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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ce is widely grown in Asia and is one of the major dietary staples in the world. Also, rice contains 
antioxidants which can prevent from oxidative stress related diseases, including cancer, atherosclerosis, and diabetes. 
Because the rice is consumed cooked, the effect of the cooking process on the antioxidative and antigenotoxic properties 
of rice is lack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cooking on the antioxidant and antigenotoxic 
effects of white rice (WR), brown rice (BR), and germinated brown rice (GBR).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measured 
for total phenolic content (TPC),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RSA), total antioxidant capacity (TRAP), 
and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The highest TPC was found in uncooked BR (18.4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After cooking, the TPC of WR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the TPC of BR and GBR were reduced 
by 47.7% and 36.7%, respectively. The IC50 for DPPH RS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uncooked rice, while 
the DPPH RSA of WR and GBR decreased after cooking and the DPPH RSA of BR significantly increased. TRAP 
values in BR and GBR increased after cooking, while the value of WR decreased. The ORAC values of uncooked 
WR, BR, and GBR were 5.3, 4.3, and 3.9 μM trolox equivalent at the concentration of 50 μg/mL. After cooking, 
the ORAC value of BR remained unchanged, while the value of GBR increased and the value of WR decreased. 
The antigenotoxic activities of WR, BR, and GBR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inhibitory effects of H2O2-induced 
DNA damage on human leukocytes using the comet assay. The results showed that all rice tested showed a significant 
antigenotoxic effect against oxidative stress, except for the cooked white rice. Overall, our results indicate the addition 
of brown rice and/or germinated brown rice to cooked white rice is a good option for improving the benefits of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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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전 세계에서 3대 주요 곡물에 속하는 귀중한 식량작

물이며 탄수화물의 주요 급원이다(1). 벼는 쌀을 탈곡하기 

전의 형태로써 크게 왕겨층과 과피, 종피 및 호분층으로 분

리할 수 있으며 도정 정도에 따라 겨층을 완전 도정한 백미

와 벼의 최외각 층인 왕겨만을 벗겨낸 현미로 분류되며 현미

를 적정한 수분, 온도, 산소 조건하에서 1~5 mm 정도 싹을 

틔운 것을 발아현미라 한다(2,3). 백미는 도정 과정을 거치

면서 미강부분이 탈피되어 영양소의 손실이 큰 반면, 현미는 

제거되지 않은 미강이 배아를 단단히 지켜주면서 배유를 완

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지방, 칼슘, 인, 나트륨 및 철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1, 비타

민 B2, 비타민 B6, 니코틴산, 판토텐산, 엽산 및 비타민 E 

등의 비타민류가 소실되지 않고 보유된다(4). 그러나 현미의 

외피는 단단해서 수분흡수율이 낮아 호화가 잘되지 않고 피

틴산이 존재하여 소화 흡수성이 떨어진다(5). 또한 조리 후

에도 남아있는 거친 식감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는 식미를 감소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6). 그

에 반해 발아현미는 당질, 단백질 등에 가수분해효소가 작용

하여 내부조직이 엉성해지므로 취반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

라 현미에 존재하던 피틴산이 인과 inositol로 분해되고 발

아 과정 중 수분흡수율이 증가하여 소화성이 증진된다(5,7). 

또한 γ-orizanol이나 ferulic acid, GABA, squalene, phy-

tosterol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증가한다(8). 

최근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및 심혈관질환,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9). 쌀의 항산화 효능에 관한 연구로는 발아

시간과 압출성형 온도가 벼 품종별 현미 및 백미의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10)와 현미의 발아 정도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변화(11)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취반하지 않은 쌀의 항산화 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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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형태인 호화 과

정을 거친 쌀의 항산화 효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화과정에 의한 백미, 현미, 발아현

미 세 종류 쌀의 항산화 활성 및 항유전 독성 활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백미(울산 혼합), 현미(인천 일미), 발아현미(충북 혼합)

는 2012년 4월에 경남 창원에 소재하는 L마트에서 시판하

는 제품을 구입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백미(white rice, WR), 현미(brown rice, BR), 발아현미

(germinated brown rice, GBR)를 막자사발에서 분쇄하여 

5 g을 100 mL의 ethyl alcohol에 침지하여 실온에서 72시

간 동안 추출하였다. 호화과정 후 활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Kim 등(12)의 사전연구 방법으로 각 시료를 상온의 

증류수에 3번 세척하여 쌀 무게에 1.5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전기밥솥(CRP-A1027MX, Cuckoo Co., Seoul, Korea)으

로 취반하였다. 조리 전 쌀과 동일한 양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반 후 쌀의 중량을 취반 전 무게와 비교하여 수분함량을 

감안하여 추출에 이용하였다(cooked WR: 8.92 g, cooked 

BR: 6.88 g, cooked GBR: 7.09 g). 추출 조건은 취반 전 

시료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각 추출물은 여과지

(Whatman No. 1)로 여과한 후, 이것을 회전진공농축기

(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7°C에서 농축하였으며 농축물은 10 mg/mL의 

농도로 DMSO에 녹여 분석 시까지 -20°C에서 보관하였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s-Denis 방법(13)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 1 mL를 취하여 D.W 1 mL를 가하여 희석하고 1 

N Folin-Ciocalteu 시약 2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방치한 후, 10% Na2CO3 용액 2 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상온에서 암실조건으로 방치하였다. 1시간 후 시료를 원심 

분리시킨 다음(13,400×g, 5 min) 상층액을 취하여 ELISA 

reader(SunriseTM, Tecan Co. Ltd., Grödig, Austria)를 사

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100 g 단위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Mensor 등의 방법(14)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에탄올에 녹인 0.2 mM DPPH 용액 80 µL를 

20 µL의 농도별 시료(0.25, 0.5, 1.0, 2.0 mg/mL)에 가한 

후 10초 동안 혼합하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ELISA 

reader(SunriseTM, Tecan Co. Ltd.)를 사용하여 492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조구에는 20 

µL의 DMSO로 처리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원 시료의 

색은 자체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50%의 DPPH 

radical을 저해하는 농도인 IC50(inhibitory concentration)

값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 

(Junsei Chemical,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1-A/B)×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대조구의 흡광도

추출물의 총항산화능(total radical trapping antioxidant 

potential, TRAP) 측정

시료 중 총항산화능은 Rice-Evans와 Miller의 inhibition 

assay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15). 이 방법은 ABTS[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150 

μM]와 metmyoglobin(2.5 μM)을 H2O2(75 μM)로 활성화

시킴으로써 생성된 ferryl myoglobin radical species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ABTS radical cation의 absorb-

ance를 측정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absorbance의 

억제 정도는 시료(0.84% extracts)에 들어 있는 anti-

oxidant capacity에 비례하게 된다. 시료를 6분 동안 30°C

에서 배양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UV 1601, 

Shimazu, Kyoto, Japan)로 74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TRAP 농도는 trolox의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M)로 표현하였다.

ORAC(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측정

호화과정 전후의 백미, 현미, 발아현미 추출물(1, 5, 10, 

50 μg/mL)에 대하여 ORAC assay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측정은 Kurihara 등(16)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peroxyl radical generator로 AAPH를 사용하여 최종 반응 

농도가 20 nM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형광표준 용액인 fluo-

rescein의 최종 반응 농도는 Ou 등(17)의 방법에 따라 40 

nM이 되도록 처리하였으며, 최종 반응 농도 1 μM trolox를 

control standard로 이용하였다. Free radical에 의한 fluo-

rescein의 감소는 Tecan GENios multi-functional plate 

reader(Tecan Trading AG,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

여 excitation wavelength 485 nm, emission wavelength 

535 nm에서 2시간 동안 2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물의 ORAC value는 형광이 감소하는 곡선 아래 부분

의 총면적(net area under the curve)을 산출하여 1 μM 

trolox equivalents(TE)로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에 대한 실

험은 최소 3회 반복 실험하였다. 

Net area under the curve: 

net AUC=AUCsample－AUCblank 

ORAC value=net AUCsample/ net AUCtro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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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ooking on total phenolic contents (TPC) of
various rices. Values are means±SD. GAE, gallic acid equiv-
alents (mg GAE/100 g). WR, white rice; BR, brown rice; GBR,
germinated brown rice. The different small letters (a-c) and the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mean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e uncooked rices and cooked rices respectively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oking process by Student t-test. 

혈액 내 백혈구 세포 분리 및 시료 처리

건강한 성인남성으로부터 채혈한 신선한 전혈을 Histo-

paque®-1077(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이

용해 백혈구를 분리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Singh 등

(18)의 alkaline comet assay 방법에 따라 분리해 놓은 백

혈구에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백혈구를 PBS(phosphate buf-

fered saline)로 세척한 후 인위적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

발하기 위하여 200 μM의 H2O2를 처리하여 4°C에 5분간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였다. Positive control을 위해 

시료 대신 1% DMSO를 처리한 후 200 μM H2O2를 처리하

였고, negative control(NC)은 DMSO만을 처리하였다. 

DNA 손상 측정(comet assay) 

반응을 끝낸 백혈구를 75 μL의 0.7% low melting agar-

ose gel(LMA)과 섞은 후, 1.0% normal melting agar-

ose(NMA)를 미리 코팅한 슬라이드 위로 현탁액이 골고루 

분산되게 한 후 커버 글라스로 덮어 4°C에 방치하였다. 젤이 

굳으면 커버 글라스를 벗기고 그 위에 다시 0.7% LMA 용액 

75 μL로 덮은 후 4°C에 방치하였다. 젤이 굳으면 차가운 

alkali lysis buffer(2.5M NaCl, 100 mM Na2EDTA, 10 

mM tris, 1% sodium lauryl sarcosine, 1% Triton X-100, 

10% DMSO)에 슬라이드를 담가 암실에 1시간 동안 침지시

켜 백혈구를 용해시켜 핵막을 제거하였다. Lysis가 끝난 후, 

슬라이드를 전기영동수조에 배열하고 4°C의 차가운 전기영

동 buffer(300 mM NaOH, 10 mM Na2EDTA, pH>13)를 

채워 20분 동안 방치하여 DNA의 이중가닥을 풀어주어 al-

kali labile sites가 드러나게 한 후 25 V/300±3 mA의 전압

으로 2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본 과정은 빛에 의한 

DNA의 부가적 손상을 막기 위해 암실조건에서 실시하였으

며 전기영동이 끝난 후 차가운 중성용액(0.4 M trizma 

base, pH 7.5)에 5분간 3회 세척하여 중화시켰으며 에탄올

에 5분간 세척한 후 슬라이드를 건조시켰다. 20 μg/mL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slide를 형광현미경(LEICA 

DM LB,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의 CCD 

카메라(Nikon, Tokyo, Japan)를 통해 보내진 세포핵 이미

지를 comet image analyzing system(Komet version 5.0, 

Kinetic Imaging, Liverpool, UK)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백

혈구의 200 μM H2O2에 의해 유도된 DNA의 손상 정도는 

핵으로부터 꼬리 부분으로 떨어져 나간 꼬리 부분 내 DNA 

함량(tail intensity)으로 나타내었다. 

Tail intensity=tail 내 함유된 DNA의 %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s 14.0(IB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으며, 신뢰수준 95%(P<0.05)에

서 평균값들에 대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 항목은 조리 

전과 후로 나누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F값을 구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각 구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각 시료의 조리 

전후의 비교는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호화가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총 페놀 함량에 미치는 영향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총 페놀 함량 분석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호화 전 시료의 총 페놀함량은 백미 4.8± 

0.6 mg GAE/100 g, 현미 18.4±0.3 mg GAE/100 g, 발아

현미 15.2±1.2 mg GAE/100 g으로 나타났다. 백미에 비해 

현미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발아현미는 현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정 정도에 따라 그리고 발아 유무에 따라 총 페놀 함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청쌀의 백미와 현미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19), 백미에 비해 현미가 5배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10)에 의한 품종별 현미와 백미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 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품종에

서 백미에 비해 현미의 총 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Kim 등(20)에 의하면 현미의 발아 정도에 따라서도 총 

페놀 함량은 영향을 받으며 현미에 비해 발아현미의 총 페놀 

함량이 약 3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

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Poly-

phenol compounds는 식물이 함유하는 항산화 활성과 관련

이 깊은 성분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phenolic hydroxyl기에 

의해 단백질 및 기타 거대분자들과 결합하여 생리활성 효과

를 나타낸다(21,22). 쌀의 경우 미강부분에 cumaric acid, 

syringic acid, chlorogenic acid, protocatechuic acid 등

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이러한 성분은 

발아 시간과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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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cooking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various rices                                     (%)

Conc. (mg/mL) WR1⁾ BR GBR
Uncooked Cooked Uncooked Cooked Uncooked Cooked

 0.25
0.5
1.0
2.0

 3.6±0.8a 
 8.4±0.4b 
11.3±1.4c 
26.4±2.5d 

 N.D2) 
N.D
N.D

1.4±0.4

 3.9±1.4a

 4.9±1.6a

11.6±1.0b 
24.2±0.4c 

 0.7±0.7a 
 2.9±0.4b 
13.9±0.7c 
27.8±0.3d

 0.6±1.3a 
 6.2±1.4b 
17.7±1.2c 
24.3±1.7d 

 7.5±1.6a 
 9.6±0.9a 
16.5±1.5b 
19.4±0.4c

1)WR, white rice; BR, brown rice; GBR, germinated brown rice. 2)N.D: not detected.
Values ar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본 연구에서도 현미에 비해 발아현미의 총 페놀 함량이 낮은 

이유는 발아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성분의 함량에 차이를 보

임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호화 후의 총 페놀 함량

은 백미의 경우 37% 증가하였고, 현미와 발아현미는 각각 

47.7%, 36.7% 감소하였으나 호화 후에도 현미, 발아현미가 

백미에 비해 총 페놀 함량은 유의적으로 높았다(Fig. 1). 이

러한 결과는 취반과정에서 일어나는 호화에 의해 생리활성 

물질들이 화학적 변성을 일으킨 결과로 유추되나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조리 전후

에 따른 쌀의 함유 성분 분석이 차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호화가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DPPH radical 소거능에 

미치는 영향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수소 공여체의 

수소기와 결합 시 환원되어 DPPH의 보랏빛이 탈색되는 원

리로 항산화 활성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24). 호화 전 

후의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radical을 50% 저해하는 농도인 IC50은 

Fig. 2A에 제시하였다. 백미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농도 

유의적인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2 mg/mL

의 최고 농도에서 현미의 radical 소거능은 호화 전 24.2± 

0.4%에서 호화 후 27.8±0.3%로 증가한 반면, 백미와 발아

현미는 호화 후 각각 94.8%, 20% 가량 감소하였다. 호화 

전 각 시료의 IC50은 현미의 경우 호화 전 3.5±0.0 mg/mL에

서 호화 후 3.1±0.0 mg/mL로 감소하였고, 발아현미의 IC50

은 호화 전 3.3±0.2 mg/mL에서 호화 후 4.2±0.2 mg/mL로 

증가하였으며, 호화 후 백미의 경우 저농도에서 활성이 측정

되지 않아 호화 과정에 대한 IC50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었다 

(Fig. 2A). 따라서 취반과정을 통해 현미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증가하나 백미와 발아현미는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각 샘플의 IC50값은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 

(IC50 0.03±0.0 mg/mL)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data 

not shown)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전반적인 DPPH radi-

cal 소거활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Kim 등(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품종별 백미와 현미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분석한 결과, 백미에 비해 현미의 

활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수치는 품종에 따라 0~9

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51종의 브랜드 쌀 중 

항산화력이 뛰어난 6종의 백미에 10분간 열처리를 한 후 

잔존하는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분석한 결과(1), 적게

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Woo 등(25)의 

연구에서 수원 511호와 일품쌀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1 

mg/mL의 농도에서 각 14.16%와 10.92%의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미와 현미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또는 현미를 이용한 발아 전후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을 분석한 사전 연구들(10,11,26)에 의하면 품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는 10~75%로 품종

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

로는 현미와 발아현미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비교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현미와 

발아현미의 경우 호화 전후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활성 

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미강층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물질들은 높은 

내열성을 띄어 호화 과정 중에 의한 열처리에도 활성을 유지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호화과정이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TRAP 및 ORAC 수

준에 미치는 영향 

TRAP 측정법은 항산화제들의 복합된 활성을 측정하여 

특정 물질의 총 유리기 포집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5). 호화 전후의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TRAP 

수준에 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IC50값은 Fig. 

2B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에서 농도 유의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농도인 133.3 μg/mL에서 비교하

였을 때 현미와 발아현미는 호화 후 각각 17.1%, 71.6% 

증가한 반면, 호화 후 백미의 활성은 63.6% 감소하였다. 한

편 발아현미의 IC50값은 호화 전 90.3±1.8 μg/mL에서 호화 

후 56.1±0.4 μg/mL로 감소하여 호화 후 총 항산화능이 증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호화 후 백미와 호화 전 현미

의 경우 저농도에서 활성이 측정되지 않아 호화 전후 백미와 

현미에 대한 IC50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호화 

과정에 따라 백미의 TRAP 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현미와 

발아현미의 TRAP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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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ooking on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rices. Values are mean±SD. (A) IC50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IC50 of TRAP (C) ORAC assay. WR, white rice; 
BR, brown rice; GBR, germinated brown rice. The different 
small letters (a-c) and the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mean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e uncooked rices and cooked 
rices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c,
not calculated.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oking process by Student t-test.

Table 2. Effect of cooking on total radical trapping potential (TRAP, mM TEAC1)) of various rices

Conc. (μg/mL) WR2⁾ BR GBR
Uncooked Cooked Uncooked Cooked Uncooked Cooked

 16.7
 33.3
 66.7
133.3

0.00±0.02a 

0.26±0.01b 
0.51±0.01c 
0.99±0.02d 

 N.D3) 

N.D
0.19±0.03a

0.36±0.06b

N.D
N.D

0.35±0.04a 
0.76±0.01b 

0.24±0.05a 
0.65±0.03b 
1.20±0.01d 
0.89±0.03c 

0.00±0.08a 
0.10±0.01b 
0.36±0.06c 
0.81±0.01d 

0.06±0.03a 
0.26±0.02b 
0.87±0.01c 
1.39±0.02d

1)TEAC: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2)WR, wite rice; BR, bown rice; GBR, germinated brown rice. 3)N.D: not detected.
Values ar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RAC 측정법은 peroxyl radical generator에서 유도된 

peroxyl radical에 대한 항산화 물질의 저해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peroxyl radical과 형광 probe가 반응하여 형성되

는 비형광 생성물의 양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감소하는 지를 

평가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원리이다(17,27). 1, 5, 

10, 50 μg/mL 농도로 측정한 모든 시료에서 농도 의존적으

로 ORAC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ta not 

shown), 가장 높은 농도인 50 μg/mL에서 쌀 종류별과 호화 

전후의 ORAC 수준을 Fig. 2C에 제시하였다. 호화 전 백미

의 ORAC 수준은 현미나 발아현미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호화 후 백미의 ORAC 수준은 48% 감소한 반

면, 발아현미의 경우에는 호화 전 3.9 μM TE에서 호화 후 

6.9 μM TE로 ORAC 수준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미의 경우에는 호화 후의 ORAC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즉 백미의 경우 호화 과정 중에 

peroxyl radical 저해능이 감소하였으나 현미나 발아현미의 

경우에는 peroxyl radical 저해능이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앞에서 제시한 TRAP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Chun 등(28)의 연구에 의하면 쌀의 

항산화 활성은 배아나 미강 그리고 백미 등의 부위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다르다고 보고한 바 있고, 백미와 현미, 발아

현미 사이의 항산화 활성에 차이를 보여 도정율이 낮을수록 

활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Kong 등의 연구(19)에서도 

백미에 비해 현미의 총 항산화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미와 현미(10), 현미와 발아현미(26)의 ABTS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품종에서 백미에 비해 발아현미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미의 발아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hn 등(1)에 의한 연구에서

도 현미와 백미 사이의 활성 차이가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 모든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된 연구들은 같은 품종 내의 도정 정도 또는 발

아 유무에 따른 분석이 대부분으로 다른 품종 간의 활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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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ooking on inhibition of human leukocytic 
DNA damage of various rices. Values are mean±SD. NC, 1% 
DMSO (without oxidative stimulus) treated negative control; 
PC, 200 μM H2O2 treated positive control; WR, white rice; BR,
brown rice; GBR, germinated brown rice. The different small 
letters (a-c) and the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mean sig-
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e uncooked rices and cooked rices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차가 큰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호화 후의 현미와 발아현미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활성이 조리 전과 비슷하

거나 향상되는 것은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항산화능이 단

순히 페놀류 화합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물질

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Lee 등(29)

은 마늘을 증자처리 할 경우 polyphenol compound는 감소

하나 항산화 활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TP외에 쌀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써 γ-oryzanol이 있으며, 피부의 항

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성이 고온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호화 전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거나 유

지되는 것은 이러한 γ-oryzanol의 활성에 의한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조리과정에 의한 활성변화와 이것이 항산화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차후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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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μM H2O2로 유도된 백혈구 DNA 손상에 대한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억제 효과는 Fig. 3에 제시하였다. 호화 

전의 백미, 현미, 발아현미 에탄올 추출물을 인체 백혈구에 

100 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양성대조구에 비해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DNA 손상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 후에는 백미를 제외한 현미, 발아현미 추출물이 양성대

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각 시료에서 호화 전후

에 따른 DNA 손상 억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Chun 등(31)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현미와 백미의 

메탄올 추출물이 강한 돌연변이 억제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방암 세포를 이용하여 현미와 발아현미의 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분석 결과 32~52%의 억제력이 나타

났으며 현미가 발아현미보다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친화성 발암인자에 의해 생체 내에서 대사적으로 

활성화되어 유전자의 핵산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신생물 전구세포를 형성하는 

돌연변이를 유발한다(32,33).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미와 

발아현미의 DNA 손상 억제 효과는 돌연변이 억제활성 및 

항암활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Jeon 등

에 의해 선행된 연구결과(34)에 따르면 왕겨 추출물은 H2O2

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백혈구의 손상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임으로써 현미가 보유한 미강부분의 항산화물질

들이 DNA 손상 억제에 더 큰 역할을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이 백미에 비해 현미 및 발아현미의 DNA 손상 억제 효과

가 큰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는 앞서 

분석한 호화 전후의 백미, 현미, 발아현미의 총 폴리페놀 함

량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총항산화능(TRAP)과 peroxyl 

radical 소거능에 영향을 준 항산화물질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쌀, 현미 그리고 발아현미의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호화과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호화 과정을 거친 후에도 어느 정도의 항산화 활

성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

로 쌀 섭취 시 호화과정을 거쳐 밥의 형태로 먹는 우리의 

식문화를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품종을 통일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같은 원산지의 쌀을 이용하여 도

정 및 발아 유무에 의한 여러 가지 호화 과정 전후의 생리활

성 변화에 대한 연구 및 항산화성분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in vi-

tro에서 호화 전후 쌀의 항산화 및 항유전 독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생체 내 활성에 대한 호화 전후 쌀의 효과를 예측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화 

및 흡수과정을 거친 환경에서 호화 후 쌀의 항산화 활성 및 

항유전 독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부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쌀은 우리의 중요한 주식으로 대부분 취반과정을 통하여 호

화시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백미, 현미, 발아현미 세 종류 쌀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

놀 함량(TPC)과 항산화 활성(DPPH 라디칼 소거능, TRAP, 

ORAC assay) 및 항유전 독성을 분석하고 호화과정에 따른 

생리활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페놀함량에서 현

미와 발아현미는 호화 후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백미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DPPH 라

디칼 소거능의 IC50값을 비교한 결과, 백미는 호화과정을 거

친 후에는 최고 농도를 제외한 농도에서 활성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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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IC50값을 산출할 수 없었으며 발아현미의 경우 호화 

전 3.3 mg/mL에서 호화 후 4.2 mg/mL로 증가한 반면, 현미

는 호화 전 3.5 mg/mL에서 호화 후 3.1 mg/mL로 증가하였

다. 총 항산화능을 측정한 TRAP 분석에서는 호화 전 백미와 

발아현미의 경우 16.7 μg/mL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수

치가 증가하였으나, 현미의 경우 백미와 발아현미에 비해 

낮은 TRAP 수치를 나타내었다. 호화 후 백미는 TRAP 수준

이 낮아진 반면 현미와 발아현미의 TRAP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AC assay 결과 또한 세 가지 

종류의 쌀을 비교하였을 때, 호화 전의 경우 백미가 5.1±0.2 

μM TE로 가장 높았으나 호화 후 백미의 활성은 감소한 반면 

현미와 발아현미는 증가하여 TRAP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 억제 효과는 백

미의 경우 호화 전과 후 모두 양성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현미와 발아현미의 경우 호화 전후에 

상관없이 양성대조군에 비해 DNA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의 농도 간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호화과정을 거친 후 

쌀을 섭취 시 백미보다 현미 또는 발아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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