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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antioxidant and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 (ACE) inhibitory activity
in different parts of ‘Ilpum’ (Oryza sativa L.) rough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Rough rice, either before
or after germination, were separated into hull, brown rice, or sprout, and then extracted with distilled water
and 70% ethanol. After germinatio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distilled water extract of the brown
rice was higher than before germination (5.84 and 1.67 mg/g,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
ity on the unseparated rough rice ethanol extract increased from 22.95% before germination to 31.32% after
germination, but it decreased in both the hull and brown rice extracts.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highest in the sprout extract with a value of 4.41 mg AA eq/g. The reducing power of the brown rice
ethanol extract increased from 0.32 before germination to 0.45 after germination. The ACE inhibitory activity
of the in hull ethanol extract increased after germin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tioxidant capacity in-
creases in the hull and sprout after germination could be considered having significant healt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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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여러 형태의 건강식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주식으로 하는 쌀과 발아종자

를 대체 건강식품으로 전환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1). 곡물의 배유 부분에는 전분이 저장되어 있고 외피 부

분에는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외피 부분에는 외부로부터 산화와 영양분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도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다. 왕겨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으로는 flavonoid, cyanidin, phytic acid

및 ferul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며(2), 주된 항산화 성분으

로는 c-glycosyl flavonoid인 isovitexin이라 하였다(3). 또한

미강에는 식이섬유가 대부분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

과, 항산화 효과 및 혈압상승 억제효과가 우수하고(4) 특히

항산화활성 등 생리활성이 우수한 tocopherol, phytic acid,

phenolic acid, oryzanol 및 ferulic acid 등을 함유하고 있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5).

일반적으로 식물종자는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생리활성

이 증가되고 성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6,7) 발아 전에는

적거나 없던 물질이 증가하거나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발아에 의한 영양소 및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을 증가시키

기 위한 연구들이 곡류(8) 및 두류(9)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미의 경우 발아 정도에 따른 비만억제 활

성 변화(10) 및 항산화 활성(11)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벼 자체를 발아시킨 연구는 한국산 발아 벼 추출물의

여러 가지 암세포주의 증식억제에 대한 연구(12,13)와 발아

맥류의 화학성분 변화(14)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종자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아처리

공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발아 전곡을 대상으로

성분변화 및 생리활성 등의 연구로 진행되었을 뿐 발아 후

종자의 부위별 생리활성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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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벼를 발아시킨 후 부위별(왕

겨, 현미 및 싹)로 분리하고 추출용매에 따른 몇 가지 생리활

성을 비교 검토하여 발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발아

본 실험에 사용된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 재배 생산

된 일반 벼 품종인 일품 벼를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아는 Kim 등(12)의 방법에 따라 일품 벼 500 g을 20
o
C의

물로 수세하고 3일간 침지시킨 다음 발아기(TP-CB 400,

EZIONE Inc., Beijing, China)로 발아시켰다. 발아 온도는

37
o
C, 습도는 85%로 유지시키면서 48시간 동안 발아시켰으

며, 발아된 싹의 길이가 1～1.5 cm 정도 된 후 발아를 정지시

키고 싹을 분리한 후 50oC의 건조기(WFO-459PD, EYELA,

Tokyo, Japan)에서 2일 동안 건조시켰다.

부위별 분리

발아 전과 후의 벼는 왕겨(hull), 현미(brown rice) 및 싹

(sprout)으로 나누어 분리하였다. 발아 후 싹은 손으로 배아

가 포함되도록 분리하였으며, 나머지 벼는 건조시킨 다음

도정기(model MC-90A, Wakayama Co. Ltd., Wakayama,

Japan)를 사용하여 왕겨와 현미로 분리하였고, 발아시키지

않은 벼 역시 왕겨 및 현미층 도정기를 이용해 분리하여 80

mesh로 분쇄(Micro hammer cutter mill type-3, Culatti

AG, Zurich, Swiss)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발아 전후 부위별 함유된 유용성분을 물과 70% ethanol로

추출하였다. 물 추출물은 시료 10 g에 증류수 500 mL을 가한

후 80oC에서 1시간 동안 3회 교반추출(250 rpm) 후 3,5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회전진공농축기(N-1000,

EYELA)로 농축하여 동결건조(FD-5508, Ilshin Lab Co.,

Seoul, Korea) 하였다. 또한 에탄올 추출물은 시료 10 g에

70% ethanol 500 mL을 가하고 80
o
C에서 3시간 동안 3회

환류추출 한 후 감압 여과하여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였다.

여과된 추출물은 회전진공농축기로 농축하여 용매를 완전

히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 하여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측정

각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Velioglu 등(15)의 방법

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

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측정하였다. 즉, 2 mg/mL 농도의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한 다음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

방치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로 tannic acid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를 5, 10, 25 및 50 배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검량선 작성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 중의 mg tannic acid로 나타

내었다.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라디칼 소거

능 측정

각 추출물의 DPPH(Sigma Aldrich)에 의한 라디칼 소거

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Tepe 등(1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0.2 mM DPPH 용액(ethanolic solu-

tion) 0.8 mL에 2.0 mg/mL 농도의 추출액 0.2 mL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30분 방치하여 520 nm에서 흡광도 감소치를

측정하였다. 이때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

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총 항산화력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

(17)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7.4 mM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Aldrich)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을 하루 동안 암

소에서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가 되도록 물 흡광계수(ε=3.6

×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

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corb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동량 첨가하였고, 총

항산화력은 AEAC(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g AA eq/g)로 표현하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Mau 등(18)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추출물

25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K3Fe(CN)6) 250 μL를 각각 혼합

하여 5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CCl3COOH, w/v) 250 μL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500 μL에 증류

수 500 μ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FeCl3·6H2O)

100 μL를 가하여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00 nm에서 측정하

였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Ⅰ(ACE) 저해활성

측정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ACE 저해활성은 Kwon 등(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100 μL에 0.1 mU ACE

정제효소액 80 μL와 5 mM HHL(Hippuryl-His-Leu) 기질

100 μL를 가한 다음 37oC에서 60분 방치한 다음 1 M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시료는 0.45 μm

syringe filters(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HPLC(Younglin, Acome 9000 system, Anyang, Korea)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Nova-Pak
Ⓡ
C18(3.9 mm×150 mm, 4 μm,

Waters Corp., Milford, MA, USA), 이동상은 A를 10 mM



발아 벼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활성과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 저해활성 777

**
**

0

2

4

6

8

10

12

P
ol

yp
he

no
l c

on
te

nt
s 

(m
g/

g.
 s

am
pl

e)
  .

Before germination
After germination

Water extract
A)

        Rough rice                      Hull                        Brown rice                          Sprout
0

2

4

6

8

10

12

14

P
ol

yp
he

no
l c

on
te

nt
s 

(m
g/

g.
sa

m
pl

e)
 . Before germination

After germination
Ethanol extract

B)

        Rough rice                      Hull                        Brown rice                          Sprout

Fig. 1. Changes of polyphenol content in different parts of rough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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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in different parts of rough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Sample
concentrations: 2.0 mg/m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phosphoric acid(pH 2.5), B를 methanol로 사용하여 A:B의

초기비율을 100:0으로 시작하여 8분에 40:60, 13분에 0:100,

18분에 100:0의 비율로 단계적인 gradient system을 사용하

였다. Flow rate는 0.8 mL/min로, injection volume은 20 μL,

detector는 UV-detector(228 nm)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측정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2-sample Student's t-test로 발아 전과 후의 유의차를 검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발아 전과 후에 대한 벼의 부위별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

정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아 전보다 발아 후에

증가하였다. 발아 후 싹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에탄올(B)

보다 열수 추출물(A)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

며, 가장 많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 발아 벼 싹은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8.22 및 11.23 mg/g이었다. 열수

추출물 중 현미에서 발아 전과 후에 각각 1.67 및 5.84 mg/g

으로 발아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곡(벼)도 발아 전

과 후에 각각 1.86 및 5.76 mg/g으로 발아 후 증가하였다(p<

0.01).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발아 후 전곡, 왕겨 및 현미가

각각 2.10, 3.76 및 1.93 mg/g으로 발아 전보다 약간 증가하

였지만 유의차는 없었다. Kong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벼

를 현미와 백미로 분류하여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 품종의 백미보다 현미의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 하였으며,

또한 콩나물 콩의 발아 부위별 카르니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발아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였는데(21) 본 연구에서도

발아 시 벼 부위별로 폴리페놀 함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발아 전과 후의 부위별 시료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

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각각의 항산화 활성은 시료

2 mg/mL의 농도에서 측정한 것으로 열수보다 에탄올추출

물이 높게 나타났으며, 왕겨 에탄올추출물이 발아 전과 후에

각각 70.59 및 54.1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벼 에탄올추출

물에서는 발아 전 22.95에서 발아 후 31.32%로 증가하였지

만 유의차는 없었다. 발아 후 싹은 22.68%의 라디칼 소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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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different parts of rough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을 나타내었다. 반면 열수추출물에서는 발아 후 모든 부위에

서 라디칼 소거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왕겨는

발아 전 21.87에서 발아 후 19.07%로 약간 감소하였고(p<

0.05), 현미는 발아 전과 후에 각각 17.79 및 10.10%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발아 후 싹은 10.14%

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어 에탄올추출물보다 약간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흑미의 도정분획 메탄올추출물의 항산

화성분 및 항산화효과를 연구(22)한 보고에 따르면 흑미를

미강, 배유 및 현미로 각각 분리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미강층이 다른 층보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다 하였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Lee 등(7)

의 연구에 의하면 고아미, 큰눈 및 흑광벼를 발아시킨 후

에탄올추출물의 DPPH 라디칼소거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아벼 에탄올추출물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왕겨층과 현미에서는 발아 후 감소하

였고 싹 부분은 증가하여 항산화성분이 싹 부위에 많이 함유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총 항산화력

각 부위별 시료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하게 전반

적으로 열수보다 에탄올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

났다. 에탄올추출물(B)에서는 발아 벼 싹의 총 항산화력이

4.40 mg AA eq/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벼, 왕겨 및

현미의 발아 전후 총 항산화력의 변화는 작았다. 왕겨에서는

발아 전후 각각 1.98 및 2.01 mg AA eq/g으로 나타났고,

현미에서는 발아 전 0.69에서 발아 후 0.82 mg AA eq/g으로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열수추출물(A)에서 발아

전 벼의 총 항산화력은 0.54 mg AA eq/g이었지만 발아 후

1.21 mg AA eq/g으로 증가하였으며(p<0.01), 발아 벼 싹은

0.79 mg AA eq/g이었다. Kang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현

미의 발아 정도에 따라 항산화활성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땅콩나물의 잎, 줄기 및 뿌리의 부위별 추출물에 대한 ABTS

라디칼소거능이 각 부위별로 다양한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

고하였다(23). 본 연구에서도 발아 후 각 부위별로 다양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추출용매에 따라서도 다양하

게 나타났다. Kong 등(22)의 연구에서도 흑미의 도정분획

메탄올 추출물중 현미 및 배유보다 미강에서 총 항산화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강에 항산

화물질인 tocopherol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 하였다.

환원력

각 부위별 시료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

물보다 에탄올추출물이 높게 나타났다(Fig. 4). 열수추출물

(A)에서는 발아 전 부위별 시료가 대부분 높은 환원력을 나

타내었으나 에탄올추출물(B)에서는 왕겨와 현미에서 발아

전보다 발아 후가 높았다. 왕겨에서는 발아 전 0.18에서 발아

후 0.22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며, 현미에서는 발아 전 0.32

에서 발아 후 0.45으로 증가하였다(p<0.01). 또한 싹의 경우

열수추출물(A)에서는 0.07로 낮게 나타났으나 에탄올추출

물(B)에서는 0.21로 나타났다. 이렇게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

력이 더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수소공여능에 의한 환원력으

로 자유라디칼과 반응하여 페놀화합물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이 더 많이 추출되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4).

ACE 저해활성

각 부위별 시료 추출물의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는 Fig. 5와 같다. 각각의 저해활성은 시료 2 mg/mL의 농도

에서 측정한 것으로 추출용매와 상관없이 왕겨층에서 ACE

저해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열수추출물(A)에서는 발아 벼

싹에서 24.86%를 나타내었으며, 발아 벼 왕겨는 22.23%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에탄올추출물(B)의 경우 발아

벼 싹은 7.40%로 열수추출물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벼

의 경우 발아 전에는 활성이 없었으나 발아 후에는 10.28%

의 ACE 저해활성이 나타났다. ACE 저해제는 ACE의 작용

을 저해함으로써 신장혈관을 확장시켜 sodium의 배설을 촉

진함으로써 혈압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25). 따라서 발

아 벼 싹의 경우 혈압을 낮추어주는 물질이 발아 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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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reducing power in different parts of rough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Sample concentrations: 5.0
mg/mL.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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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ACE inhibitory activity in different parts of rough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Sample concentrations:
2.0 mg/mL.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어떠한 성분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한국산 벼의 발아 전과 후의 부위별 및 추출용매별 항산화

성분 및 활성변화를 살펴보았다. 발아 전과 후의 벼를 왕겨,

현미 및 싹으로 분리하고 각각 열수 및 70% 에탄올을 이용

하여 추출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현미 물추출물에서

발아 전 1.67에서 발아 후 5.84 mg/g으로 증가하였으며,

DPPH 라디칼소거능은 벼 에탄올추출물에서 발아 전 22.95

%에서 발아 후 31.32%로 증가하였지만 왕겨와 현미 부분에

서는 발아 후 감소하였다. 총 항산화력은 에탄올추출물에서

발아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싹 부분에서는

4.41 mg AA eq/g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원력은 에탄올 추출

물 현미에서 발아 전 0.32에서 발아 후 0.45로 증가하였다.

ACE 저해활성은 왕겨에서 가장 높았으며 발아 후 증가하였

다. 본 연구결과 발아 시 항산화활성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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