며, 일품은 1.02%로 나타났다. Lee 등(19)

의 보고에 의하면 고아미 2호벼, 큰 벼  흑 벼를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추출수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 3.42, 3.50 

 3.02%로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벼 상태가 아닌 의 상태로 시료로 사용하 기 때문에 

추출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

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 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한 결과 Fig. 1에서 보듯이 수원 511호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은 318.17 μg/g으로 나타났으며, 일품은 222.16 μg/ 

g으로 나타났다. 한 시료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수원 

511호에서 167.21 μg/g으로 나타났으며, 일품은 100.89 μg/g

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육성된 수원 511호가 일품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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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Suweon-511 and Ilpum  rice.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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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romatograms of the tocols (tocopherol and tocotrienol) compounds found in Suweon-511 (A) and Ilpum rice (B).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 등(19)의 보고에 의하면 고아미 2호벼, 큰 벼 

 흑 벼의 경우 2.6, 2.1  4.9 mg/g으로 보고하 는데 

이 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Lee 등(19)의 연구는 벼를 

추출하 기 때문에 왕겨층이나 호분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

는 페놀성 성분에 의해 본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보인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리 분포되어 있는 

물질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페놀성 화합물의 

phenolic hydroxyl기가 단백질과 같은 거 분자와의 결합을 

통해 항산화, 항암  항균 등의 생리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페놀성 화합물이 에 함유되어 있

는 양이 소량이기는 하나 주식으로 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페놀성 화합물의 항산화  항암효과에 한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ocopherol  tocotrienol 함량

수원 511호  일품 에 한 tocopherol  tocotrienol 

함량을 검화법으로 추출하여 HPLC로 각각의 유도체를 분

리․정량하여 mg/100 g으로 측정한 결과 Fig. 2  3과 같이 

나타났다. 두 시료 모두 α-  γ-tocopherol은 검출이 되었

으나 β-  δ-tocopherol은 검출이 되지 않았으며, α-, γ- 
 δ-tocotrienol은 검출되었으나 β-tocotrienol은 검출이 되

지 않았다. α-  γ-tocopherol의 함량은 수원 511호의 경우 

0.14  1.17 mg/100 g을 나타낸 반면 일품은 각각 0.06  

0.80 mg/100 g으로 수원 511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총 to-

copherol 함량 한 수원 511호가 1.31 mg/100 g으로 일품

(0.86 mg/100 g)에 비해 높았다. α-, γ-  δ-tocotrienol의 

함량은 수원 511호의 경우 0.10, 0.43  0.02 mg/100 g을 

나타냈으며, 일품은 각각 0.09, 0.43  0.03 mg/100 g으로 

두 시료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검정 

결과 수원 511호와 일품  두 시료 간의 α-  γ-tocopherol
이 수원 511호에서 유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itamin E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α-tocopherol이 가장 

활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1), Lee 등(22)의 연구

보고에서 벼 상태의 일품에 α-, β-  γ-tocopherol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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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tocopherol and tocotrienol contents of Suweon- 
511 and Ilpum rice.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 0.14, 0.05  3.19 mg/100 g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정에 의해 미강

이 없는 을 이용하 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

다. 한 α-  γ-tocotrienol의 함량이 0.13  0.03 mg/100 

g이 포함되어 있고 δ-tocotrienol은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

로 보고하 는데 이는 재배시기와 장소의 차이로 생각된다. 

γ-Oryzanol 함량

γ-Oryzanol은 단일성분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어

도 10개 이상의 phytosteryl ferulate의 혼합물로 밝 졌으

며, γ-oryzanol의 약 80% 정도는 cycloartenyl ferulate, 

24-methylenecycloartanyl ferulate  campesteryl ferulate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γ-Oryzanol은 

plasma lipid 패턴의 개선, plasma-cholesterol 감소, HDL- 

cholesterol의 증가  소  응집 억제 등과 같은 인체에 

유익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25). γ-Oryzanol 
표 품을 HPLC로 측정한 결과 5개의 peak를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수원 511호와 일품 의 γ-oryzanol을 HPLC로 측

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peak patten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peak에 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한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수원 511호의 1에서 5까지 peak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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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romatograms of γ-oryzanol on Suweon-511 (A) and Ilpum ric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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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γ-oryzanol contents of Suweon-511 and Ilpum 
rice.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은 각각 20.92, 2.65, 27.18, 14.70  11.13 μg/g으로 나타났으

며, 일품의 경우 각각 1.99, 0.63, 2.16, 1.99  0.99 μg/g으로 

나타나 총 함량이 수원 511호는 76.58 μg/g, 일품은 7.77 μg/g

으로 수원 511호가 약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u 

등(23)의 보고에 의하면 에 함유되어 있는 γ-oryzanol 에 

80% 정도는 cycloartenyl ferulate, 24-methylenecycloartanyl 

ferulate  campesteryl ferulate 등이 차지한다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 peak 1, 3  4가 이들 성분으로 생각되며, 각각

의 peak 성분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Lee 등(22)의 연구보고에서 벼 상태의 일품에 γ-ory-
zanol의 함량은 4.81 mg/g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정에 의해 미강이 

없는 백미 상태의 을 사용하 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나타

냈지만 일품에 비해 수원 511호의 γ-oryzanol이 의 상태

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  환원력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방법에 의해 총 항산화

력(AEAC,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activity)을 

측정한 결과 수원 511호와 일품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각각 16.00  9.73 mg AA eq/g으로 나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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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ducing power on 70% ethanol extraction of Suweon- 
511 and Ilpum ric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일품 에 비해 수원 511호의 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511호와 일품 의 총 항산화력은 다른 과채류 등의 항

산화력보다 아주 미약하지만 매일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

에게는 비교  큰 효과를  것으로 생각된다. 환원력을 5～

20 mg/mL의 농도에서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화합물의 환원력은 잠재 인 항산화활성을 척도가 될 수 있

으며, 흡 도를 측정하 을 때 더 높은 흡 도는 높은 환원

력을 나타낸다(26,27). 수원 511호  일품 의 70% 에탄올 

추출물에 한 환원력은 5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 

 일품  모두 0.18을 나타내었고 10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  일품  모두 0.35를 나타내었으며, 15 mg/mL

의 농도에서 각각 0.47  0.48을 나타내었고 2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0.61  0.58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 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찰할 수 있었으나 두 시료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농도에서 합성항산화제인 BHT

의 환원력은 0.64, 0.85, 0.91  1.10을 나타내어 수원 511호 

 일품 의 7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20 mg/mL의 농도

에서 5 mg/mL의 BHT와 비슷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Lee 등(19)은 고아미 2호벼, 큰 벼  흑 벼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5 mg/mL의 농도에서 0.18, 0.12  0.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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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보 고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여 20 mg/mL의 농도

에서는 0.56, 0.50  0.67의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으

며, 5 mg/mL의 농도에서 비타민 C와 BHT가 0.67  0.64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수원 511호 

 일품  추출물 모두 비교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매일 섭취하는 의 특성상 장기 으로 인체에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체내에서의 산화는 암, 심장

병, 염증, 염, 면역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때 free radical은 지질, 단백질  핵산에 산화 손상을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한 활성 free radical은 

DNA의 화학  변환과 손상에 직  여하며, 막지질의 과산

화물은 돌연변이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 많은 종류

의 항산화 물질들은 산화작용을 효과 으로 억제하면서 돌

연변이원성을 억제 는 불활성화시키는 desmutagen으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70% 에탄올 추출물의 radical 소거활성

수원 511호  일품 의 70% 에탄올 추출물에 한 DPPH 

radical,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을 1 mg/mL과 5 mg/mL의 농도에서 측

정한 결과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두 시료의 항산화성분은 

수원 511호가 일품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70%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은 체 으로 두 품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된 항산화성분 이외

의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다른 성분이 일품에 더 많이 함유

되어 있어 활성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PPH radi-

cal 소거활성은 1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는 14.16%

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10.92%를 나타내었고 5 mg/mL의 농

도에서 수원 511호는 42.00%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30.10%

를 나타내어 일품 보다 수원 511호 품종의 항산화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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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PPH radical,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on 70% ethanol 
extraction of Suweon-511 and Ilpum ric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Any means in the same col-
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9)은 고아미 2호벼, 큰

벼  흑 벼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5 mg/mL의 농도에

서 22.6, 26.3  32.5%의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는

데 수원 511호의 경우 이보다 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에서 항산화활성을 내는 성분으로는 오리자

놀, 피틴산, 카로테노이드, 폴리페놀 등과 같은 성분으로 

의 항산화물질은 부분 미강층에 존재하거나(19), 유색미

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수원 511호와 

일품 에도 이러한 성분들이 소량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 배유에도 항산화활성을 가지는 성분이 결합되어 있다

가 추출과정에 용출된 것으로 보인다. 

Hydroxyl radical은 생물체에서 형성되는 극히 민감한 

free radical로서 세포에 손상을 주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29), DNA의 괴, 돌연변이  세포독성 

등에 향을 주고 불포화지방산에서 지질과산화의 진행을 

진하는 물질 에 하나로 보고하 다(30). Hydroxyl radi-

cal 소거활성은 1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는 13.17%

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13.91%를 나타내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는 

21.59%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22.37%를 나타내어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으나 두 품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9)은 고아미 2호벼, 큰 벼  흑 벼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5 mg/mL의 농도에서 38.9, 41.8  

45.7%의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수원 511호와 

일품 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eroxide radical은 hydroxyl radical보다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체거 분자에 직간 으로 향을 

 수 있다(31). Superoxide anion은 미토콘드리아 자 수

송계에서 형성된 유리기로서,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는 일 항산소 등의 생성에 매우 요하다(32). 

Superoxide radical은 간 으로 superoxide와 hydrogen 

peroxide가 일 항산소와 hydroxyl radical에 구체로 작용

하여 지질산화를 일으킨다(4).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

은 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에 의해 발생되는 su-

peroxide radical을 항산화제가 제거시키는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으로서 nitro blue tetrazolium(NBT)의 감소 정도를 통

하여 항산화활성을 측정하는 것이다(17). Superoxide radi-

cal 소거활성은 1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는 18.55%

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21.64%를 나타내어 수원 511호에 비

해 일품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mg/mL의 농도에

서 수원 511호는 23.27%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25.18%를 나

타내어 농도 의존 으로 활성이 증가하 고 수원 511호에 

비해 일품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등(19)은 고아

미 2호벼, 큰 벼  흑 벼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5 

mg/mL의 농도에서 25.4, 29.0  32.9%의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수원 511호와 일품 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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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종과 superoxide radical과 hydroxyl radical과 

같은 free radical, H2O2와 일 항산소와 같은 non-free radi-

cal 등은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1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는 11.69%를 나타내었고 일품은 13.65%를 나타

내어 수원 511호에 비해 일품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5 mg/mL의 농도에서 수원 511호는 17.13%를 나타내었

고 일품은 18.08%를 나타내어 농도 의존 으로 약간의 증가

는 찰할 수 있었으나 두 품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2006년 새롭게 육성된 계통명 수원 511호 품종에 한 이

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항산화성분과 항산화활성을 측정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수원 511호에서 318.17 μg/g으로 

나타나 일품 (222.16 μg/g)보다 높았으며, 총 라보노이드 

함량 한 수원 511호에서 167.21 μg/g으로 나타나 일품

(100.89 μg/g)보다 높은 함량을 보 다. α-  γ-tocopherol
의 함량은 수원 511호의 경우 0.14  1.17 mg/100 g을 나타

낸 반면 일품은 각각 0.06  0.80 mg/100 g으로 수원 511호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총 tocopherol 함량 한 수원 511호

가 1.31 mg/100 g으로 일품(0.86 mg/100 g)에 비해 높았다. 

α-, γ-  δ-tocotrienol의 함량은 수원 511호의 경우 0.10, 

0.43  0.02 mg/100 g을 나타냈으며, 일품은 각각 0.09, 0.43 

 0.03 mg/100 g으로 두 품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511호  일품 의 γ-oryzanol 함량을 측정

한 결과 각각 76.58  7.77 μg/g으로 수원 511호가 약 10배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항산화력은 수원 511호와 일품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각각 16.00  9.73 

mg AA eq/g으로 나타났으며, 환원력은 5 mg/mL의 농도에

서 수원 511호  일품  모두 0.18을 나타내었고 20 mg/mL

의 농도에서 각각 0.61  0.58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찰할 수 있었으나 두 품종 간에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511호의 DPPH radical, hy-

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hydrogen peroxide 소

거활성은 5 mg/mL의 농도에서 각각 42.00, 21.59, 23.27  

17.13%로 나타났으며, 일품은 30.10, 22.37, 25.18  18.08%로 

두 품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새롭게 육성된 수원 511호 은 일품 에 비해 

항산화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

산화활성 한 약간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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