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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Conditions for Anthocyanin Extraction from Black Rice 
Bran and Storage Stability of Anthocyanin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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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ack rice bran, a by-product from rice milling process, is a good natural source of anthocyanin pig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um conditions for anthocyanin extraction from black rice bran 
as well as the stability of anthocyanin extract according to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The main anthocyanin in 
‘Heugkwang’ rice bran was identified as cyanidine-3-glucoside (C3G) by HPLC and LC-MS/MS. The yield and C3G 
content of black rice bran extract were investigated with various extraction solvents, temperatures, and tim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ptimum extraction solvent, temperature, and time were 50% ethanol, 70°C, and 2 h, respectively. 
The stability of anthocyanin extract was studied during a storage period of 168 days at various temperatures (-20°C, 
4°C, and room temperature). Hunter's values (L, a, and b) of anthocyanin extract increased, whereas C3G content 
continuously decreased up to 168 days. Variations in Hunter's values and C3G content become larger as storage temper-
ature increased. Anthocyanin extract from black rice bran was very stable, as C3G content after storage at all temper-
atures was maintained at more than 90% of initial cont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thocyanin extract from black 
rice bran may be useful as a natural food colo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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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색미의 일종인 흑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주

요 생산지이며, 국내에는 1990년경 도입되어 전남 진도 등

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흑미는 특유의 색과 향을 보유

하여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그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 흑미에는 tocopherol, tocotrienol, 

식물성 스테롤 및 다양한 페놀성 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으

며 일반 백미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불포화지방산, 

단백질 등의 영양소 함량이 우수하여 항암, 항산화 작용과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노화 방지, 특정 질병 예방 등 건강기

능성 소재로서의 이용 가치가 높다(2,3). 

특히 흑미는 미강에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흑미의 안토시아닌은 높은 항산화 활성, 항암 활성, 염증 억

제 활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 흑미에 

존재하는 주요 안토시아닌은 cyanidine-3-glucoside(C3G)

와 peonidin-3-glucoside(P3G)로 알려져 있다(7). 최근 기

능성 쌀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C3G 함량이 일반 

흑미에 비해 10~15배가량 높은 슈퍼자미(Super C3GHi) 

품종 및 C3G 함량이 2배 높으면서 쌀눈이 2.8배 큰 큰눈자

미 품종이 개발되었다(8,9). 

안토시아닌은 딸기, 블루베리, 포도, 적색 양배추, 사과, 

자색고구마 등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과일

이나 채소의 열매, 잎, 줄기 또는 뿌리 등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적색, 자색, 청색 등을 나타내는 색소이다(10). 최근 

안토시아닌 색소는 유해성 문제로 사용이 규제되거나 금지

되고 있는 합성색소를 대체하여 천연색소로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11,12). 안토시아닌은 cyanidin계의 고유의 색을 

지닌 chrysanthemin으로 물에 쉽게 용해되는 수용성이므

로 식품에 응용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천연식용색소로

서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13).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색소의 기능성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능성 물질로서의 역

할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4,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40~60만 톤의 미강이 벼 도정 

부산물로 발생하고 있다. 미강은 주로 미강유 추출 후 탈지 

미강 형태로 사료에 이용되거나 농업 폐기물로 처리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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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HPLC analysis 
of anthocyanin from black rice bran

Time (min) % A1) % B2)

0
30
40
50

93
75
35
35

7
25
65
65

1)0.1% trifluoroacetic acid (TFA) in distilled water. 
2)0.1% TFA in 50% acetonitrile.

Table 2. The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LC-MS analy-
sis of anthocyanin from black rice bran

Time (min) % A1) % B2)

0
15
18
20
21
30

95
80
50
50
95
95

5
20
50
50
5
5

1)0.1% formic acid in distilled water. 
2)0.1% formic acid in 50% acetonitrile.

으나 최근에는 미강의 우수한 영양성과 기능성이 보고되면

서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의약용 소재로서의 가

능성도 증가되고 있다(16-18). 특히 흑미 미강은 oryzanol, 

phytic acid, ferulic acid, hemicellulose, tocopherol, oc-

tacosanol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산

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재이다. 

흑미 미강에 대한 연구는 흑미 미강 추출물과 색소 분획의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활성(19,20), 흑진주벼 미강으로부

터 생리 기능성 물질의 탐색 및 추출 조건(21), 흑미 미강의 

기능성 성분 추출 공정 최적화(22), 흑미 미강으로부터 페놀

성 항산화 물질 분리(23) 등 주로 기능성 물질의 분리 및 

기능성 분석에 대해 보고되었으나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토시아닌 추출 조건을 평

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산물인 흑미 미강으로부터 천연색

소와 기능성 식품 첨가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안토시아닌

을 최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조건을 평가하였다. 또한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추출 분말을 저장 온도와 기간에 따라 

안토시아닌의 저장 안정성을 평가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흑미 미강은 2014년도에 생산된 흑광 품

종으로 전남 진도군 농업회사법인 잠(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사용 전까지 -20°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

용하였다.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분석

흑미 미강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을 분석하기 위하여 흑미 

미강 0.2 g에 1% HCl이 함유된 50% methanol 45 mL를 

넣고 30분간 sonication 한 후 50 mL로 정용하였다. 정용한 

용액을 0.45 μm syringe filter(HP045AN10,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을 준비하였다. 시험용

액의 안토시아닌은 Agilent 1100 series HPLC(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

석 column은 Capcell Pak C18 MGⅢ(4.6×250 mm, 5 μm, 

Shiseido,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mobile phase 조

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Injection volume은 20 μL, 

flow rate는 1.0 mL/min으로 하여 520 nm에서 분석하였

다. 안토시아닌 표준시료는 cyanidin-3-glucoside(C3G,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peonidin- 

3-glucoside(P3G, Tokiwa Phytochemical Co., Ltd., 

Chiba, Japan)를 사용하였다. 주요 peak에 대한 보다 정확

한 동정을 위하여 LC-MS/MS를 시행하였다. LC-MS/MS 

분석을 위한 LC는 Thermo Finnigan Surveyor HPLC 

(Thermo Electron Co.,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였

으며, column은 INNO C18(2.0×50 mm, 5 μm, Young Jin 

Biochrom Co., Ltd., Seongnam, Korea)을 사용하였다. 

Injection volume 2 μL, flow rate 0.2 mL/min으로 하여 

PDA detector(190~800 nm)로 분석하였다. Mobile phase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MS 분석은 Thermo Finni-

gan LCQ Deca XP plus ion trap mass spectrometer 

(Thermo Electron Co.)를 사용하여 ionization type ESI/ 

prove voltage(5 kV)/positive, MS range 150~1,500 

m/z, N2 gas flow rate 1.5 mL/min, capillary temperature 

275°C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흑미 미강으로부터 안토시아닌 추출

흑미 미강으로부터 안토시아닌의 최적 추출 조건을 평가

하기 위하여 추출 용매, 온도, 시간에 따른 추출을 시행하였

다. 추출 용매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흑미 미강 50 g에 

물과 25%, 50%, 70%, 95%로 농도를 달리한 에탄올을 20

배수로 첨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안토시아닌 

최적 추출 용매 선정 후 추출 온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흑미 미강을 실온에서 24시간 및 50°C, 70°C, 90°C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선정된 추출 용매와 온도에서 

추출 시간을 평가하기 위하여 흑미 미강을 각각 1시간, 2시

간, 3시간 추출하였다. 흑미 미강 추출액은 55 μm bag fil-

ter(NLM-55-SS1R, GFS Filtration Pte Ltd., Frontier, 

Singapore)로 여과하여 감압 농축(40°C, 150 rpm)한 후 

동결 건조(PVTFD 10R, IlShin Lab Co., Ltd., Dongdu-

cheon, Korea)하여 분말 수율 및 C3G 함량을 측정하였다. 

분말 수율은 동결 건조된 분말 중량을 추출에 사용한 흑미 

미강의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C3G 함

량은 상기의 안토시아닌 분석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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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HPLC profile of standards (A, B) and anthocyanins in 
black rice bran (C). Peak 1, cyanidin-3-glucoside; peak 2, peoni-
din-3-glucoside.

Table 3. Extraction yield and C3G contents of extract powder 
from black rice bran at different solvent

Extraction solvent Extraction yield (%) C3G content
(mg/g)

Water
25% ethanol
50% ethanol
75% ethanol
95% ethanol

 8.17±0.55c1)

10.04±0.53b

11.22±0.63a

10.45±0.62ab

 3.05±0.11d

 4.30±0.23e

22.55±0.69c

37.00±0.49a

35.77±0.31b

 9.35±0.46d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안토시아닌 추출 분말의 저장 안정성 확인

흑미 미강으로부터 추출된 안토시아닌 추출 분말의 저장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에서 추출한 안토시아

닌 추출 분말을 -20°C, 4°C 실온으로 저장 온도를 달리하여 

168일 동안 저장하면서 저장 기간에 따른 C3G 함량 및 색차 

변화를 측정하였다. C3G 함량은 상기의 안토시아닌 분석 조

건으로 측정하였으며, 색차 변화는 색차계(CM-3500d,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s val-

ue인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 값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7,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P<0.05).

결과 및 고찰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분석

유색미의 색소는 대부분 과피인 미강에 존재하며 주요 성

분으로는 C3G, P3G, malvidin-3-glucoside(M3G) 등이 

알려져 있다(24).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흑미의 안토시아

닌은 C3G와 P3G가 주요 성분으로, 특히 C3G의 함량이 다

른 색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 흑광 품종의 미강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을 

HPLC로 분석한 결과 retention time 32.4 min(peak 1)과 

34.7 min(peak 2)에 2개의 peak가 검출되었으며, 표준시료

와 비교 분석한 결과 peak 1은 C3G, peak 2는 P3G와 일치

하였다(Fig. 1). 이 중 major peak인 peak 1에 대한 보다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LC-MS/MS 분석을 시행하여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해 본 결과 molecular ion [M]+은 m/z 

449, fragment ion [M]+은 m/z 287로 나타났다(Fig. 2). 

Fragment ion [M]+ m/z 287은 C3G 구조에서 aglycon인 

cyanidin이며, neutral loss m/z 162는 glucose 분자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5,26).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흑미 미강의 주요 안토시아닌은 C3G로 최종 확인되었다.

흑미 미강의 추출 조건에 따른 수율 및 C3G 함량

흑미 미강으로부터 안토시아닌을 최적으로 추출하기 위

하여 추출 용매, 추출 온도, 추출 시간에 따른 안토시아닌 

추출 분말의 수율 및 C3G 함량을 분석하였다. 추출 용매는 

식품용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물과 에탄올을 농도별(25%, 

50%, 75%, 95%)로 처리하여 각 용매별 추출 분말의 추출 

수율 및 C3G 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3). 추출 용매에 따

른 수율은 50% 에탄올(11.22%), 75% 에탄올(10.45%), 25 

% 에탄올(10.04%), 물(8.17%), 95% 에탄올(3.05%) 순으

로 나타났다. 추출 용매에 따른 C3G 함량은 50% 에탄올 

용매에서 37.00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75% 에탄올(35.77 mg/g), 25% 에탄올(22.55 mg/g), 95% 

에탄올(9.35 mg/g), 물(4.30 mg/g) 순으로 나타났다.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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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C-MS/MS spectrum of major anthocyanin (peak 1 in Fig. 1) in black rice bran. Molecular ion [M]+ of m/z 449. Fragment 
ion [M]+ of m/z 287. 

Table 4. Extraction yield and C3G contents of extract powder 
from black rice bran at different temperature

Extraction
temperature (°C)

Extraction yield
(%)

C3G contents
(mg/g)

 RT1)

 502)

70
90

12.41±0.48c3)

15.61±0.49b

16.18±0.34ab

16.84±0.22a

37.54±0.23c

37.82±0.03c

43.10±0.07a

41.63±0.32b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Extraction for 24 h at room temperature.
2)Extraction for 1 h at 50°C, 70°C, and 90°C.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을 적용하여 계산한 흑미 미강 중량당 C3G 함량은 50% 에

탄올(4.15 mg/g), 75% 에탄올(3.74 mg/g), 25% 에탄올

(2.25 mg/g), 물(0.35 mg/g), 95% 에탄올(0.29 mg/g) 순으

로 나타났다. 추출 수율과 C3G 함량은 50% 에탄올 용매 

조건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C3G 함량의 

경우 50% 에탄올 추출 시 물 추출에 비해 8.6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Kim 등(12)은 오디 색소 추출을 위한 추출용매 선정 평가

에서 메탄올 추출물의 C3G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으나, 최적 용매로는 식용색소로 사용 가능한 에탄올을 

선정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C3G 함량은 물 추출에 비해 

10배가 높게 측정되었다. Oh 등(27)은 흑미의 색소 추출 

효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80% 메탄올, 80% 에탄올, 99% 

부틸알코올, 99.5% 에틸에텔, 95% 헥산에서 추출된 색소의 

추출량을 흡광도(538 nm)로 측정한 결과 80% 메탄올에서 

가장 많은 추출량을 나타내었으나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될 

점을 고려하여 70~80% 에탄올이 적합할 것으로 평가하였

다. 색소 추출의 경우 주로 메탄올에 소량의 염산을 첨가하

여 추출하지만 메탄올과 같은 용매의 사용은 식용색소로 사

용하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으면서 색소 추출 효율이 좋은 에탄올 추출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율 및 C3G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50% 

에탄올이 추출 용매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출 용매 선정 후 추출 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흑미 미

강을 50% 에탄올 용매를 사용하여 실온, 50°C, 70°C, 90°C

에서 추출하였다. 열처리를 하지 않는 실온 조건에서는 24

시간, 열처리가 필요한 50°C, 70°C, 90°C에서는 각각 1시

간씩 추출하여 추출 수율 및 C3G 함량을 확인하였다(Table 

4). 그 결과 추출 수율은 90°C에서 16.8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70°C(16.18%), 50°C(15.61%), 실온(12.41%) 

순으로 추출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이 높았다. C3G 함량은 

70°C에서 43.10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C 

(41.63 mg/g), 50°C(37.82 mg/g), 실온(37.54 mg/g) 순으

로 나타났다. 50°C와 실온 추출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수율을 적용하여 흑미 미강 중량당 C3G 함량으로 환산하였

을 때 90°C에서 7.01 mg/g, 70°C에서 6.97 mg/g, 50°C에

서 5.90 mg/g, 실온에서 4.66 mg/g 순으로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70°C와 90°C 추출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Oh 등(27)은 유색미 색소 추출 시 온도를 높일수록 효율

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90°C에서는 색 변화의 불안정한 

현상을 보이므로 70~80°C 범위 내에서 추출하는 것이 최고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색고구마의 안토시

아닌 색소의 추출 조건을 결정한 연구에서 추출 온도가 높을

수록 추출 속도가 빨라지며 20, 40, 60, 80°C의 추출 온도 

중 80°C, 3시간 추출에서 가장 높은 흡광도 값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였다(28). 흑미 미강으로부터 안토시아닌을 추출

하기 위한 추출 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추출 수율과 C3G 

함량을 고려할 때 실온에서 24시간 처리하기보다는 열처리

로 단시간에 추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산업적 적용을 고려

할 때 추출 횟수를 늘림으로써 추출액을 다량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추출 온도의 선정은 추출 수율과 

C3G 함량에서 70°C와 90°C의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

므로 안토시아닌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추출 온도는 70°C를 선정하였다.

추출 시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적 추출 용매(50% 에탄

올)와 온도(70°C) 조건에서 흑미 미강을 1시간, 2시간, 3시

간 동안 각각 추출한 후 추출 분말의 수율 및 C3G 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5). 추출 시간에 따른 수율은 16.18~ 

16.62%로 추출 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C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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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traction yield and C3G contents of extract powder 
from black rice bran at different time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yield
(%)

C3G contents
(mg/g)

1
2
3

16.18±0.34a1)

16.62±0.55a

16.30±0.75a

43.10±0.07b

43.88±0.59a

41.51±0.42c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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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unter's values (L, a, and b) of 50% ethanol extract 
powder from black rice bran during storage. Values are ex-
pressed as the mean±SD (n=3). 

함량은 추출 2시간에서 43.88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추출 1시간에서 43.10 mg/g, 추출 3시간은 41.51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수율을 적용하여 흑미 미강 중

량당 C3G 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추출 1시간은 6.97 mg/g, 

추출 2시간은 7.29 mg/g, 추출 3시간은 6.77 mg/g으로 나

타나 추출 2시간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은 50% 에탄올 용매와 70°C 

온도 조건에서 추출 2시간에 최적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안토시아닌 분말의 저장 안정성 확인

흑미 미강으로부터 최적 조건(50% 에탄올, 70°C, 2시간)

에서 추출된 안토시아닌 분말의 저장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안토시아닌 분말을 -20°C, 4°C, 실온(RT)에서 각각 

168일 동안 저장하면서 색도 및 C3G 함량을 측정하여 변화

를 관찰하였다. 흑미 미강 안토시아닌 분말의 색도(L, a, b) 

변화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안토시아닌 분말의 색도

는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 모두 저장 기간이 늘어남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온도가 높을수

록 높은 값을 나타내어 저장 기간에 따른 변화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명도의 경우 -20°C 저장 시 초기 6.83에서 

점차 증가하여 저장 종료시점인 168일에 7.81을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4°C 저장에서도 저장 일수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여 168일에 7.96을 나타내었다. 실온 

저장의 경우 -20°C나 4°C 저장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변화하

며 168일에 9.44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적색도와 

황색도 역시 명도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며 초기 35.46과 

11.62에서 저장 종료시점인 168일에 -20°C 저장에서는 

37.05와 13.35, 4°C 저장에서는 37.19와 13.56을 나타내

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실온 저장에서는 39.26과 

16.10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Chung 등(13)은 검정콩을 실온에서 12개월 동안 저장하

면서 종피의 안토시아닌 색차를 조사한 결과 품종에 따라 

명도는 6개월까지 완만하거나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적색

도는 9개월까지 서서히 증가하였고, 황색도도 적색도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며 12개월까지 점차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그리고 Park 등(29)은 오디와 블루베리 과립의 저장

기간(7주)에 따른 색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오디 과립의 명

도는 저장 초기 36.0에서 7주 후 29.59로 감소하였고, 적색

도는 저장 초기 7.45에서 8.57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황색

도는 -0.32에서 -0.02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블루베

리 과립의 명도는 저장 초기 37.0에서 7주 후 35.14로 미비

하게 감소하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사한 수준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분말이 

저장 기간에 따라 명도가 증가한 결과와 상이하며,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한 결과와는 비교적 일치한다. 명도의 증가 

또는 감소는 적색도 또는 황색도 값의 증가 폭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 168일 동안 명도가 증가

한 흑미 미강 안토시아닌 분말은 실온 저장 후 적색도와 황

색도가 초기 함량에 비해 각각 3.80, 4.48 증가하여 황색도

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장기간 동안 명도

가 감소한 검정콩 종피는 저장 12개월 후 적색도와 황색도



1548 김효주 ․위지향 ․양은주

26.0

27.0

28.0

29.0

30.0

31.0

32.0

0 14 28 42 56 84 112 140 168
Storage period (days)

C
3G

 c
on

te
nt

s 
(m

g/
g)

  .

-20℃
4℃
RT

Fig. 4. C3G contents of 50% ethanol extract powder from black 
rice bran during storag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가 초기 함량에 비해 평균 10.14와 6.49가 증가하여 적색도

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13). 또한 저장기간 동안 명도

가 감소한 오디와 블루베리 과립의 경우도 저장 7주 후 적색

도는 1.12와 0.5가 증가한 반면, 황색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안토시아닌을 함유하는 원료는 저장

에 따라 황색도에 비해 적색도의 증가폭이 큰 경우 명도는 

감소하며, 반대의 경우 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 온도 및 기간에 따른 흑미 미강 안토시아닌 분말의 

C3G 함량 변화는 Fig. 4에 나타내었다. -20°C 저장의 경우 

초기 31.35 mg/g에서 168일 후 30.51 mg/g을 나타내며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초기 함량의 97.32%를 유지하였다. 

4°C 저장의 경우 초기 31.35 mg/g에서 저장 168일 후 

29.50 mg/g을 나타내며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초기 함량의 

94.10%를 유지하였다. 실온 저장의 경우 초기 31.35 mg/g

에서 저장 168일 후 28.40 mg/g을 나타내며 -20°C나 4°C 

저장에 비해 좀 더 감소하였으나 초기 함량의 90.59%를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미 미강 안토시아닌 분말의 C3G 함량은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며 저장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안토시아닌 함

량과 색도(L, a, b) 간에는 모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 이는 Kim 등(30)이 흑진주벼에서 추출된 색소의 함

량과 색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종실의 색소 함량

이 높을수록 종실의 밝기와 적색도 및 황색도가 모두 낮아지

므로 안토시아닌 색소와 색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 한 보고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분말은 저장 168일 후에도 모든 

저장온도(-20°C, 4°C, 실온)에서 C3G 함량이 초기 함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며 상당히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k 등(29)은 오디와 블루베리 과립을 실온에서 저장한 

후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오디 과립은 저장 초기 

76.26 mg/100 g에서 7주 저장 후 69.47 mg/100 g으로 

감소하여 초기 함량의 91.10%를 유지하였으며, 블루베리 

과립은 저장 초기 75.24 mg/100 g에서 7주 저장 후 66.53 

mg/100 g으로 감소하여 초기 함량의 88.42%를 유지하였

다. Hwang과 Ki(31)는 아로니아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정성 연구에서 아로니아 색소를 -70°C, -20°C, 4°C에서 

저장 시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색소의 파괴 정도가 높았으

며, 4°C 저장에서는 색소의 파괴가 급격하여 10주가 경과하

면서 저장 초기에 비해 45.24% 감소하여 아로니아를 장기 

저장하는 경우 색소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안토시아닌 분말은 실온에서도 높은 함량을 유지하며 상당

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월 이상 장기 저장할 경

우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안토시아닌의 안정성은 flavylium 양이온 구조에 기인하며 

pH, 온도, 효소, 빛, 당류, flavonoid, phenolic acid, 금속 

등의 화합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34). 따

라서 흑미 미강 안토시아닌 분말을 식품용 천연색소나 건강

기능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실온이나 장기 저

장에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농업 부산물인 흑미 미강으로부터 식품 원료로 활용하기 위

한 안토시아닌을 최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추출 조건을 평

가하였다. 흑광 품종 미강의 안토시아닌을 분석한 결과 주요 

안토시아닌 성분은 cyanidine-3-glucoside(C3G)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을 추출하기 위하여 

추출 용매, 추출 온도, 추출 시간에 따라 추출 분말의 수율 

및 C3G 함량을 분석한 결과 흑미 미강은 50% 에탄올 용매, 

70°C, 2시간 추출에서 안토시아닌이 최적으로 추출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흑미 미강으로부터 최적 조건에서 추출된 

안토시아닌 분말을 식품 원료로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저장 온도(-20°C, 4°C, 실온)와 기간(168일)에 따라 색

차와 C3G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흑미 미강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분말의 색차는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 모

두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안

토시아닌 분말의 C3G 함량은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안토시아닌 함량과 색도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흑미 미강의 안토시아닌 분말은 저

장 168일 후에도 모든 저장 온도에서 C3G 함량이 초기 함량

의 90% 이상을 유지하여 매우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저장 안정성이 높은 흑미 미강의 추

출 분말은 식품 산업에서 천연색소 및 기능성 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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