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2, No. 5, pp. 632~636 (2010)

632

연구노트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발아 유색미의 GABA(γ-aminobutyric acid) 함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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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vel of γ-aminobutyric acid (GABA) in pigmented rice wa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determined by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fluorescence detection (HPLC/FLD). In this study, the recovery rate and limit of
detection (LOD) of GABA were 122.4±2.4% and 0.23 µg/g, respectively. The geminating pigmented rice samples, which
were harvested in Paju, Korea, were soaked in water at 18oC for 20 hr. After soaking, the samples were germinated at
30oC for about 24 hr. GABA content was highest (293.0 µg/g) in the germinated red rice. Furthermore, GABA levels in
the germinated rice increased significantly by up to 11.1 and 24.7-fold as compared to non-germinated rice and milled rice,
respectively. The GABA concentrations of non-germinated rice, with the exception of red ric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milled rice by 7.6-20.6-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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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Oryza sativa L.)은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곡

류 중의 하나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소비하

고 있다(1).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쌀은 백미의 형태로 현미의 도

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쌀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 즉 당질, 지방질,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함량이

변화된다(2). 또한 중요 효소인 amylase와 peptidase의 효소활성도

도 변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 현미는 벼의 왕겨만 제거한 것

으로 배아와 겨 층에 대부분의 영양소가 존재하며, 백미보다 식

이섬유, 아미노산, 피틴산, 비타민 B와 E 등의 영양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3-5). 또한 현미는 적갈색에서 흑자색에 이르

는 다양한 변이의 유색미가 재배되는데, 적갈색계의 현미는 탄닌

계 색소가, 흑자색계에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6).

그리고 등숙기에 과피층의 엽록소 소실이 늦어 녹색을 띠는 현

미 즉 녹미도 생산된다(7). 이들 유색미에 포함된 탄닌계 색소는

유해성 중금속 제거 및 변이원 물질 생성을 억제시키는 등의 효

능이 있으며,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항산화, 항암 기능 등의 효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엽록소는 조혈, 항

암, 항염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8,9).

현미가 지닌 여러 생리활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은 증대되

었으나, 거친 식감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10).

하지만 현미를 발아시킬 경우 전분, 다당류, 단백질 등이 분해되

어 올리고당과 아미노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기호성이 증진된다.

또한 세포벽 분해효소가 작용하여 현미 외피의 일부가 가수 분

해되고 조직이 연화되어 거친 식감을 개선시켜 주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5,10-12). 여러 영양소 즉 각종 비타민, 무기질, 효소, 아

라비녹실란, 아미노산, γ-aminobutyric acid(GABA) 등의 함량이 발

아 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3). 이 중 GABA는 자

연계에 분포하는 비단백질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4개의 탄소로 구

성되어 있으며, 물에 매우 잘 녹는 물질이다(14,15). GABA는 L-

glutamic acid로부터 glutamate decarboxylase의 촉매작용에 의해

탈탄산 되어 생합성 되며, 주로 동물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

성 신경전달물질로서 뇌와 척수에 주로 존재한다(16). 최근까지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ABA는 혈압강하작용, 통증과 불안증

세 완화, 당뇨병 예방, 불면, 우울증 완화 등과 같은 기능성을 보

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7-21). 식물의 경우, 기계적인 자극,

키토산 처리, 혐기적 조건, 침지 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의

해 GABA 생성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18,22).

현미에 포함된 GABA 함량 분석과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

구는 상당부분 진행 되었다. Komatsuzaki 등(23)과 Choi 등(12)은

수침 조건과 혐기적인 처리를 통해 현미 및 발아현미에서 GABA

의 함량을 증진시키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Oh와 Choi(13),

Oh 등(14)은 글루탐산, 키토산 처리 시 발아 현미의 GABA 함량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미, 홍미, 흑미와 같

은 유색미의 GABA 함량을 분석하거나 발아 전후의 함량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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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색미와 관련된 연구는 GABA와

관련된 연구보다는 유색미의 화학적 조성과 함량 및 항산화 활

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Nam 등(24)은 유색미 겨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고, Shen 등

(25)은 유색미의 크기와 질량에 따른 총 페놀성 함량, 플라보노

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미와 유색미에 존재하는 GABA 함량

분석을 위해 기존의 분석법을 개선하고 회수율과 검출한계, 정량

한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현미, 녹미, 홍미, 흑미 등 유색미4종

의 발아 전후의 GABA 함량을 분석하고, 이를 백미와 함께 비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현미, 녹미, 홍미, 흑미(Oryza sativa L.)는 경기

도 파주의 생산업체인 (주)하동에서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

며 백미도 함께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아실험의 경우

(주)하동의 실험실(Cheongju, Korea)에서 실시하였다.

표준품 및 시약

표준품인 GABA는 Sigma-Aldrich Korea(St, Louis, MO, USA)

에서 구매하였다. 증류수, 클로로포름, 메탄올, Acetonitrile은 J. T.

Baker Co.(Phillipsburg, NJ,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Waters

사(Milford, MA, USA)의 1차, 2차 아미노산 모두를 안정한 형광

유도체화 물질로 바꿔주는데 필요한 AccQ-FluorTM Reagent Kit

(AccQ-Fluor borate buffer, AccQ-Fluor reagent powder, AccQ-

Fluor diluent로 조합됨)와 Accq-Tag Eluent A를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

시료의 발아

증류수를 사용하여 시료를 18oC에서 20시간 동안 침지시켰다.

침지를 시작한지 16시간이 지난 후에 전분 등의 불순물을 제거

하기 위해 물을 교환해 주었다. 20시간 침지가 끝나면 마지막으

로 물을 교환 후에 30oC의 암실에서 싹의 길이가 3 mm가 되도

록 현미와 녹미는 24시간, 홍미와 흑미는 20시간 동안 발아시켰

다. 그 후에 55oC의 오븐(Jeotech, Seoul, Korea)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하여 건조 후 수분 함량이 13%가 되도록 하였다.

GABA의 추출

GABA의 추출은 Oh와 Choi(13)의 방법을 수정하여 실험하였

다. 시료는 분쇄기(HR1351, Philips, Eindhoven, Netherlands)를 이

용하여 잘게 분쇄한 다음, Conical centrifuge tube(SPL Life Sci-

ences, Pocheon, Korea)에 1.0 g씩 칭량하였다. 시료 중 GABA의

1차 추출을 위해 메탄올 12 mL, 클로로포름 5 mL, 물 3 mL를 가

한 후, 교반기(RS-1, JEIO TECH, Daejeon, Korea)를 290 rpm으

로 조정하여 30분간 흔들어 주었다. 원심분리기(Combi-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Incheon, Korea)는 상대원심력(Relative centrifu-

gal force, RCF) 12,000×g, 4oC로 설정하여 15분간 원심 분리를

실시하였다. 원심 분리 후에 GABA를 포함한 수용액 층을 각각

새로운 Conical centrifuge tube에 취하고, GABA의 2차 추출을 위

해 침전물에 클로로포름 3 mL와 물 5 mL을 가하였다. 1차 원심

분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한 번 원심 분리를 실시한 후, 상

징액을 취하여 1차 추출에서 얻어진 용액과 합하였다. 1차, 2차

에서 얻어진 용액을 동일 조건에서 다시 한 번 원심 분리를 실

시하여 상징액만 얻었다. 얻어진 동일한 종류의 상징액을 증류

플라스크에 합하여 넣고, 30oC 항온수조에서 감압 증류를 실시하

여 유기용매를 증류한 후에 이를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Lab,

Yangju, Korea)로 건조하였다. 건조한 시료를 10 mL의 물을 가하

여 용해한 후, 0.45 µm의 PVDF(Millipore Corporation, Bedford,

MA, USA) 필터를 통과시켜 여과한 것을 Waters사의 AccQ-Tag

Amino Acid Analysis 방법에 따라 유도체화하였다. 여과한 GABA

추출액 10 µL에 AccQ-Fluor Borate Buffer 70 µL를 넣고 잘 혼합

한 후, AccQ-Fluor Reagent 20 µ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에 상온

에서 3분간 방치하였다. 이를 Heating Block(MG-2200, EYELA,

Tokyo, Japan)을 이용하여 55o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에 HPLC에

주입하였다.

HPLC 분석 조건

HPLC 기기는 1525 펌프(Binary HPLC Pump)와 474 형광검출

기(Scanning Fluorescence Detector)로 구성된 Waters사 제품을 사

용하였다. 또한 컬럼은 AccQ-Tag C18 컬럼(3.9×150 mm I.D.,

4 µm)을 Waters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형광 검출기의 여

기 파장은 250 nm, 측정 파장은 390 nm로 설정하였다. 유속은 분

당 1 mL로 설정하였고 10 µL를 주입 하였다. 이동상 A는 AccQ-

Tag Eluent A 100 mL를 물 1 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동

상 B는 60%의 Acetonitrile (물:Acetonitrile, 40:60, v/v)을 사용하

여 gradient mode로 분석하였다. 이동상의 조성은 Waters사의

AccQ-Tag amino acid analysis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분석하였으

며,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피크의 면적은 Waters Empower 2

소프트웨어(Waters)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GABA의 정성 및 정량 분석

GABA의 정성 분석은 두 가지 단계의 실험을 통해 실시하였

다. 첫 번째는 표준 용액의 피크와 시료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여 정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시료에 일정 농

도의 표준 용액을 첨가하여 피크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 분석은 크로마토그램의 농도-

면적비에 대해 1, 2, 4, 8, 100 µg/mL의 농도에서 검량선을 작성

하고 이를 통해 시료 중의 GABA 함량을 구하였다. 각각의 시료

는 3회 반복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확립된 분석 조건에 따라

각각의 시료를 전처리 한 후에, HPLC에 주입하여 각 시료가 함

유하고 있는 GABA의 양을 정량 분석하였다.

Table 1. The gradient profile for HPLC separation of the

derivatives of GABA

Time (min) A1) (%) B2) (%)

Initial 100 0

0.5 98 2

15 93 7

19 90 10

22 80 20

32 67 33

33 67 33

34 0 100

37 0 100

43 100 0

1)Eluent A: Waters AccQ-Tag Eluent A 100 mL-water 1 L
2)Eluent B: Acetonitrile-water (60:40,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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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설정

회수율은 GABA의 함량이 낮고 대표할 수 있는 시료인 현미

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분쇄한 현미에 표준 용액 1,000 µg/mL

을 1 mL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를 실시한 후

에 회수율을 구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하였다. 또한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Harris(26)의 방법에 따라 구하였으며 표준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1 µL/mL을 제조하여 7회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통계처리

각 시료의 GABA 함량에 대한 결과는 통계 분석 SAS 9.1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검정(p<0.05)은 Duncan

의 다중검정법(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GABA 분석법 확립

본 연구에서 확립한 GABA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검

량선의 직선성(R2),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회수율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검량선은 GABA 표준품을

물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만든 후,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HPLC

로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검량선의 R2값은 0.998로 우수한 직

선성을 나타내었다. 회수율은 GABA의 함량이 낮은 현미에 일정

농도의 표준 용액을 첨가(1000 µL/mL을 1 mL 첨가)하여 GABA

분석과 동일한 시료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후 HPLC로 분석하

여 얻은 피크의 면적을 검량선을 통해 농도를 구하여 측정하였

다.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122.4±2.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RSD

는 2.0%이었다. 그리고 Harris 방법(26)으로 실험한 LOD는

0.23 µg/g, LOQ는 0.76 µg/g이었다. 이러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는 HPLC를 사용한 기존 분석법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7). 최근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GABA 분석에서는 이보다 낮

은 검출한계가 일반적인데 LC/MS/MS electrospray를 사용한 검

출한계치는 7.8 ng/mL이었다(27). 또한 본 논문에서는 GABA의

추출을 위해 참고로 한 Oh와 Choi(13)의 분석 방법과 달리, 동결

건조 전에 GABA 추출 용액에서 유기 용매를 감압증류 시킴으

로써 동결 건조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Waters사의 AccQ-Tag

amino acid analysis 방법의 HPLC 분석을 위한 이동상의 조성을

수정하여 분석함으로써 GABA의 elution 시간을 단축시켰다.

GABA의 정성 및 정량

GABA 표준용액 및 총 9개의 시료에 대한 대표적인 GABA의

크로마토그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표준용액 및 각 시료에서

GABA의 피크는 25분대에 검출되었고, 분석을 저해하는 방해피

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시료의 GABA 함량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시료 중 발아 홍미의 GABA 함량이 293.6 µg/g으로 유의

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또한, 발아 현미, 발아

녹미, 녹미, 발아 흑미는 각각 257.5, 226.5, 244.9, 253.0 µg/g의

GABA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유의적(p<0.05)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현미와는 달리 도정 과정을 거친 백미는 GABA 함량이

11.9로 가장 적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미 시료 중 가

장 함량이 낮은 미발아 홍미와는 유의적(p<0.05)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시료 중에서 녹미를 제외한 발아미는 미발아미 보다 GABA의

함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matsuzaki 등(23)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 미발아 현미와 발아 현미의 GABA 함량이 73±20.5,

101±13.6 µg/g임을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의 미발아 및 발아 현미

의 GABA 함량보다 낮은 수치였다. 이는 현미의 품종과 재배환

경이 다르고, 발아 현미의 경우 발아 조건이 다른 점으로부터 기

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아미와 미발아미의 GABA 함량을 비

교한 결과, 녹미를 제외한 현미, 홍미, 흑미는 미발아미에 비해

발아미가 2.5-11.1배 정도로 더 높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발아

현미는 257.5 µg/g으로 현미에 비해 2.8배, 발아 홍미는 293.6 µg/

g으로 홍미에 비해 11.1배, 발아 흑미는 253.0 µg/g으로 흑미에 비

해 2.5배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발아시켰을 때, 현미보다

발아 현미의 GABA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는 Choi 등(28)의 연구

와도 일치하는데, 현미를 각각 24, 48 hr 발아시켰을 때 미발아

현미보다 GABA의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Kum 등(29)은 현미의 발아 후에 GABA 함량이 60%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i 등(10)의 연구 결과에서도 현미의 상

태인 일반 특수미를 37oC에서 48시간 발아시켰을 때, GABA의

함량이 유의적(p<0.05)으로 10배 이상 증가됨을 보고 하였다. 현

미 이외에도 발아 조건이 GABA의 함량을 증진시킴을 보여 주

고 있는데, Matsuyama 등(30)은 대두를 발아시킨 후 GABA의 함

량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발아 후

GABA의 함량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백미와 미발아미의 GABA 함량을 비교한 결과, 백미와 홍미

사이에 유의적(p<0.05)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현미, 녹미와

흑미는 각각 91.0, 244.9, 101.6 µg/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백미에 대해 각각 7.6, 20.6, 8.5배 높은 함량이었다. 백미와 발아

미의 GABA 함량을 비교한 결과, 발아미는 모두 백미와 유의적

Table 2. Validation data for the analysis of GABA using HPLC

Validation factors Data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98

Limit of detection (LOD)1) 0.23 µg/g

Limit of quantification (LOQ)2) 0.76 µg/g

Recovery (%)3) 122.4%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 2.0%

1)LOD=3SD/Slope (µg/g)
2)LOQ=3SD/Slope (µg/g)
3)Recovery (%)=(GABA weight in spiked sample GABA weight in
sample) 100/Spiking GABA weight 

Table 3. Concentrations of GABA in various rice

Samples Level (µg/g)

Brown rice

Germinated 257.5±6.8b 1)

Non-germinated 091.0±24.8c

Green rice

Germinated 226.5±16.9b

Non-germinated 244.9±2.0b

Red rice

Germinated 293.6±39.6a

Non-germinated 026.4±14.3d

Black rice

Germinated 253.0±20.7b

Non-germinated 101.6±2.3c

Milled rice 011.9±2.6d

a-d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Values are means±SD from 3 independent assays.



발아 전후의 유색미의 GABA 함량 분석 635

(p<0.05)인 차이를 보였다. 발아 현미, 발아 녹미, 발아 홍미, 발

아 흑미는 각각 257.5, 226.5, 293.6, 253.0 µg/g 함유하고 있었으

며, 이는 백미에 비해 각각 21.6, 19.0, 24.7, 21.3배 높은 함량이

었다.

결 론

HPLC/FLD를 이용하여 발아 전후의 현미, 녹미, 홍미, 흑미 4

종의 유색미의 GABA 함량을 측정하였다. 시료 중 발아 홍미의

GABA 함량이 293.6 µg/g으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녹미를 제외한 현미, 홍미, 흑미는 미발아미에 비해 발아미의

GABA 함량이 유의적(p<0.05)으로 2.5-11.1배 정도로 더 높은 양

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백미는 11.9 µg/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

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발아 후 GABA의 함

량이 증진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수율과 LOD 및 LOQ를 측

정한 결과, 회수율은 122.4±2.4%, RSD는 2.0%이었으며, 검출한

계는 0.23 µg/g, 정량한계는 0.76 µg/g이었다.

요 약

본 연구는 현미, 녹미, 홍미, 흑미 4종의 유색미의 발아에 따

른 GABA 함량을 분석하고 백미와 함께 비교하였다. HPLC/FLD

를 이용하여 GABA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수

율과 검출한계를 설정하였다.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122.4±2.4%,

Fig. 1. Typical HPLC chromatogram of GABA in various pigmented rice. (a) GABA standard (8 µg/g), (b) Milled rice, (c) Black rice, (d)
Germinated black rice, (e) Green rice, (f) Germinated green rice, (g) Brown rice, (h) Germinated brown rice, (i) Red rice, (j) Germinated r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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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는 2.0%이었으며, 검출한계는 0.23 µg/g, 정량한계는 0.76 µg/

g이었다. 시료는 18oC에서 20시간 침지시킨 후, 30에서 20-24시

간 동안 발아시켰다. 발아미, 미발아미 및 백미의 GABA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발아 홍미가 293.6 µg/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홍미와 백미가 각각 26.4, 11.9 µg/g으로

가장 적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발아미와 미발아미의 GABA

함량을 비교한 결과, 녹미를 제외한 현미, 홍미, 흑미는 미발아미

에 비해 GABA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2.5-11.1배 증가 하였다. 백

미와 미발아미를 비교해 본 결과, 백미와 홍미 사이에 유의적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현미, 녹미와 흑미는 백미의 GABA 함

량인 11.9 µg/g에 비해 7.6-20.6배 높은 함량이었다. 백미와 발아

미 사이에는 발아미는 모두 백미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백

미에 비해 발아미의 GABA 함량은 19.0-24.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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