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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oxidative effects of rice hull extracts pre-treatment with various organic acids were evaluated. After
incubating rice hull in 50 mM of five different organic acid solutions (acetic, citric, lactic, phosphoric, and tartaric
acid) for 18 hours at room temperature, hydrothermal treatment at 121oC for 30 min was carried out. Antioxidant
activity of the rice hull extract was evaluated by determining total phenol contents (TPC),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reducing power (RP), and ABTS RSA. Pre-treatment with 50 mM phosphoric acid
significantly increased TPC, DPPH RSA, and RP, while it decreased ABTS RSA. The effect of phosphoric acid
concentration was also determined. TPC and DPPH RSA of rice hull extract increased with concentration of
pre-treated phosphoric acid; in contrast, RP showed the reverse pattern.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e-treatment
of rice hull with organic acid was very effective for increasing phenolic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rice hul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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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 들어 농산 가공 부산물 또는 산업 가공 잔류물 등의

미이용 자원들은 천연 항산화제의 중요한 소재로서 주목받

고 있는데(1), 각종 과실의 씨나 외피 등이 주목받고 있다(2).

특히 외피 부위는 외부의 산화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내부

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놀계 화합물과 같은 내재 항산화물질

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3). 가장 흔한 농

산 가공 부산물인 왕겨는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의 외피로서

쌀의 도정과정에 발생하는데 쌀 생산량의 18～20%를 차지

하며, 총 발생량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톤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쌀은 전 세계에

서 소비되는 열량의 20%를 공급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의 10억 이상의 가정에서 쌀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세계 벼 생산량은 약 4억톤이며 이중 왕겨

의 생산량은 0.8억톤에 달한다. 왕겨의 일반성분 중 가장 많

은 함량을 보인 것은 섬유질이며, 이 섬유질 중 불용성 식이

섬유(insoluble dietary fiber)의 함량은 전체 중량의 70% 이

상으로 나타나 왕겨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Ramarathnam 등(4)

은 isovitexin이 왕겨에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Wu 등(5)은 왕겨에 2.1～2.4%의 phytic acid가

존재하여 금속 킬레이트제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왕겨에 anisole, vanillin, syringaldehyde 등의 다양한 항산

화물질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6).

한편, 식물 기원의 저분자 항산화물질은 위산에서 잘 분해

되지 않고 흡수률이 높으며 부작용이 없으므로 매우 유용하

지만, 식물에서 반복적인 중합체의 상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고분자 물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추출효율이 매우 낮다(7). 왕겨로부터 항산화력이

높은 추출물을 제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원적외선을 조사한 경우 왕겨의 항산화물질이 유리화되어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용출되었고(8,9), 원적외선 처리

된 왕겨로부터 추출한 천연 항산화물질은 육류의 산화 방지

(10,11) 및 인간 임파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에 있어 매우 뛰어난 효과(12)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멸균기를 이용한 고온, 고압에

서의 수열 처리도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13).

본 연구에서는 유기산을 이용하여 전처리를 한 후, 수열

처리를 통해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증대시키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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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왕겨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왕겨는 경남 고성의 정미소에서 구입하

였으며, 4oC에서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ABTS), 1,1-di-

phenyl-2-picrylhydrazyl(DPPH), tannic aci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Folin-

Ciocalteu 시약은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초산(99.5%), 구

연산(99.5%), 젖산(90.0%), 인산(85.0%), 주석산(99.8%)은

대정이화학(시흥,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그리고 so-

dium carbonate, methanol은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

하였다.

산 처리 및 왕겨 추출물 제조

왕겨 10 g에 각각의 유기산 용액 100 mL을 가하여 18시간

동안 상온(21±5oC)에서 침지하여 산처리 한 후(9), 121oC에

서 30분간 autoclave(Sanyo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열처리하였다. 각 반응물을 Whatman No. 1 여과지에 여과

하여 왕겨 유기산 추출물을 제조하였고, 이후의 실험에 이용

하였다(Fig. 1).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Gutfinger(1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즉, 왕겨 유기산 추출물 1 mL을 취하여 2%(w/v)

Na2CO3용액 1 mL을 가하여 3분간 방치한 후, 50% Folin-

Ciocalteu 시약 0.2 mL을 가하여 반응시켜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하였다. 이 혼합물을 10분간 13,400×g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 1 mL을 취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

으로 tannic acid로 환산하여 μM 단위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15)의 방법에 준하여 각 왕

겨 추출물 0.1 mL에 4.1×10-5 M의 DPPH 용액 0.9 mL을

가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ice hull (10 g)
↓

Add 100 mL of 50 mM organic acid
↓

Stand for 18 hours at room temperature
↓

Hydrothermal treatment at 121
o
C for 30 min

↓
Filtered through Whatman No. 1 filter paper

↓
Rice hull extract

Fig. 1. Schematic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rice hull
extracts.

환원력

환원력은 Oyaizu의 방법(16)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항산

화 물질에 대한 철 이온의 환원력을 측정한 것이다. 즉, 1

mL의 인산염 완충 용액(0.2 M, pH 6.6)에 1 mL의 왕겨 추출

물과 1%(w/v) potassium ferricyanide 용액 1 mL을 가하고

이 혼합물을 50
o
C에서 20분간 반응을 시킨 후, 10%(w/v)

trichloroacetic acid 용액 1 mL을 넣었다. 반응이 끝난 혼합

물을 12,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징액 1 mL과

증류수 1 mL을 넣고 0.1% 염화철 용액 0.1 mL을 가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Muller(17)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왕겨 추출물 0.1 mL에 0.1 M의 phosphate buffer(pH

5.0) 0.1 mL과 10 mM의 hydrogen peroxide 20 μL을 가하고

이 혼합물을 37
o
C에서 5분간 예비반응을 시켰다. 이 반응물

에 1.25 mM의 ABTS와 peroxidase(1 U/mL)를 0.03 mL씩

넣고 다시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을 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측정은 3회 반복하여 행해졌으며, 그 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Student-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s로 평균값들

에 대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18).

결과 및 고찰

유기산 전처리가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미치는 영향

페놀 화합물은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의 주요 물질로서, 수

산기를 가지는 방향족 화합물을 총칭한다. 이들은 단순 페

놀, 페닐프로파노이드, 벤조산 유도체, 플라보노이드, 타닌,

리그난 등의 다양한 종류로 대부분 식물에 존재한다. 페놀

화합물은 수산기를 통한 수소 공여와 페놀 고리 구조의 공명

안정화에 의해 항산화 능력을 나타낸다(19). 왕겨의 경우에

는 o-methyl cinnamic acid and p-coumaric acid, hydroxy

cinnamic acids, ferulic acid 등의 페놀화합물들이 검출되었

다(8).

본 연구에서는 유기산의 전처리가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

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왕겨를 5종류(초산, 구연

산, 젖산, 인산, 주석산)의 50 mM 유기산 용액에 넣어 18시

간 동안 전 처리한 후, 121
o
C에서 30분간 수열처리 하여 얻은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조구로 유기산 용액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TPC, total phenolic contents)은 인산 용액으로 전 처

리한 경우에 0.82 mg/mL로 가장 높았고, 초산 용액을 이용

한 경우에는 0.42 mg/mL로서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0.62

mg/mL)보다 낮았다. 구연산, 젖산, 주석산을 전 처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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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five kinds of organic acids o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rice hull extracts

Water Acet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Phosphoric acid Tartaric acid

TPC (mg/mL)
DPPH RSA (%)
Reducing power (OD)
ABTS RSA (%)

0.44±0.01e
70.97±2.12d
1.00±0.02b
88.98±1.93a

0.42±0.02e
70.77±3.34d
0.80±0.01c
70.28±2.65b

0.68±0.02c
76.21±1.98b
0.52±0.02e
55.98±2.54d

0.53±0.03d
73.19±1.11c
1.02±0.03b
64.03±3.12c

0.82±0.02a
81.34±1.23a
1.18±0.02a
66.77±1.13bc

0.75±0.01b
79.61±2.17b
0.64±0.01d
61.93±1.24c

Ten gram of rice hull was pre-treated with 100 mL of 50 mM each organic acid for 18 hr at room temperature, then hydrothermal
extraction at 121

o
C for 30 min was carried out.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e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Abbreviations: DPPH RSA,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PC, total phenolic contents; OD, optical
density; and ABTS RSA,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able 2. Changes of pH depending on processing

pH of solution Water Acet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Phosphoric acid Tartaric acid

Before adding rice hull
After adding rice hull
After standing for 18 hours
After hydrothermal treatment

7.20±0.01a
7.58±0.02a
6.05±0.02a
4.71±0.02a

2.86±0.03b
3.33±0.03b
4.05±0.04b
4.30±0.02b

2.11±0.02d
2.29±0.02d
2.80±0.02d
2.78±0.02d

2.31±0.03c
2.52±0.04c
3.17±0.01c
3.23±0.02c

1.56±0.02f
1.68±0.01f
1.89±0.02f
1.90±0.02f

2.05±0.02e
2.24±0.02e
2.64±0.03e
2.65±0.02e

Ten gram of rice hull was pre-treated with 100 mL of 50 mM each organic acid for 18 hr at room temperature, then hydrothermal
extraction at 121

o
C for 30 min was carried out.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f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우는 각각 0.68, 0.53, 0.75 mg/mL의 총 페놀 함량을 나타내

었다.

DPPH는 안정한 라디칼 물질로써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

질과 만나면 라디칼이 소거되며 보라색에서 무색으로 변한

다. DPPH 라디칼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시료 용액과의 반응

에 의하여 DPPH 라디칼이 감소하는 정도를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여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15). 왕겨 유래 각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조구로서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70.97%이었으나, 인

산과 주석산의 경우에는 각각 81.34%와 79.61%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고, 초산은 대조구인 증류수와 비슷한 70.77%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구연산과 젖산은 각

각 76.21, 73.19%의 값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총페놀 함

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페놀 화합물의 수소

공여능이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20).

한편, 환원력은 항산화 작용의 여러 가지 기작 중에서 활

성 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으로서 이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환원력도 인산을 전 처리한 경우에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1.18). 증류수를 처리한 대조구가 1.00의 값을 나타내었으

며, 초산, 구연산, 주석산은 각각 0.80, 0.52, 0.64의 값을 나타

내어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ABTS는 유리기들(hydorxyl, peroxyl, alkoxyl, inorgrinc

radical)과 반응하여 안정한 ABTS+를 형성한다(21). ABTS

는 DPPH와 같은 라디칼이지만 DPPH는 자유 라디칼이며

ABTS는 양이온 라디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항산화

물질에 따라 두 라디칼에 결합하여 제거하는 능력이 차이가

난다(22).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인

증류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88.92%), 유기산을 전

처리한 경우에는 초산이 70.28%로 가장 높았으며 구연산이

55.98%로 가장 낮았다.

식물에 존재하는 페놀 화합물은 유리된 형태보다는 세포

벽 다당류, 리그닌 등과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거나(23) 중합

체의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24). 왕겨에 존재하는 페놀 화합

물은 원적외선에 의해 유리되었으며(8,9), 고온 고압의 수열

처리에 의해서도 유리될 수 있었다(13). 한편, 향신료로 이용

되는 바실, 월계수, 로즈마리, 세이지, 사보리, 백리향 등에

산처리(1.2 N HCl in 50% methanol)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페놀 함량이 증가함이 보고되었다(25). 본 연구에서도 대부

분의 유기산의 전처리가 왕겨 추출물의 페놀 화합물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성 조건은 식물

조직을 느슨하게 하며(26), 이때의 수열처리는 보다 효율적

으로 페놀 화합물을 유리화시킬 수 있었다. 왕겨 추출물의

총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은 대체로 비슷

한 경향이었으나 ABTS 라디칼 소거능과는 다른 경향을 보

였다.

Table 2에는 각 처리 단계에서의 pH 변화를 측정하여 나

타내었다.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 왕겨와 혼합한 직후의 pH

는 7.20이었으나 추출단계가 진행될수록 pH가 낮아져서 수

열처리를 거친 최종 pH는 4.71이었다. 그러나 유기산과 왕겨

를 혼합한 경우에는 초기의 pH에 비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pH가 올라가서 최종 pH는 1.90～4.30의 범위이었다. 한편,

유기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pH는 인산을 처리한 경우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주석산, 구연산, 젖산, 초산의 순이

었다. 이러한 순서는 Table 1의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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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concentration of phosphoric acid o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rice hull extracts

Water
Phosphoric aicd (mM) Vit C (μg/mL)

10 25 50 100 10 100

TPC (mg/mL)
DPPH RSA (%)
Reducing power (OD)
ABTS(%)

0.44±0.01d
70.97±2.12e
1.00±0.02d
88.98±1.93b

0.61±0.04c
75.90±2.34d
1.19±0.03c
93.78±3.92a

0.68±0.02b
78.73±1.57cd
1.18±0.03c
70.14±2.56d

0.82±0.02a
81.34±1.23b
1.18±0.04c
66.77±1.13e

0.84±0.04a
79.85±1.62bc
0.52±0.02e
93.15±3.21a

－
22.50±1.17f
1.68±0.07a
61.94±2.15f

－
91.58±3.28a
1.36±0.04b
78.57±3.23c

Ten gram of rice hull was pre-treated with 100 mL of each concentration of phosphoric acid or vitamin C for 18 hr at room
temperature, then hydrothermal extraction at 121

o
C for 30 min was carried out.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f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Abbreviation: DPPH RSA,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PC, total phenolic contents; OD, optical
density; and ABTS RSA,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able 4. Changes of pH depending on concentration of phosphoric acid

Water
Phosphoric acid (mM)

10 25 50 100

Before adding rice hull
After adding rice hull
After standing for 18 hours
After hydrothermal treatment

7.20±0.01a
7.58±0.02a
6.05±0.02a
4.71±0.02a

1.90±0.02b
2.13±0.03b
3.19±0.02b
3.31±0.01b

1.74±0.02c
1.98±0.02c
2.63±0.01c
2.65±0.02c

1.56±0.02d
1.68±0.01d
1.89±0.02d
1.90±0.02d

1.35±0.02e
1.52±0.03e
1.60±0.03e
1.57±0.02e

Ten gram of rice hull was pre-treated with 100 mL of each concentration of phosphoric acid for 18 hr at room temperature,
then hydrothermal extraction at 121oC for 30 min was carried out.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e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소거능, 환원력과 정확히 일치하였는데, 이는 유기산의 pH

가 낮을수록 조직을 느슨하게 하여 항산화성 페놀 화합물의

유리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26).

인산 농도에 따른 전처리가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1에서 전 처리된 5종류의 50 mM 유기산 중에서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이 가장 우수한

인산을 선택하여, 인산 농도에 따른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력

을 측정하였다(Table 3). 대조구로서 증류수와 천연 항산화

제인 비타민 C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인산

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는데, 100 mM의 인산에서 0.84

mg/mL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DPPH 라디칼 소거

능은 50 mM 인산에서 81.3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한편, 환원력은 인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50 mM 인산 농도까지

는 인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100 mM 인산에

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왕겨는 전체적으로 10 g을 100 mL의

용매에 넣어 추출물을 제조한 것으로서, 대조구인 정제된

천연 항산화물질 비타민 C와 비교해보면 DPPH 라디칼 소

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왕겨 추출물이 상당히 높은

항산화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물질로 구

성된 복합 조출물인 왕겨 추출물과 순수 단일 물질인 비타

민 C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왕겨 추출물에는 다양

한 페놀 화합물이 존재하여 잘 알려진 천연 항산화제인 로

즈마리 추출물과 비슷한 항산화력을 보이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0).

Table 4에는 인산 농도를 달리하여 전 처리한 왕겨 추출

물의 제조 단계별 pH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인산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pH가 감소할수록 왕겨의 페놀화합물의 유리화가 용이해지

며, 증가한 페놀 화합물로 인해 DPPH 라디칼은 비슷한 경향

으로 증가하지만, 환원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페놀

화합물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총

페놀 함량과 각 항산화력 분석 결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이유는 페놀 화합물만이 항산화력을 담당한다고는 보

기 어렵고(27), 실제로 항산화물질은 연쇄 반응 개시, 전이금

속이온 결합, 과산화물의 분해, 라디칼 소거 등의 여러 단계

에서 각각 작용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28).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농산부산물로

다량으로 발생하는 왕겨에 유기산 전처리 및 수열처리를 가

하여 항산화능이 높은 추출물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요 약

왕겨 10 g에 5종류(초산, 구연산, 젖산, 인산, 주석산)의

50 mM 유기산 100 mL을 가하여 18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

한 후, 121oC에서 30분간 수열처리 하여 왕겨 추출물을 제조

한 후 항산화능을 측정하였다. 대조구로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에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0.44 mg/mL, 70.97%, 1.00 OD,

88.98%이었으며, 비교적 효과가 좋았던 인산의 경우에는 각

각 0.82 mg/mL, 81.34%, 1.18 OD, 64.03%로 측정되었다. 인

산의 농도별 전처리 효과를 보기 위해 10, 25, 50, 100 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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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서 같은 조건으로 왕겨 추출물을 제조하여 항산화능

과 관련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

칼 소거능은 인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환원력은 인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은 50 mM 인산 농도까

지는 인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100 mM 인산

에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왕겨에 존재하는

페놀성 항산화물질을 유기산 전처리로 효율적으로 유리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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