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6(10), 1171～1177(2017) https://doi.org/10.3746/jkfn.2017.46.10.1171

품종  입도별 보리 맥강의 기능성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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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functional components of barley bran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and cultivars 
(Dahan, Hinchalssalbori, Heukgwang, Huknuri, and Boseokchal). Barley bran divided into fractions Ⅰ (<60 mesh), 
Ⅱ (60∼100 mesh), and Ⅲ (>100 mesh) was collected as pearling by-products produced by an industrial process 
consisting of consecutive barley pearlers. Total β-glucan contents of all cultivars were especially highest in fraction 
Ⅱ. Total arabinoxylan was the highest in barley bran from Boseokchal in fraction Ⅱ. Total polyphenol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bran from Boseokchal and Hinchalssal in fraction Ⅱ, and contents ranged of 5.61∼7.00 and 4.24∼6.58, 
respectively. Total flavonoid contents of all cultivars were especially highest in fraction Ⅱ.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anged 
from 2.78∼7.53 mg L-ascorbic acid (AA) eq/g and 2.24∼4.83 mg AA eq/g, respectively.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the highest in barley bran from Dahan in fraction Ⅱ. In this study, fraction Ⅱ showed 
enriched functional components and has the best particle size range for enriched antioxidant activities.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data for selection of appropriate cultivars and particle size of bran to achieve high quality barley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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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리(barley, Hordeum vulgare)는 쌀보리와 겉보리로 

분류되며, 쌀보리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에 따라

서 찰보리와 메보리로 나뉘는데, 찰보리는 메보리보다 아밀

로펙틴의 함량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취반 특성과 식감

이 개선되어 식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1,2).

또한, 유색보리는 다른 보리에 비해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기능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병과 같은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보리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실시하는데 

할맥, 압맥 또는 정맥 등으로 가공처리를 할 때 대맥강 등 

가공부산물이 약 30% 정도 발생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료로 이용되고 있

다(4). 보리에는 페놀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이들 

페놀성 물질은 보리의 내부 배유조직보다 껍질을 포함하는 

외층부 및 배아 부위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5), 보리 

도정 부산물에는 β-glucan(6), tocopherols, tocotrienol 

(7), 폴리페놀 화합물(8) 등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함

유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곡물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9)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리 도정 부산물인 

맥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맥강에 

대한 연구로는 폴리페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 등

(10)이 있으며, 도정 부산물인 맥강을 첨가한 반죽의 물성 

변화(11), 보리 등겨 첨가 빵의 제빵과 식미특성(12)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맥강의 기능성분을 효율적으

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맥강에는 

외피, 호분층을 포함한 도정 겨, 배아 및 기타 파쇄립 등이 

함유(8)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별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리 도정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이

용하기 위하여 5가지 품종의 쌀보리로부터 얻어진 맥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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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별로 분리하고 입도별 성분 및 다양한 기능성을 평가하

여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보리 맥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4

년에 생산된 것으로 메성 보리인 다한(Dahan), 찰성 보리인 

흰찰쌀(Hinchalssalbori), 유색보리인 흑광(Heukgwang) 

및 흑누리(Huknuri), 유색 찰성 보리인 보석찰(Boseokchal)

을 사용하였다. 보리는 시험용 도정기(TM05C, SATAKE, 

Hiroshima, Japan)를 이용하여 보리 가공 시 가장 많이 쓰이

는 23%로 도정하여 그 부산물인 맥강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입도분석

맥강의 입도분석은 표준망이 설치된 로탑시험기(Sieve 

shaker CKHG 210, Dae Yang Eng. Co. Ltd., Seoul, Ko-

rea)로 1시간 진동체별 하여 60 mesh 미만, 60~100 mesh, 

100 mesh 초과의 3구간의 입도별로 분획하여 사용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 측정

β-Glucan의 함량은 β-D-glucan assay kit(Megazyme, 

Wicklow, Ireland)을 이용하여 McCleary와 Glennie- 

Holmes(13)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맥강 100 

mg에 50% 에탄올 0.2 mL와 2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5) 4.0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3분간 방치한 다음 lichenase(10 U) 0.2 mL를 가하여 50°C

에서 1시간 효소처리 하였다. 효소처리액에 200 mM so-

dium acetate buffer(pH 4.0) 5.0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

료시킨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상등액 0.1 mL를 test tube에 넣고 β-glucosi-

dase(10 U) 0.1 mL를 가하여 50°C에서 10분간 배양하였

다. 배양액에 GOPOD(glucose oxidase/peroxidase) 3.0 

mL를 가하고 50°C에서 20분간 배양한 후 spectropho-

tometer(spectrophotometer UV-165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β-glucan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아라비노자일란 함량 측정

총 아라비노자일란 함량은 Phloroglucinol 방법(14)을 

이용하여 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의 저분자 당을 제거

하기 위해 시료 1 g에 20 mL의 80% ethanol(v/v)을 가하고 

100°C의 진탕 항온기(JBBS 30-T, JSR, Seoul, Korea)에

서 5분간 추출하였으며, 이를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

하였다. 추출, 원심분리, 상등액 제거 과정을 반복한 후 침전

물을 건조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시료 20 mg에 

2 mL의 증류수와 extraction solution 10 mL를 가하고, 

100°C의 진탕항온기에서 2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spec-

trometer(UV-1600, Shimadzu)를 사용하여 552 nm와 

510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 552 nm 흡광

도 수치에서 510 nm 흡광도 수치를 뺀 수치로 계산하였다. 

표준물질로 D-(+)-xylo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Extraction 

solution은 phloroglucinol 5 g을 ethanol 25 mL에 녹여서 

1.75%(w/v) glucose 용액 5 mL, glacial acetic acid 550 

mL, HCl 10 mL를 넣어 제조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맥강에 함유된 유용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 추출물

을 제조하였다. 총 폴리페놀 분석을 위하여 시료 중량 대비 

20배의 80% 에탄올(v/v)을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Ultra-

sonic cleaner, frequency 40 KHz, power 810 W, SD- 

350H, Seong Dong, Seoul, Korea)로 1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이 추출물을 여과(Whatman No. 4, GE Health-

care, Maidstone, UK)하여 동결건조(Freeze Dryer, FD 

5508, Ilshin Lab Co., Ltd., Dongducheon, Korea) 후 -20 

°C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15)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

과 몰리브덴 정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 

즉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한 다음, 0.5 M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첨가 후 실온에서 30분 반응한 다음 spectrometer 

(UV-1600, Shimadzu)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Aldrich Co.)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6)의 방법을 변형

하여 분석하였다. 폴리페놀 분석을 위한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간 방치하고 1 M NaOH 

500 μL를 가하였다. 11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510 nm에

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인 (+)-catechin hydrate(Sigma- 

Aldrich Co.)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에 의한 총 항산화력 

측정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

(1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4 mM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Aldrich Co.)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하루 동

안 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735 nm

에서 흡광도 값이 1.4가 되도록 물 흡광계수(ε=3.6×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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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barley bran in different cultivars                                               (%)
Sieving 

mesh sizes
Cultivars

Boseokchal Hinchalssal Dahan Heukgwang Huknuri
<60

60∼100
>100

12.26±0.51
37.61±1.84
50.13±2.43

13.41±0.64
33.72±1.27
52.87±2.51

 9.47±0.23
36.74±0.46
53.79±1.18

10.86±0.41
39.80±1.11
49.34±1.85

11.12±0.52
39.78±0.78
49.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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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β-glucan contents of barley bran with different 
cultivars and particle size.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cultiv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particle 
size.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article siz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cultivars. Fraction Ⅰ, 
particle size of <60 mesh; Fraction Ⅱ, particle size of 60∼100 
mesh; Fraction Ⅲ, particle size of >100 mesh.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

히 6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corbic acid 

(AA, Sigma-Aldrich Co.)를 동량 첨가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Hwang 

등(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맥강 에탄올 추출

물 0.2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Sigma-Aldrich Co.) 용액 0.8 mL를 가하여 실온에

서 60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전자공여능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mg 

ascorbic acid eq/g으로 표현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조건에 따른 유의차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한 후 신뢰구간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고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능 간의 이변량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입도

맥강의 입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품종이 

60 mesh 미만에서 9.47~13.41% 범위로 가장 적은 양을 

나타내었고, 60~100 mesh에서 33.72~39.80% 그리고 

100 mesh 초과에서 49.10~53.79% 범위를 나타내어 입자

가 작아질수록 입도별 수율은 증가하였다. 품종에 따른 차이

는 표준체를 사용하는 측정방법의 특성상 시료의 수분 함량

이나 지질 성분의 존재 여부, 입도 분포, 입자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19)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모든 입도 분획물들은 60 mesh 미만의 입도 분획물을 

fraction Ⅰ, 60~100 mesh를 fraction Ⅱ 그리고 100 mesh 

초과를 fraction Ⅲ로 표현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

보리에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이섬유의 중요한 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 혈중 콜레스테롤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

으며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 암 예방 효과 등 생리적 기능은 많이 알려져 있다(20). 

맥강의 품종과 입도에 따른 베타글루칸 함량은 Fig. 1에 나

타내었다. 품종별 입도별 보리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2.5~ 

5.76 g/100 g의 범위로 나타났다. Kim 등(21)의 품종별 쌀

보리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도정이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것

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정 부산물인 맥강보다 

보리의 배유에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일치하였다. 모든 품종의 시료가 fraction Ⅱ의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였으며 보석찰, 흰찰쌀, 다

한, 흑광 및 흑누리에서 각각 3.83, 5.09, 5.56, 4.51 및 5.76 

g/100 g이었다. 또한, 모든 품종의 시료가 fraction Ⅰ의 분

획물에서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보석찰, 다한, 흑광 및 흑누

리에서 각각 2.53, 4.06, 3.95, 2.5 및 3.64 g/100 g이었다. 

Fraction Ⅱ의 품종별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흑누리와 다한

에서 5.76, 5.56 g/100 g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아라비노자일란 함량

아라비노자일란은 벼, 밀, 옥수수, 보리와 같은 벼과식물

의 세포벽에 헤미셀룰로즈 형태로 존재하는 다당류로써 

xylose와 arabinose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산화, 암세포 독

성효과 증진이나 면역세포 활성화 작용 등의 생리활성이 보

고되어 있다(22,23). 맥강의 품종과 입도에 따른 아라비노

자일란 함량은 Fig. 2와 같다. 품종별 맥강의 아라비노자일

란 함량은 20.64~34.52%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1174 백소윤 ․이윤정 ․장귀영 ․김민영 ․오남석 ․이미자 ․김현영 ․이준수 ․정헌상

Ac

Aa

Bd
Bc

Bb

AdBd
AbAc

Aa

Bc
Cb

Cc

Ca

Cc

0

5

10

15

20

25

30

35

40

45

Boseokchal Hinchalssal Dahan Heukgwang Huknuri

Cultivars

To
ta

l a
ra

bi
no

xy
la

n 
co

nt
en

ts
 (%

)  . Fraction Ⅰ Fraction Ⅱ Fraction Ⅲ

Fig. 2. Total arabinoxylan contents of barley bran with different 
cultivars and particle size.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cultiv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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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cultivars. Fraction Ⅰ, 
particle size of <60 mesh; Fraction Ⅱ, particle size of 60∼100 
mesh; Fraction Ⅲ, particle size of >100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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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polyphenol (A) and flavonoid (B) contents of barley bran with different cultivars and particle size.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cultiv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particle size.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article 
siz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cultivars. Fraction Ⅰ, particle size of <60 mesh; Fraction Ⅱ, particle size 
of 60∼100 mesh; Fraction Ⅲ, particle size of >100 mesh.

다. Fraction Ⅲ에서 아라비노자일란 함량은 보석찰, 흰찰

쌀, 흑광, 흑누리 및 다한에서 각각 21.13, 26.15, 20.64, 

22.64 및 21.41%로 낮은 함량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맥강의 입자가 작아질수록 아라비노자일란이 적게 포함된 

배유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24). 품종별 함량

은 fraction Ⅱ에서 유색보리인 보석찰이 34.52% 그리고 

다한이 31.27%로 다른 품종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으며, 이는 품종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Fincher(24)의 연구에 따르면 보리의 아라비노자일란 

함량은 배유(20%)보다 호분층(65%)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

문에 보리의 최외층 부분에 해당되는 맥강일수록 아라비노

자일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폴리페놀 성분들은 식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플

라보노이드와 탄닌이 주성분으로 충치 예방, 고혈압 억제, 

항에이즈,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고 알

려져 있다(25). 맥강의 품종과 입도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

량은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2~7.00 mg/g의 범위

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 등(21)의 결과 중 원곡에서 도정된 

보리의 값을 맥강으로 환산하여 나타냈을 때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모든 품종의 fraction Ⅱ에서 가장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보석찰, 흰찰쌀, 다한, 흑광 및 흑누리

에서 각각 7.00, 6.58, 6.03, 6.27 및 6.09 mg/g이었다. 또

한, fraction Ⅰ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5.61, 4.24, 3.92, 

4.22 및 4.48 mg/g으로 fraction Ⅱ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유색 찰성보리인 보석찰이 가장 높은 폴

리페놀 함량을 보였으며 fraction Ⅰ, Ⅱ 및 Ⅲ에서 각각 5.61, 

7.00, 6.88 mg/g으로 나타났고, 메성보리인 다한의 frac-

tion Ⅰ, Ⅱ 및 Ⅲ에서 각각 3.92, 6.03, 5.09 mg/g으로 가장 

낮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Siebenhandl 등

(2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유색보리의 경우 색소성분의 함유

로 일반 보리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맥강의 품종과 입도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Fig. 

3B와 같다. 맥강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7~2.58 mg/ 

g으로 나타났다. 품종별 맥강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살

펴보면 보석찰, 흰찰쌀, 다한, 흑광 및 흑누리에서 각각 1.07 

~2.58, 1.52~2.07, 1.25~2.19, 1.68~2.32, 1.38~1.87 mg/ 

g의 함량으로 fraction Ⅰ, Ⅲ, Ⅱ의 순서로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품종에서 fraction Ⅱ의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종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보석찰의 fraction Ⅱ에서 2.58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raction Ⅰ에서 1.07 mg/g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총 폴리페놀 함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보노이드가 식물계의 총 폴리페놀계

의 화합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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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TS (A) and DPPH (B)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arley bran with different cultivars and particle size.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cultiv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particle size.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article siz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cultivars. Fraction Ⅰ, particle size of <60 mesh; Fraction 
Ⅱ, particle size of 60∼100 mesh; Fraction Ⅲ, particle size of >100 mesh.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actors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
　
　
　

0.784**

1
　
　

0.710**

0.714**

1
　

0.783**

0.666**

0.791**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총 항산화력

맥강의 품종과 입도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총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4A와 같다. 맥강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의 범위는 2.78~7.53 mg AA eq/g이었다. 

입도별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해보면 fraction Ⅰ의 

입도 분획물에서 2.78~5.19 mg AA eq/g으로 가장 낮은 

소거능을 보였으며, fraction Ⅱ와 Ⅲ에서는 증가하였다. 품

종별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살펴보면 보석찰, 흰찰쌀, 다

한, 흑광 및 흑누리에서 각각 5.06~7.25, 3.31~7.42, 

5.19~7.53, 4.57~6.28 및 2.78~4.90 mg AA eq/g이었다. 

메성 보리인 다한의 fraction Ⅱ에서 7.53 mg AA eq/g으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free radical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phenolic ring이 존재하기 때문에 뛰어난 항산화력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듯이(28) 본 연구에서도 맥강

의 입도별 분획물에 따라서 총 페놀 함량과 ABTS 라디칼 

소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phenolic acid와 flavonoids 등 

페놀성 물질에 의한 항산화 작용의 지표이며 환원력이 큰 

물질일수록 전자공여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29). 맥

강의 품종과 입도에 따른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4B에 나타내었다. 맥강의 전자공여능은 2.24~4.83 mg AA 

eq/g의 범위였고, 이는 일반적인 맥강의 전자공여능의 범위

에 있었다(30). 입도별 맥강은 fraction Ⅰ에서 가장 낮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fraction Ⅱ의 분획물에

서 보석찰, 흰찰쌀, 다한, 흑광 및 흑누리에서 각각 4.48, 

4.24, 4.83, 4.49 및 3.03 mg AA eq/g으로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fraction Ⅲ의 분획물로 입자가 

작을수록 전자공여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품종별 전

자공여능은 fraction Ⅱ에서 유색보리인 보석찰의 4.48 mg 

AA eq/g과 다한의 4.83 mg AA eq/g으로 다른 품종의 맥강

에 비하여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품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관계 분석

입도에 따른 품종별 맥강의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

드와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상관계수 값(Pearson’s correlation co-

efficient, r)이 0.666~0.791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유의적

인 양의 상관관계(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폴

리페놀 함량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ABTS 라디칼 소거

능,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총 폴

리페놀 함량은 ABTS(r=0.710) 및 DPPH(r=0.783) 라디칼 

소거능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DPPH 라디칼 소거능(r=0.666)보다는 ABTS 

(r=0.714) 라디칼 소거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의한 상



1176 백소윤 ․이윤정 ․장귀영 ․김민영 ․오남석 ․이미자 ․김현영 ․이준수 ․정헌상

관관계를 나타낸다는 Kwak 등(3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

요   약

보리 도정 시 발생되는 부산물(맥강)의 이용방안을 모색하

기 위하여 5가지 품종의 쌀보리 보석찰(유색 찰성), 흰찰쌀

(찰성), 다한(메성), 흑광(유색), 흑누리(유색)를 23%로 도

정한 다음 입도별(<60 mesh(fraction Ⅰ), 60~100 mesh 

(fraction Ⅱ), >100 mesh(fraction Ⅲ)로 분획 후, 기능성

분 함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타글루칸의 함량은 모든 품종

에서 fraction 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한과 흑누리

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아라비노자일란은 fraction 

Ⅲ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여 입도가 큰 분획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라비노자일란 고함유 분획물을 얻을 수 있었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는 모든 품종에서 fraction Ⅱ에

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항산화력과 라디칼 소거

능 역시 fraction Ⅱ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내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석한 모든 기능성분의 함량이 높았던 

fraction Ⅱ는 보리의 겨층 부분과 배유층 부분이 적절히 

혼입된 분획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맥강의 기능성 식품 소재

화를 위한 맥강을 선정할 때 fraction Ⅱ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리 도정 부산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품종 및 입도별 분류를 통해 유용성

분이 고함유되어 있는 층을 얻고, 이를 활용한 식품 기능소

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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