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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벼와 일품벼의 발아에 의한 생리활성물질 함량 및 암세포 증식억제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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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was to measure the changes in γ-aminobutyric acid (GABA) and polyphenolic 
content of two different rice varieties (Geunnun and Ilpum), as well as the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of both germinated 
brown rice varieties in cancer cells. The contents of GABA in Geunnun and Ilpum, especially in the bran of Ilpum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germination. The content of polyphenol in Geunnun also increased after germination, but 
the contents of flavonoid in both varieties decreased after germinatio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ntiproliferative 
activity of both varieties on human lung and gastric cancer cell line was observed after g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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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미는 과피, 종피 및 호분층으로 구성된 미강(bran)과 

배아(embryo) 및 배유(endosperm)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

반적으로 이들의 구성비율은 미강 5~6%, 배 2~3%, 배유 

92%이다(1). 이들 중 특히 배아부분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고, 발아 시 여러 가지 건강기능성 물질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2). 현미는 지방, 단백질, 비타민 B1, B2, 

E 등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으며 칼슘과 철분을 

비롯한 각종 무기질의 함량도 백미보다 높기 때문에 섭취가 

권장되고 있으나, 반면에 조리가 어렵고 식미가 떨어지며, 

소화·흡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현미보다는 백미를 주로 섭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이러한 현미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최근 들어 풍부한 영양은 고루 섭취하고 조직을 연화

하여 식미감을 높인 발아현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 현미는 발아할 때 각종 비타민, 칼슘, 무기질, 아미노

산, 효소, 아라비녹실란(arabinoxylan)의 함량이 높아지며, 

특히 생리활성물질인 감마아미노부티르산(γ-aminobutyric 

acid, GABA)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6,7). 또한 발아 시 현미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및 혈압상승억제 등의 좋은 생리활성은 그대로 유지하

고 있다고 보고되었다(8,9).  

GABA는 현미를 발아시킬 때 증가되는 물질로서 전구체

인 glutamic acid가 glutamate decarboxylase의 효소작용

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GABA는 동·식

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비단백 아미노산으로 뇌 혈류개

선, 산소공급 증가, 신경안정작용, 스트레스 해소, 기억력 

증진, 혈압강하작용, 중풍과 치매 예방, 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최근 뇌졸중 및 결장암, 대장

암 세포의 전이 및 증식 억제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11-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기능성성분 함량을 갖도록 개

량된 큰눈미와 경상도 대표적 품종인 일품미를 대상으로 현

미를 발아시킨 후 발아 전후의 생리활성 물질함량 및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변화를 알아보고, 발아가 이들 현미의 기능성

성분 변화 또는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쌀 품종은 큰눈(Geunnun)과 일품

(Ilpum) 두 품종으로 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에서 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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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공받아 시료로 사용하였다. 품종별 발아 현미의 

GABA 함량 및 항산화 성분 분석에 사용된 Folin-Ciocalteu 

reagent, gallic acid, GABA, NADPH 및 GABase는 Sigma

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측정에 사용된 fetal bovine serum(FBS), 

trypsin 및 RPMI 1640 배지는 Gibco BL(Grand Island, 

NY,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사용된 추출용매 및 

시약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발아조건 및 시료의 전처리 

현미 상태의 시료를 25°C에서 24시간 동안 침지한 뒤 발

아기(WGC450, Daihan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

여 다시 37°C에서 48시간 동안 발아시켰다. 발아가 완료된 

후 발아 현미 시료는 50°C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뒤 현미

기(Wooseong sintech engineering, Daejeon, Korea)로 

도정(12~15%)하여 미강(rice bran) 시료를 제조하였다. 시

료는 -70°C에 보관하면서 GABA와 암세포증식억제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GABA 함량 측정

현미의 발아에 의한 GABA 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마쇄된 시료 1 g을 정확히 칭량하여 증류수를 첨가한 후, 

homogenizer(Ultra-Turrax®T25, IKA Labortechnik Co.,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균질화시킨 다음, 50 mL 

부피 플라스크에 정량시켰다. 위 균질액 일정량에 70 mM 

lanthanum chloride와 1 N KOH를 가한 뒤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GABA 함량 측정에 이용하였다. GABA 함량은 

GABase를 이용하는 효소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생성되는 

NADPH의 양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340 nm

에서 측정하였다(14).

항산화성분 함량 측정

마쇄된 시료 10 g에 methanol 200 mL를 가한 뒤 상온에

서 2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 후 고형분은 여과지(No. 2, 

Advantec, Toyo Roshi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여과하였고, 상등액을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각 추출물은 질소 충진 후 -20°C

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polyphenol의 함량은 각 추출액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하고 3분 방치한 후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한 다음,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

을 750 nm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 0.1% gallic acid를 

사용하였다(15). 

총 flavonoid의 함량은 각 추출액 250 μL에 증류수 1.25 

mL를 가하고 5% NaNO2 용액 75 μL를 가한 다음, 6분 방치 

후 10% AlCl3․6H2O 용액을 150 μL 가한 후 5분 방치하였

다. 위의 반응액에 1 M의 NaOH 500 μL와 증류수 275 μL를 

가한 후 51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는 (+)-catechin을 사용하였다(16).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 측정

분쇄한 시료 10 g에 methanol 200 mL를 가한 뒤 상온에

서 24시간 추출한 후 여과하였고, 상등액을 암세포 증식억

제 활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은 질소 충진 

후 -20°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암세포주(NCI-H460, 대장암; MKN45, 위암)에 대한 추

출물의 증식억제 효과는 colorimetric assay인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7). 각각의 암세포는 

10% FBS, penicillin(100 units/ mL), streptomycin(50 μg/ 

mL)을 첨가한 RPMI 1640 배지에서 37°C, 5% CO2 조건으

로 배양하였다. 배양된 암세포는 trypsin-EDTA(1 mM) 용

액을 첨가하여 T-flask 바닥으로부터 cell을 완전히 분리하

여 RPMI 배지에 재 용해하였다. 세포의 농도가 2×104 cells/ 

well(NCI-H460)과 4×104 cells/well(MKN45)이 되도록 

cell 용액의 농도를 조정하였고 추출물은 0.22 μm mem-

brane filter로 멸균여과한 뒤 MTT 분석방법에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v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18). ANOVA 검정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군의 

평균값 간에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아에 의한 GABA 함량 변화

현미 발아 시 GABA 생성 증진은 Ca2+와 결합한 calm-

odulin이 glutamate를 GABA로 전환시키는 glutamate 

decarboxylase(GAD)를 활성화시켜 GABA 생성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9). 발아전과 발아후의 현미와 

미강에서 GABA를 추출하여 발아 전후의 GABA 함량 변화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종에 

관계없이 발아시킨 경우 GABA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ABA 함량은 발아 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일품벼에 비해 큰눈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발아 후에는 큰눈벼에서 GABA 함량이 월등히 높게 측정되

었고 현미보다는 미강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쌀이 지니고 

있는 영양성분의 약 95%는 미강에 함유되어 있으며(20), 

또한 미강에는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색소(안토시아닌) 등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효과, 콜레스테롤저하, 혈당강하 등 여러 생리기능성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3). 발아처리

에 의한 일품벼 현미와 미강층의 GABA 함량 증가율은 각각 

3.2배, 6.0배로 나타났고, 역시 발아처리에 의한 큰눈벼 현

미와 큰눈벼 미강층의 GABA 함량 증가율 또한 각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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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GABA contents in Geunnun and Ilpum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P<0.05).

Fig. 2. Changes of phenolic compounds in Geunnun and Ilpum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P<0.05).

Fig. 3. Changes of flavonoid in Geunnun and Ilpum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P<0.05).

4.0배로 나타났다. 즉 원래의 GABA 함량은 큰눈벼의 미강

에 많았지만, 발아 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품벼의 미강층에

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Oh(24)는 증류수로 발아

시킨 현미가 발아전보다 GABA 함량이 1.5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Choi 등(25)은 현미 발아 8시간 경과 후 

GABA 함량이 185.4 nmol/g에서 339.9 nmol/g으로 증가

하는 것을 각각 보고한바 있다. 또한 Choi 등(26)은 큰눈, 

고마이, 백진주, 일품, 신명흑찰, 설갱 등 6품종의 벼 발아 

전후의 GABA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일품벼와 큰눈벼가 

발아 전 각각 259.8 nmol/g과 564.6 nmol/g에서 발아 후 

각각 2659.4 nmol/g, 8316.0 nmol/g의 GABA 함량 증가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발아에 의한 항산화성분 함량 변화 

발아처리에 의한 큰눈벼와 일품벼의 polyphenol과 fla-

vonoid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와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발아된 현미의 항산화성분 변화는 발아로 인한 

종자내 화합물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Fig. 2에 제

시한 바와 같이 큰눈벼 현미의 발아 후 polyphenol 함량은 

20.84 mg/g residue로 발아 전 18.03 mg/g residue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강층에서도 발아 후 polyphenol 함량이 

약 3.76 mg/g residue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품벼 

현미의 발아 전후의 polyphenol 함량 차이는 발아 전 35.79 

mg/g residue에 비하여 발아 후 26.21 mg/g residue로 감

소하였고, 미강층에서도 발아 후의 polyphenol 함량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종에 따라 발아 과정에서 수용

성 phenolic 화합물들이 침지수 및 발아수에 용출되었기 때

문으로 생각되는데, Kong 등(27)의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

한 현상이 나타나 흑미 미강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를 조리

할 경우 국수국물에서 polyphenol을 포함한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검출되었다. 곡류에서의 발아 전후의 항산화활성 변

화는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Lee 등(28)의 보고에 의하면 

남풍거대배아미는 발아 처리가 총페놀화합물의 함량에 거

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화청거대배아미는 발아 처리로 

페놀화합물 함량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일반미와 남풍거대배아미의 경우 발아 처리 후 환원력은 오

히려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Choi 등(26)도 심명흑찰벼

의 경우 발아 후 항산화활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flavonoid 함량의 경

우(Fig. 3), 큰눈벼와 일품벼 모두 발아 후의 총 flavonoid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아 후 일품벼의 

총 flavonoid 함량 감소율은 발아 후 총 polyphenol 함량의 

감소율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또한 수용성 fla-

vonoid 성분들이 발아과정 중 침지수 및 발아수에 용출되어

져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발아에 의한 암세포증식억제 활성 변화

큰눈벼와 일품벼의 발아 전후 methanol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암들 중 국내 발생 빈

도가 높은 대표적 암인 폐암(NCI-H460)과 위암(MKN45) 

세포주를 대상으로 시료 농도는 각각 1, 0.5, 0.1 mg/mL로 

하여 증식억제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폐암(NCI-H460) 세포주에 대한 큰눈벼와 

일품벼의 발아 전후 현미와 미강의 증식억제 활성을 조사한 

결과 큰눈벼 현미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발아 후 암세포증식

억제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미강의 경우 발아 후 암세포증식

억제 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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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cytotoxicity in Geunnun and Ilpum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on human lung cancer cell (A, Geunnun; 
B, Ilpum) (P<0.05).

Fig. 5. Changes of cytotoxicity in Geunnun and Ilpum rice before and after germination on human gastric cancer cell (A, Geunnun; 
B, Ilpum) (P<0.05).

(Fig. 4(A)). 일품벼 현미의 경우 역시 발아 후 증식억제 활

성이 증가하였으나 미강의 경우 저농도(0.1 mg/mL)에서는 

발아 후 활성이 증가한 반면 고농도(1 mg/mL)에서는 오히

려 발아 후 감소하는 등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Fig. 

4(B)). 위암(MKN45) 세포주에 대한 큰눈벼와 일품벼의 발

아 전후의 암세포증식 억제활성의 차이는 Fig. 5에 나타내

었다. 큰눈벼와 일품벼 추출물 모두에서 타 농도보다 1 

mg/mL의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암세포증식 억제활성

을 보여주었으며, 일품벼 미강층의 일부 농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발아 후에 높은 증식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발아에 의한 증식억제 활성증가는 폐암(NCI-H460) 

세포주보다는 위암(MKN45) 세포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세포주의 다른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된다. 발아 

전후의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발

아과정에서 가수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 다당과 단백질의 

가수분해가 일어나 발아현미에는 oligosaccharide와 아미

노산의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GABA, 감마오리자놀

(gamma-oryzanol), 식이섬유 및 기타 생리활성물질이 생

성되어 함유량이 증가되고, 따라서 이들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9-31).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두 품종의 현미를 발아 후 GABA

함량이 증가하였고, 암세포 증식 억제활성이 전반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아 시 항산화 성분의 용출 현상

을 방지하는 발아조건이 확립된다면 향후 현미의 발아를 이

용한 건강식품 및 건강 보조제의 제조를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미의 발아를 통해 큰눈벼와 일품벼 두 품종

에서의 GABA(γ-aminobutyric acid) 함량, 항산화성분 함

량 및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두 품종의 현미는 발아 과정을 통해 GABA 함량

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품벼의 미강층에서 발아 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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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성분의 경우, 큰눈벼에서는 

발아 후 polyphenol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flavonoid 함량

의 경우 두 품종 모두 발아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세포 증식억제활성 측정 결과, 폐암 세포주의 경우 두 품

종 모두 현미상태에서는 발아 후 암세포 증식 억제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위암 세포주에서 발아 후에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이 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미의 발아 시 항산화 성

분이 용출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건이 확립된다면, 향후 

발아현미는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제 등을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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