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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makgeolli and other alcoholic beverages were compared. Based on the same volume 
(70 μL eq.) of the alcoholic beverages, the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mmonium salt)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were as follows: whisky > makgeolli crude extract (MCE) > rice wine (RW) 
> clarified makgeolli (CM) > soju. Based on the same alcohol concentration (6%) of the alcoholic beverages, however, 
makgeolli showed the highest activity. In addition, based on the same volume (70 μL eq.), the inhibition effects 
against the formation of cholesteryl ester hydroperoxide (CE-OOH) were as follows: soju > whisky > RW > MCE 
> CM. Based on the same alcohol concentration (6%), however, the inhibition effects against the formation of 
CE-OOH were as follows: RW > MCE > soju > whisky > CM.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makgeolli may 
contain radical-scavenging- and metal-ion-chelate-type antioxidants and may increase the antioxidant activity in the 
blood.

Key words：Makgeolli (Takju), antioxidant activity,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y, blood plasma, cholesteryl 
ester hydroperoxide.

서 론
1)

우리의 전통 민속주 중의 하나인 막걸리는 예로부터 널

리 음용되어 온 양조주로써 당화와 발효의 공정을 병행하여

제조하는 알콜성 음료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

사를 가진 주류이다. 막걸리라는 이름은 “막거른 술”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맑지 않고 탁하기 때문에 “탁주”

라 부르기도 하고, 예로부터 식량대용 또는 갈증해소를 위

해 농부들이 즐겨 음용해 왔다고 하여 “농주”라고도 불리어

져 왔다(1). 양조장에서 생산ㆍ시판되고 있는 일반 막걸리

는 에탄올이 약 6~8%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

민 B 군 등 유용한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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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뿐만 아니라 최근

막걸리로부터 4-hydroxybenzaldehyde, 2-(4-hydroxyphenyl)

ethanol, trans- 및 cis- 형의 ferulic acid, 1H-indole-3-ethanol,

dimethyl succinate, succinic acid, 그리고 mono-methyl

succinate와 같은 성분들이 항산화 활성 화합물로 단리ㆍ동

정된 바 있다(5). 또 막걸리에 함유된 당류, 유기산, 아미노

산 등의 맛성분에 관한 내용(3,6,7)과 전분질 원료나 누룩의

종류에 따른 탁주의 휘발성 향기성분의 개선에 관한 내용

(8)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짐으로써 막걸리의 품질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개선되었으며, 더불어 최근 국내와 일

본 등에서 막걸리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9)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에 더하여 실험동물의 혈중지질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10), 생약제를 첨가하여 제조된 다양한 막걸리의 항산

화능을 비교한 연구(11), 그리고 막걸리 분획물에 의한 암세

포 성장 억제 및 quinone reductase 활성 증가효과(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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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리활성 평가 내용 또한 일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막걸리의 생리활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외국산 주류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양적ㆍ질적 차원에 있어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퇴행성 질환 및 대사

이상 질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

로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의 관여가 잘 알려져 있고, 그들

이 생체의 노화 및 관련 질병의 주요인자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3,14). 이와 같은 악성인자들

을 소거 또는 무독화함으로써 생체 손상을 예방 또는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하는 물질 군을 항산화 화합물이라 하고,

녹황색 야채 및 과일에 널리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의 적극

적인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기인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막걸리의 생리활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일환

으로써 쥐의 혈장을 이용하여 막걸리의 항산화 활성을 다른

종류의 주류들과 함께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항산화 활성 평가에 사용된 막걸리(알콜 함량 6%, 무등

산 막걸리, 광주)는 2009년 10월 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구입 직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제품의 상표에 백미 (25%),

소맥분 (65%), 전분당(10%), 아스파탐(0.01%)이 원료로 이

용되었음이 표기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막걸

리 청징액이라 함은 막걸리 조추출물 제조에 이용한 것과

동일한 막걸리를 냉장고에 12시간 정치하여 얻어진 상층의

맑은 액(약주)을 의미한다. 막걸리 이외의 주류들 또한 마트

에서 구입하였으며, 청주는 알콜 14%의 백화수복(롯데주

류, 군산)을, 소주는 알콜 19.5%의 처음처럼(롯데주류, 강

릉)을, 그리고 위스키는 알콜 40%, 숙성년도 12년의

Windsor 12 (디아지오코리아, Scotland)를 각각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methanol (MeOH)은 Fisher Scientific

Korea Ltd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

고 choleteryl linoleate,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ammonium salt) (ABTS), 2,6-di-tert-butyl-4-

methyl-phenol (BHT)은 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cupper (II) sulfate

(CuSO4), disodium hydrogenphosphate (Na2HPO4),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KH2PO4)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의 모든 시약은 analytical grade로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막걸리의 추출 및 용매 분획

막걸리의 추출물 및 그 추출물의 용매분획물은 선행연구

(5)에서 얻어진 시료를 이용하였다. 즉 막걸리 3 L를 원심분

리하여 얻어진 잔사를 총 5 L의 MeOH로 추출한 후, 원심분

리 후의 상층액과 잔사의 MeOH 추출 용액을 합하여 감압

농축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 L가 되도록

정용한 다음, n-hexane, ethyl acetate (EtOAc), 그리고 수포

화 n-butanol (BuOH) 각각 1 L씩으로 3회 반복하여 순차적

으로 용매분획하였다.

막걸리 조추출물의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

평가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평가는 Stephanie 등의 방

법(15)을 참고하여 행하였다. 즉 7 mM ABTS 및 2.5 mM

potassium persulfate 수용액을 각각 조제한 후, 95:5 (v/v)의

비율로 혼합하여 4℃ 암소에서 12시간 동안 반응하여

ABTS+ radical용액을 조제하였다. 반응액은 흡광도 값이

735 nm에서 0.7 ± 0.15가 되도록 EtOH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희석된 ABTS
+

radical 용액 500 μL에 막걸리

추출물의 첨가량이 막걸리 원액의 0~300 μL 상당량이 되도

록 첨가하여 30분 후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RS). ABTS
+

radical-scavenging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Inhibitation (%) = [(Control - RS)/Control] × 100

막걸리와 다른 주종의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 평가

희석된 ABTS
+

radical 용액에 막걸리 70 μL 상당량의

조추출물과 위스키, 정종, 소주 및 막걸리 청징액 70 μL

씩의 동일부피를 각각 첨가하여 첨가 30분 후의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고, 막걸리의 알콜도수(6%)와 동일 알콜도수

를갖도록위스키, 청주 및 소주를 EtOH을 이용하여희석하

여 각각 동일량이 되도록첨가하여 30분 후의흡광도값을

측정하였다.

실험동물 및 혈장의 분리

실험에 사용된 쥐는 6주령의 Sprague-Dawley계(체중

180~200 g)로 수컷만을 구입(Samtako, Osan, Korea)하여

stainless wire cover 플라스틱 cage에서 3일 동안 사육하였

다. 생육조건은 20 ± 2℃, 습도는 50~60%, 12시간 간격으로

light-dark cycle을 유지하였으며,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

취할수 있도록하여 실험실 환경에순화시켰다. 실험 15시

간 전에 절식, 3시간 전에 절수시킨 후, ether 마취 하에서

개복한 다음, 대동맥으로부터 헤파린이 첨가된 주사기로

채혈하여 원심분리(3000 rpm, 4℃, 20분, VS-15 CFN,

Vision, Gyeonggi-do, Korea)를 행하였고, 얻어진 상층(혈장,

plasma)을 취하여 사용 직전까지 -40℃에서 냉동 저장하였

다(16). 혈장은 사용 직전에 PBS buffer (pH 7.4)로 4배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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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혈장의 산화 및 Cholesteryl Ester Hydroperoxide

(CE-OOH) 분석

쥐 혈장 250 μL에 막걸리 70 μL 상당량에 해당하는 막걸

리 조추출물 및 그 용매분획물들과 위스키, 정종, 소주를

각각 첨가하고 650 μL에서 시료 첨가량을 제외한 양의 PBS

buffer (pH 7.4)를 가한 다음, 동이온(CuSO4)이 최종적으로

100 μM이 되도록 PBS buffer 용액으로 조제하여 100 μL를

첨가함으로써 산화를 개시하였다(16). 혼합 용액은 암소

37℃에서 진탕 배양시키면서 30분 간격으로 100 μL를 취하

여 2.5 mM BHT를 함유한 MeOH과 n-hexane을 각각 3 mL

씩 가한 후 vortex로 혼합하였다. 상층액(n-hexane층)을 농

축용기에 취한 후, 하층 용액에 다시 n-hexane 3 mL를 가하

고재차 vortex로혼합하였다. 그 상층액을 취하여 전단계의

n-hexane층과 혼합하여 농축한 다음, 얻어진 농축물을

MeOH/CHCl3 (95:5, v/v) 용액 100 μL로 녹여 시료 중의

CE-OOH 농도를 HPLC로 분석하였다(14). HPLC 분석에

있어 Column은 TSK gel Octyl-80Ts (4.6 × 150 mm, Tosoh,

Kyoto, Japan)를, 유속은 1.0 mL/min (Waters 600 pump,

Waters, Milford, MA, USA)로, 이동상은 97% MeOH

(isocratic 용출), 그리고 검출은 235 nm (SPD-10A UV/VIS

detector, Shimadzu, Kyoto, Japan)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CE-OOH 표준품은 보고논문(17)의 방법에 따라

합성하여 1-300 nmol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상기의

HPLC 조건을 적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해 정량에 이용하

였다.

결과 및 고찰

ABTS
+
Radical을 이용한 막걸리 조추출물의 농도별

항산화 활성

막걸리 MeOH 조추출물을 농도별로 ABTS+ radical과 반

응시켜 막걸리 MeOH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막걸리 원액의 0-300 μL 상당량의 범위에 해당하는 막걸리

조추출물을 사용하여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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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makgeolli crude extract.

정한결과(Fig. 1), 막걸리 MeOH 조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다가 200 μL 상당량 이상의 첨가

농도에서부터는 더 이상 활성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것은 시료 200 μL 상당량이 용액 중의 ABTS
+

radical을

100% scavenging한 첫 농도임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기준

으로 60% 정도의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을 보이는

막걸리 원액의 70 μL 상당량을 이용하여 막걸리의 항산화

활성 평가를 행하기로 하였다.

막걸리와 다른 주종들의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

평가

막걸리와 위스키, 정종, 소주와의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은먼저 각 주류의 동일 첨가량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하였다. 막걸리 70 μL 상당량의 조추출물과 위스키, 정종,

소주 및 막걸리 청징액 (약주) 각각 70 μL 씩을 동일 농도의

ABTS
+

radical과 반응시켜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Fig.

2), 위스키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막걸리

MeOH 조추출물 > 정종 > 막걸리 청징액 순이었고, 소주의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은 본 조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막걸리 조추출물은 위스키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의

활성을 보였으나 정종이나 소주에 비해 더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는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막걸리에

radical을 scavenging할 수 있는 화합물들이 위스키에는 미

치지못하나 정종이나 소주보다는 더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라 판단되었다. 또 동일량의 막걸

리 청징액(약주)보다 탁주(막걸리 MeOH 조추출물)가 훨씬

더 높은 활성을 보였던 것으로부터 막걸리의 청징액보다

그 침전물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산화 화합물이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항산화적측면에 있어 약주보

다는 탁주의 형태로 음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도 판단된다.

그러나 주류의경우, 함유 알콜 농도가 주종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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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alcoholic
beverages in the same volume (70 μL eq).

The data are representative of two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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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반적으로 음용 가능량은 주류의 알콜 농도에 제한

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류의 양만을 기준으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것은 알콜 함량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비교 주종의 알콜 함량

을 동일시하여 항산화 활성 평가를 행하였다. 즉 알콜 농도

는 모두 6%가 되도록조정하여 동일량 첨가하였다. 그결과

Fig. 3에서볼수 있듯이 알콜 농도를 무시하고 원액의 용량

을 기준으로 활성 평가를 행했을 때의 결과(Fig. 2)와 매우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에는 위스키의 활성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알콜 농도를

동일시하였을 때에는 막걸리와 위스키의 활성이 역전되었

다. 이현상은 알콜 함량이 높은 위스키의 알콜 농도를 조정

하기 위해 희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

나 술에 함유되어 있는 알콜 농도는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하였을 때, 막걸리의 항

산화 활성 측면에 있어 의미있는 결과라 판단되었다. 또

막걸리 청징액(약주)의 활성이 정종의 활성과 유사하였던

것은 그들 두 시료의 특성이 유사함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

성 있는 결과라 판단되었다. 그에 반해 본 실험에 이용된

소주는 본 실험에서 행한 조건에 있어 활성이 인정되지

않아 radical-scavenging형 항산화 화합물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타 주류에 비해 소량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 결과라 인식되었다.

본 결과로부터 막걸리는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 실험에서 비교된 타종의 주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radical-scavenging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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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various alcoholic
beverages in the same alcohol concentration (6% eq).

The data are representative of two experiments.

쥐 혈장의 Cholesteryl Ester Hydroperoxide 생성

억제능 평가

체내에서 유리형 또는 지방산과 에스테르형으로 존재하

는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원형질 및 형질막의 구성성분이

며, 혈액 속에서 주로 저밀도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과 고밀도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에 함

유되어 혈중에서운반된다(18). 그 중 LDL의 산화는 동맥경

화 발병원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19). 그것은 산화에

민감한 cholesterol 및 cholesteryl ester를 50% 정도 함유하고

있는 LDL이 산화에 민감하며, 혈중에서 산화된 LDL은 혈

관 내피세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macrophage에 혼입되어

foam cell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렇게

형성된 foam cell은 혈관 벽에 침착됨으로써 plaque를 형성

하게 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동맥경화는

일상적으로 항산화 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섭취함으

로써 예방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19). 그래서 지단백

질을 함유하고 있는 혈장이나 그 LDL 획분의 산화 억제

정도는 혈액의 항산화능 및 동맥경화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곤 한다. 이에 막걸리의 혈장에 대한

항산화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막걸리 조추출물을 대상으

로 쥐 혈장(rat plasma)의 피산화성을 비교ㆍ검토하였다.

혈장의 산화 억제능 평가는 혈액 중의 cholesteryl ester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cholesteryl ester hydroperoxide (CE-

OOH)를 지표화합물로 하였다.

먼저, 막걸리 조추출물의 쥐 혈장 산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종료 시간설정을 위하여 막걸리 조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쥐 혈장(대조구)의 동이온 유도 산화를 개시하여 반응

용액 중의 CE-OOH 생성량을 경시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Fig. 4), 반응 1시간 후부터 CE-OOH 생성량이 증가하

여 16시간까지 그 함량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래서 막걸리 조추출물과 그 용매분획물들 및 다른 주종들

간의 CE-OOH 생성 억제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CE-OOH

농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농도의 60%가 되는 시간

인 9시간을 반응종료시점으로 설정하고, 그 시점에 있어서

각 시료들의 CE-OOH 농도를 비교하여 대상 주류의

CE-OOH 생성 억제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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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E-OOH concentration change in copper ion-induced
control rat plasma oxidation with the elapse of time.

막걸리 조추출물과 다른 주종들 간의 CE-OOH 생성 억

제능 비교 평가

동일 부피(70 μL 상당량)를 기준으로 막걸리 MeOH 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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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과 위스키, 정종, 소주와의 CE-OOH 생성 억제능을

먼저 비교한 결과(Fig. 5), 위스키, 정종, 소주 첨가 혈장이

아무런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control 혈장에 비해 약 98%

이상의 생성 억제능을 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걸리

청징액(최종 CE-OOH 생성 농도, 0.49 mM)과 막걸리

MeOH 조추출물(0.28 mM)은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각

각 약 47%와 70%의 생성 억제능을 보였다. 이 결과는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에 있어서 그들의 양상과 같

은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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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E-OOH inhibition effect of clarified makgeolli, makgeolli
crude extract and various alcoholic beverages in the same volume
(70 μL eq).

한편, 동일 알콜 농도(6%)를 기준으로 하여 막걸리

MeOH 조추출물과 위스키, 정종, 소주와의 CE-OOH 생성

억제능을 비교한 결과(Fig. 6), 막걸리 조추출물의 활성이

정종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주에 필적할만한 정도였으

며, 위스키보다 월등히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결과는 위스

키, 정종, 소주에 CE-OOH 생성을 억제하는 radical-

scavenging형 항산화 화합물 또는 금속이온을 chelate하는

0.0

0.1

0.2

0.3

0.4

0.5

0.6

0.7

0.8

1 2 3 4 5 6Control Clarified
Makgeolli

Makgeolli
MeOH

Crude Extract

Whisky Rice Wine Soju

C
E
-O
O
H
 c
on
ce
nt
ra
ti
on
 (m
M
)

Fig. 6. CE-OOH inhibition effect of clarified makgeolli, makgeolli
crude extract and various alcoholic beverages in the same alcohol
concentration (6% eq).

물질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사료되며, 특히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소주가 본

동이온 유도 산화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던 것은 본 실험에

서 이용한 소주에 radical 반응을 유도하는 금속 ion을

chelating할 수 있는 모종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이 모든 종류의 소주

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회사 제품

의특정 첨가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항의결과에 있어 동일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막걸리가 위스키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음도 흥미로운 결과라 판단된다.

막걸리 조추출물과 그 용매분획물들의 CE-OOH 생성

억제능 비교 평가

막걸리 원액 70 μL에 상당하는 막걸리 조추출물의 용매

분획물들을 대상으로 CE-OOH 생성 억제능을 비교하였다.

그결과(Fig. 7), BuOH층과 H2O층이 거의 같은 정도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이어 EtOAc층, n-hexane층 순으로

CE-OOH 생성 억제효과를 보였다. 이는 BuOH층과 H2O층

에 CE-OOH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결과로 이미 보고한 막걸리 추출물의 용매분획물

들의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평가 결과(5)와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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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E-OOH inhibition effect of each fraction (70 μL eq)
obtained after solvent fractionation of makgeolli crude extract.

차이가 있었다. 즉 이 선행연구의 ABTS
+

radical- scavenging

활성에 있어서는 n-hexane층, BuOH층 및 H2O층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EtOAc층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

였다. 이는 다른 획분들에 비해 EtOAc층에 radical-

scavenging형 항산화 화합물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되며, 동이온에 의해 유도된 혈장의

산화에 대해서 BuOH층과 H2O층이 n-hexane층과 EtOAc층

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였던 것은 BuOH층이나 H2O층에

모종의 수용성 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어 혈장의 산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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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첨가된 동이온을 chelate함으로써 유도된 현상일 것으

로 추측되었다. 비록 혈장의 CE-OOH 생성 억제능에 있어

BuOH층이나 H2O층의 활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n-hexane층과 EtOAc층 또한 control에 비하여 매우 훌륭한

효과를 보였다.

본 실험의 결과들에 의해 막걸리는 선행연구(5)에서 단

리ㆍ동정된 8종 화합물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항산화 화합

물을 다종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화합물들은 radical-scavenging형과 금속 ion chelate형

모두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시사되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은 음용 후 혈장의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동맥경화 예방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in vitro 수준의 연구

임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를 통해 기대했던효과가 실제

로 발현되는가를 추후 동물실험 등의 in vivo 수준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본 실험에서 이용한 각 주류의 모든 제품

을 대표하는 결과가 아님 또한 명시해두고자 한다. 또 in

vitro 및 in vivo를 막론하고 막걸리에 의해 의미있는 생리활

성이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막걸리의 음용에 의해 기대되

어지는 생리활성이 발현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음용하여야 하는지검토될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성과는 특정한 주

종에 대한 음주를 장려하고자 함이 아니며, 지나친 양의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5)에서 EtOAc층과

BuOH층으로부터 8종의 항산화 활성 화합물이 구명되었으

나, 추후 H2O층과 n-hexane층에 대해서도 보다폭넓은 물질

구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상의 결과들이

막걸리의 기초 연구 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 약

막걸리 추출물과 타종의 주류들을 대상으로 항산화 활성

을 비교하였다. 동일 용량(70 μL eq)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은 위스키 > 막걸리 조추

출물 > 정종 ≃ 막걸리 청징액 > 소주 순이었다. 그러나

동일 알콜 함량(6%)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막걸리 조추

출물 > 위스키 > 정종 ≒ 막걸리 청징액 > 소주 순이었다.

이어 쥐 혈장의 cholesteryl ester hydroperoxide (CE-OOH)

생성 억제능을 평가하였다. 주류의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CE-OOH 생성 억제능은 소주 > 위스키 > 정종

> 막걸리 조추출물 > 막걸리 청징액 순이었다. 한편 동일

알콜 함량을 기준으로했을 때에는 정종 > 막걸리 조추출물

> 소주 > 위스키 > 막걸리 청징액순이었다. 그리고 막걸리

조추출물의 용매분획물들[동일 용량 (70 μL eq) 기준]을

대상으로 CE-OOH 생성 억제능을 평가한 결과, H2O층 ≒

BuOH층 > EtOAc층 > n-hexane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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