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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mixed grain bev-
erages obtained using different microbial species and to evaluate their suitability for consumption. Various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were prepared through fermentation with Aspergillus (A.) oryzae CF1003 (A), A. acidus 
KACC46420 (B), Rhizopus (R.) delemar KACC46149 (C), R. oryzae KACC45714 (D), R. oryzae KACC46148 (E), 
A-E mixed strains (F), A. oryzae CF1001 (G), A. acidus CF1005 (H) and A+H mixed strains (I). The visual appearance, 
flavor, taste, and the antioxidant capacity of each fermented beverage were then assessed. The chromaticity and aesthetic 
quality of the fermented beverage was measured and all fermented beverages appeared yellow. The C-, G-, H- and 
I-fermented beverages received scores of 3.319, 3.206, 3.170 and 3.025 points, respectively, following a sensory evalua-
tion, while the others received less than 3 points. The polyphenol content of the different beverages were similar, 
while the flavonoid content significantly differed. In particular, the flavonoid content of the C- and E-fermented bev-
erag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beverages. Although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reducing power of 
the fermented beverages was very low, the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of all beverages (except the 
E-fermented beverage)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Specifically, the SOD-like activity from the 
F-fermented beverage at 10,000 ppm was more than 50%. Interestingly,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beverages 
were unrelated to their polyphenol or flavonoid level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aesthetic qualities of G- and 
H-fermented beverages were the highest and that this wa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ir antioxidant capacity.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mixed grain-derived fermented beverages 
that can also fulfill a useful functio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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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증가

시켰으며 사람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well- 

being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

능성 식품과 전통적인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 발효식품은 유용한 미생물인 probiotics에 의해 식품이 

발효된 것으로, 저장 기간이 증가되고 맛과 조직감이 개선되

며,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근대의 서구화된 식생활과 외식산업의 발전은 전통적인 

식사량을 감소시키고, 고열량 식사와 인공 감미료 사용을 

증가시켜 현대인들의 고혈압, 당뇨 및 비만 등의 만성대사질

환 발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4,5).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증진 효능물질을 포함한 

천연식품의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7). 그중 발효식

품은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식품에 부족한 영양분

과 효능이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곡류를 주원료로 하는 다양

한 전통 발효식품과 음료가 꾸준히 생산 및 소비되고 있지만

(8,9), 국내에서는 주류와 증편 등 소수의 제품이 주를 이루

고 있는 실정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쌀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들이다(10). 잡곡은 식량 작물 중 쌀을 제외한 보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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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ndidate strains for the production of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No.            Strains

A
B
C
D
E
F
G
H
I

Aspergillus oryzae CF1003
Aspergillus acidus KACC46420
Rhizopus delemar KACC46149
Rhizopus oryzae KACC45714
Rhizopus oryzae KACC46148
A～E mixed strains
Aspergillus oryzae CF1001
Aspergillus acidus CF1005
A+H mixed strains

무, 콩, 조 등의 곡류를 말하며, 쌀과 비교해 열등작물로 인식

되어 왔으나 무기질 및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양한 생리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3). 그러나 잡곡

의 유익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은 현

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폴리페놀화합물은 식물에 널리 존재하는 2차 대사 화합

물로 다수의 히드록실기(-OH)를 가지고 있어 여러 화합물

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항암, 항고혈압, 항염

증, 항당뇨, 항노화 및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액포 및 세포막에서 유리형, 에스테르형 또는 결

합형으로 존재하고 있다(14-18).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한 종류로 C6-C3-C6의 기본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암 효과 및 항산화 효능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3). 세포내의 대사 과정의 결과

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은 심혈관계 질환, 암 노화 등을 유발한다(24). 생체 내에는 

이러한 활성산소종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항산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과도한 활성산소종의 증가는 

항산화계의 활성을 감소시킨다(25). 감소된 체내 항산화활

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물질로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폴

리페놀화합물이 잘 알려져 있다(26). 활성산소종의 작용에 

의해 체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상해 등을 유발해 노화, 심혈관질환, 암 등의 질환

을 일으키게 되므로(27) 항산화활성이 있는 기능성 발효식

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함으로써 활성 산소에 의해 무너진 체

내 생리활성의 균형을 개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7가지 균주 및 혼합 균주로 

잡곡을 발효시켜 잡곡발효음료를 개발하고, 균주에 따라 제

조된 발효음료의 관능평가 및 항산화활성을 검토함으로써 

기능성 음료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실험에 이용된 5가지 잡곡 중 백미는 철원 친환경영농조

합법인에서, 메밀은 봉평메밀, 조와 수수, 기장은 두보식품

(Seoul, Korea)에서 공급받았으며, 발효균은 Table 1과 같

으며 충무발효(Ulsan, Korea) 및 농촌진흥청에서 공급받았

다.

잡곡발효물의 제조

잡곡발효물의 제조는 Fig. 1과 같이 진행하여 준비하였

다. 즉 잡곡은 총 무게가 3 kg이 되도록 쌀 70%, 메밀과 

조는 10%, 기장과 수수는 5%씩 계량하여 준비한 후, 수수를 

1시간 30분간 증류수를 이용하여 침미하였고 차조와 기장, 

메밀을 혼합하여 1시간을 더 침미시킨다. 이후 백미를 추가

하여 1시간 더 침미하여 준비한다. 준비된 잡곡은 1시간 탈

수시킨 후 115°C에서 45분간 증자하였고, 60°C로 냉각한 

후 원료량 3배의 증류수와 원료량의 0.2% 발효균을 각각 

첨가하여 53°C에서 20시간 동안 발효시켰다.

산도 및 색도 측정

제조된 잡곡발효물의 산도 측정은 pH meter(seven- 

easy, Mettler Toledo, Columbus, OH, USA)를 사용하였

으며, 색도는 color spectrophotometer(ColorMate, Scin-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L(명도, lightness), a(적색

도, redness), b(황색도, 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제조된 잡곡발효물에 대한 관능검사는 Choi 등(7)의 방법

을 변형하여 이용하였다. 강원대학교 20~3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패널 25명을 대상으로 5점 기호척도법을 사용하

여 매우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나쁘다 2점, 매우 

나쁘다 1점으로 평가해 색, 향, 맛, 전체적인 기호도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는 각각의 샘플을 상대 비교하

여 실시하였다.

세포주 배양

간암 세포주인 HepG2 세포(hepatocellular carcinoma)

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

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HepG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FBS, Welgene, Daegu, Korea)과 1% pen-

icillin-streptomycin(PE-ST, Welgene)이 첨가된 mini-

mum essential medium(MEM, Welgene) 배지에서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배양이 끝난 세포의 생존율은 CCK-8 kit(Dojindo, 

Kumamot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96 well 

plate에 1×106 cells/mL의 농도로 0.1 mL씩 분주한 뒤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와 PE-ST가 첨가되지 않은 배지

에 각 시료를 농도별(3,000, 5,000, 10,000 ppm)로 제조한 

후 세포에 처리하여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plate의 각 well에 10 μ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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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ing of each grain

Sequential cumulative immersion:① Sorghum for 1 hr 30 min② add glutinous millet, prosomillet and buckwheat for 1 hr③ add white rice for 1 hr

Dewatering (1 hr) & steaming (115°C/45 min)

Cooling (60°C)

Add water (3 vol. of mixed grains)

Inoculation of starter (0.2%, v/v)

Fermentation by

A B C D E F G H I

Asp.
oryzae

CF1003

Asp.
acidus

KACC4
6420

Rhz.
delemar

KACC46
149

Rhz.
oryzae

KACC45
714

Rhz.
oryzae

KACC46
148

A～E
mixed
strains

Aap.
oryzae

CF1001

Aap.
acidus

CF1005

A+H
mixed
strains

Fig. 1. Preparation and fermentation procedures of mixed grains. All strains cultured in YM agar media at 30°C for 1 week were 
inoculated with 0.2% against total sample weight. 

CCK-8 reagent를 첨가하였다. 3시간 동안 반응을 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EL808, BioTek,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8).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phenol 시약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29). 각 시료 0.2 mL에 증류수 4.8 mL를 

넣은 후 50% Folin-Ciocalteau's phenol(Sigma-Aldrich, 

St. Louis, MO, USA) 0.5 m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하여 3분

간 방치한 후 1 mL의 10% Na2CO3(Sigma-Aldrich)를 가하

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UV/vis spec-

trophotometer(Optizen 2120UV, Mecasys,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caffeic acid(Sigma-Aldrich)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 CAE(caffeic acid equiv-

alents)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30)의 방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Sigma-Aldrich) 0.1 mL, 1 M potassium acetate(Sigma- 

Aldrich) 0.1 mL와 80%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40분간 안정화시킨 다음 spectropho-

tometer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Wako, Osaka, Japan)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 QE(quercetin equivalents)로 나타

내었다.

전자공여능(EDA) 활성 측정

전자공여능은 Blois 등(31)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즉 물에 희석한 시료 0.2 mL에 0.15 mM 2,2-diphenyl- 

1-picryl-hydrazyl(DPPH, Sigma-Aldrich) 0.6 mL를 첨

가하여 암조건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

조군(control)은 물을 넣어 측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의거하

여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EDA (%)＝(1－
Absorbance value of sample

)×100
Absorbance value of control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Oyaizu의 방법(32)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

료 용액 0.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0.5 mL, 1% potassium ferricyanide 0.5 mL를 각각 

혼합하여 5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

acetic acid 2.5 mL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65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 0.5 mL에 증류수 0.5 mL, 

1% ferric chloride 0.1 mL를 가하여 혼합한 반응액의 흡광

도를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33)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용액 2 mL에 tris-HCl buf-

fer(50 mM tris+10 mM EDTA, pH 8.5, Sigma-Aldrich) 

3 mL와 7.2 mM pyrogallol(Sigma-Aldrich) 0.2 mL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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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and Hunter color values of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Sample1) pH Chromaticity
L a b

A
B
C
D
E
F
G
H
I

5.31±0.14
5.14±0.01
5.31±0.01
4.93±0.01
4.69±0.02
4.14±0.03
5.74±0.01
5.43±0.02
5.79±0.01

70.88±0.03e2)

71.96±0.02h

67.50±0.03c

67.78±0.10b

71.61±0.04g

71.44±0.04f

63.79±0.01a

68.76±0.01d

67.73±0.03b

0.83±0.01d

0.56±0.01c

0.91±0.03e

0.38±0.07b

0.86±0.02d

0.36±0.01b

0.40±0.01b

0.83±0.02d

0.21±0.00a

 8.92±0.01d

 8.66±0.01c

10.40±0.02f

 8.25±0.08b

 9.00±0.03e

 6.96±0.01a

12.18±0.04h

10.83±0.03g

 8.88±0.04d

1)Same as the Table 1.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h)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by various microorganisms
Sample1)

A B C D E F G H I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3.625b2) 
2.500b

2.571a 
  2.750abcd 

3.600b 
2.800bcd 
2.500a 
2.500bcd 

2.125a 

3.500cd 
3.429ab 
3.625de 

3.750b

1.500a 
2.571a 
1.500ab 

3.750b 
1.250a 
2.571a 
1.250a 

3.800b 
2.700bc 
2.714ab

2.375abc 

2.300a 
3.625d 
3.600b 
3.750e 

2.500a 
3.300bcd 
3.400ab 
3.625de 

2.100a 
3.300bcd 
3.300ab 
3.400cde 

Average
Ranking

2.862 
6

2.850 
7

3.170 
3

2.330
8

2.205 
9

2.897 
5

3.319 
1

3.206 
2

3.025 
4

1)Same as the Table 1.
2)Values are averages of 25 panels evaluated from very poor (1 point) to very good (5 points).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하여 25°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0.1 mL를 가하

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 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을 %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PSS(Statit-

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0.0, Chica-

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

하였고, one-way ANOVA test 후에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도 및 색도 측정

잡곡발효물의 산도 및 색도를 측정하여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I 샘플의 pH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G와 H가 각각 5.74와 5.43을 나타냈다. D, E, 그리고 

F에서는 4.93, 4.69 및 4.14로 비교적 낮은 pH를 나타내었

다. 색도를 측정한 결과, 잡곡발효물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

는 L값은 B 샘플에서 71.96±0.0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

으며, 그 다음으로 E와 F가 각각 71.61±0.04, 71.44±0.04

를 나타내었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모든 샘플에서 1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C 샘플에서 0.91±0.03으로 가

장 높았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G 샘플에서 12.18± 

0.04로 가장 높았으며 H와 C가 각각 10.83±0.03, 10.4± 

0.02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잡곡발효물은 발효과정에서 생

성되는 유기산에 의해 약산성의 특성을 보이는 황색음료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Yi(34)가 팽화차조를 

이용하여 발효시킨 조 막걸리의 산도 및 색도 결과와 유사 

하다. 

관능검사

발효균을 달리하여 제조한 잡곡발효물의 관능검사는 각

각의 잡곡발효물을 상대 비교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색 선호도에서는 F 샘플이 3.800으로 가장 

높았으며, E와 D 샘플이 3.750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였고, 

I는 2.100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맛 선호도에서

는 G 샘플이 3.625로 가장 높았고, E 샘플이 1.250으로 가

장 낮았다. 향 선호도에서는 G 샘플이 3.6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C와 H가 각각 3.429, 

3.400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기호도 평가에서는 G 샘플이 

3.75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C와 H가 3.625로 

그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전체 평가점수를 평균한 결과 G 

샘플이 3.319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H와 C가 각각 

3.206, 3.170으로 다음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관능검사의 결과 제품화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색, 맛, 향의 품질평가에서 Aspergillus oryzae 

CF1001이 가장 우수한 잡곡발효물 생산균주로 평가되었다. 

세포생존율

CCK-8 assay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탈수소효소 작용에 

의하여 분홍색의 수용성 기질인 WST-8 tetrazolium salt를 

오렌지색 WST-8 formazan으로 환원시키는 세포 내 de-

hydrogenase의 능력을 이용하는 검사 방법(28)으로 잡곡

발효물의 세포독성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본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9종의 잡곡발효물을 10,000 ppm, 5,000 ppm, 3,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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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로 처리한 후 HepG2 세포의 생존율을 무 처리군

(control)과 비교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100% 이상의 세

포생존율이 확인되어 세포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실험에서는 10,000 ppm, 5,000 

ppm, 3,000 ppm 농도 범위에서 진행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식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

합물은 다양한 기능성과 함께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체내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켜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러므로 폴리페놀과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항산화력과 기능성 유효물질 

함유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잡곡발효물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폴리페놀 함량은 A와 H 샘플에서 

가장 높은 함량(7.94 mg/g)을 나타냈으며 E 샘플에서 가장 

낮은 함량(7.51 mg/g)을 나타냈으나, 샘플 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는 C 샘플에서 15.62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E 샘플에서 9.80 

mg/g으로 나타났고, A와 G에서는 각각 거의 측정되지 않았

다.

Kim 등(18)은 자생식물과 생약자원 추출물의 폴리페놀

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참나무 겨우살이에

서 폴리페놀은 46.76 mg/g, 플라보노이드는 57.02 mg/g으

로 나타났으며, 포공영, 익모초는 각각 193.82, 191.62 mg/ 

g의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냈으나,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13.96, 20.35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시료에 대한 폴리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대

부분 큰 값을 가지기는 하지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반드시 폴리페놀이 높은 것은 아니라

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Kim 등(35)은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보노이드의 감소는 불안정한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의 변성과 함께 단백질, 철분, 알칼로이드 및 피리딘 

등과 결합하여 침전을 형성하기 때문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Hyon 등(36)의 연구에서 몇몇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은 발

효과정 중 감소하여 알지 못하는 친수성 성분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항산화 활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플라보노이드 감소 또한 이와 무관하지는 않

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효를 통해 다양한 유효 성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산화 활성

ROS는 산소의 체내 대사산물로서 또는 흡연, 환경오염 

등의 외부 인자로 인해 생성되고 소멸되며, 정상적인 상태에

서는 3~5% 정도 존재한다(26). 이러한 ROS는 자유 라디칼

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과산화수소처럼 쌍을 이룬 전자를 가

진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SOD)나 catalase 등에 의해 제거된다(37). ROS

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노화, 흡연, 자외선, 환경오염 등에 

의해 생성 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이나 

동맥경화증, 심혈관계 질환, 노화 등의 성인병질환에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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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of antioxidant activity. (A) Percentage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B) Reducing power of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C) 
Percentage of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at various con-
centration of fermented mixed grain beverages.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h)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breviations: See Table 1.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DPPH radical 소거능은 

미지의 특정물질이 생체의 생리작용 혹은 산화작용에 발생

하는 HO- 혹은 O2- 등을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항산화능이 우수

한 것으로 판단한다(38,39). 

잡곡발효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4A와 같

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계산한 결과, C 샘플에서 4.48%로 

가장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B와 

F가 각각 4.01%, 3.97%를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700 nm에서 ferric-ferricyanide(Fe3+) 혼합

물이 수소를 공여하여 유리라디칼을 안정화시켜 ferrous 

(Fe2+) 형태로 환원시키는 활성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흡광

도 값이 높을수록 환원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잡곡발

효물의 환원력은 Fig. 4B와 같이 관찰되었다. 모든 샘플에

서 농도에 비례하여 환원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G 샘플 10,000 ppm에서 0.247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I(0.224), F(0.206) 등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잡곡발효물에 대한 SOD 유사활성능을 1,000 ppm~ 

10,000 ppm의 농도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 4C와 같다. 

E를 제외한 모든 샘플에서 농도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샘플 10,000 ppm에서 55.15%로 가

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A(43.18%), G(40.9%), H(40.9 

%) 등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Kim 등(18)은 폴리페놀 화합물과 항산화능에 대해 일관

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폴

리페놀 화합물 중 특정 성분에 의해 활성이 다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Park(2)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항산화

효과나 항암효과 등 생리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이는 발효에 참여하는 probiotics가 식품의 당부위를 

제거하여 aglycone을 형성하는 등 발효과정에서 기능성 물

질을 생성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실험

에서 발효를 통해 생성된 기능성 저분자 성분에 의해 비교적 

낮은 폴리페놀 함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SOD 유사활성을 나

타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 제조된 잡

곡발효물에는 발효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생

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잡곡발효물에 일반성분 분석 및 생리

활성측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다양한 발효 균주를 이용한 잡곡발효음료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7종의 균주와 2가지의 혼합균주를 이용하여 잡

곡발효물을 제조하여 분석한 결과, 색도가 비교적 밝으며 

붉은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많이 측정되었다. 관능검사 결과, 

종합적으로 C와 G, H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조된 잡곡발효물의 세포독성은 10,000 ppm까지 관찰되

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총 폴리페

놀은 7.51~7.94 mg/g으로 모든 잡곡발효물에서 유사한 함

량을 나타냈으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 샘플에서 15.62 

mg/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잡곡발효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전자공여능에서는 C 샘플에서 

4.48%로, 환원력에서는 G샘플이 0.247로 가장 높았으며, 

SOD 유사활성 측정에서는 E를 제외한 모든 샘플에서 농도 

비례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고, F 샘플 10,000 pp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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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균주를 이용한 발효물의 관능적 특성과 기능성을 검토함으

로써 잡곡을 이용한 기능성 발효식품의 개발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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