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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등과 같은 생

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Ha TY 2006).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명 연장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체의 노화나 대부분 현대인의 질병은 과잉으로 생성

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

스에 기인하며, 세포와 조직에 독성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dtman & Berlett 1998; Biesalski D 
2002). 따라서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종의 제거 및 생체 내 산

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시스템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으면서 생리활성이 높은 건강 기

능성 천연물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밀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물 중의 

하나로 세계인구의 약 40%가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요 

식량 자원이다(Shewry PR 2009). 최근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밀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

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새싹 밀은 미국과 유럽에서 wheatgrass 
라는 명칭으로 분말 또는 착즙하여 영양부족 및 성인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기능성 보조 식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

다(Lee 등 2009). 새싹 밀에는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클로

로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밀 종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던 gallic acid, epigallocathechin, epicatechin, ρ-coumaric acid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Nagaoka H 2005; Donkor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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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total contents of polyphenol, antioxidant activities, 
inhibitory activities of tyrosinase, and protective effect against oxidative stress in the HepG2 cells of ethanol extracts from wheat 
sprout. The antioxidant activity of extracts was determined by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Ethanol extracts were 
tested using different ethanol concentrations (0%, 30%, 50%, 80% and 95%, respectively). The highest amount of total polyphenol 
was extracted by 50% and 80% ethanol which was 26.3 and 26.8 mg gallic acid equivalents/g sample, respectively. High levels 
of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found in 50% ethanol (26.7 and 15.0 mg TEAC/g sample, respectively) and 
80% (24.3 and 16.1 mg TEAC/g sample, respectively) ethanol extracts. Also, 50% and 80% ethanol extracts indicated higher inhibitory 
activities of tyrosinase compared with other extracts. In the cell-based assay, pre-treatment of the HepG2 cells with wheat sprout 
extracts prevented the cell damage induced by TBHP (tert-butyl hydroperox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at sprout 
has significantly higher diverse biological activities and apparently has significant healt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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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밀의 기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암세포 성장 억제 효능(Bonfili 등 2009), 위장관 치료 

효과(Ben-Arye 등 2002) 등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새싹 

밀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효과(Jeong 등 2010), 항당뇨 효

과(Lee 등 2010), 지질축적 억제 효과(Lee 등 2011), 발모 효과

(Ryu 등 2013)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새싹 밀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재배 농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하지만 새싹 밀의 추출 용매에 따른 생리활성

을 비교한 연구는 미비하며,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생리활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새싹 밀의 추출용매에 따른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측정하

고 비교함으로써 새싹 밀 생리활성 연구 및 기능성 소재로서

의 이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밀은 백중밀 품종으로, 2018년도에 전

북 완주 소재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재배하여 시험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새싹 밀은 밀 종자를 

24시간 침지 및 발아시킨 후 시험포장에 파종하고, 10일간 

재배하여 15~20cm로 자랐을 때 수확하여 시험용 재료로 사

용하였다.
Gallic acid, Folin-Ciocalteu reagent, sodium carbonate, trolox,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potassium persulphate, dimethyl 
sulfoxide(DMSO), 3-(4,5-dimethyl thiazol 2-yl)-2,5-diphenyl-
tetrazolium(MTT), tert-butyl hydroperoxide(TBHP) 등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Caisson(North 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FBS), trypsin-EDTA, penicillin- streptomycin
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그 밖

에 사용된 추출용매 및 시약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

용하였다.

2. 추출물의 제조
새싹 밀은 세척 후 50℃에서 24시간 건조하고 실험실용 분

쇄기(NSG-100 2SS, Hanil, Seoul, Korea)로 분쇄하여 사용하였

다. 추출용매는 물(distilled water), 30, 50, 80, 95% 주정

(ethanol)을 사용하였고, 상온에서 추출하였다. 새싹 밀 3 g에 

60 mL의 용매를 각각 가하여 24시간 교반 추출하여 추출물

을 얻고 남은 잔여물을 다시 30 mL의 용매로 24시간 2회 반

복하여 추출하였다. 용매는 감압 농축기(N-1000,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였고, 추출 수율을 

측정한 후 잔사는 DMSO로 재용해하였다. 각 추출물은 질소 

충전 후 －2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새싹 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하여 측정하

였다(Velioglu 등 1998).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하여 3분간 반응시키고, 50% Folin-Ciocalteu’s 
reagent 100 μL를 가하여 3분 반응시킨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0.1% gallic acid를 사용

하였으며,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g sample로 나타내

었다.

4. ABTS 라디칼 제거능
ABTS 라디칼 제거능은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라디칼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1.0 이 되도록 몰 흡광계수(ε= 
3.6×104 M-1㎝-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라디칼 용액 1 mL에 추출물 50 μL를 가하여 60분 후

에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olox를 이용하여 표

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Trolox equivalent antio-
xidant capacity, TEAC)을 계산하였으며, mg TEAC/g sample로 

나타내었다.

5. DPPH 라디칼 제거능
DPPH 라디칼 제거능은 0.2 mM DPPH 용액 1 mL에 추출

물 50 μL를 가하고, 30분 후에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Sharma & Bhat 2009). DPPH 라디칼 제거능은 Trolox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TEAC)을 

계산하였으며, mg TEAC/g sample로 나타내었다.

6.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 활성은 Kubo 등(1994)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500 μL 에 

10 mM L-DOPA(L-3,4-dihydroxyphenylalanine) 200 μL 와 추출

물(10 mg/mL) 100 μL 를 혼합하였다. Mushroom tyrosinase 
(110 unit/mL) 200 μL 를 가하여 25℃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47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

은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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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포배양및산화스트레스에대한세포보호효과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HepG2 세포는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10% FBS, 
100 units/mL penicillin/streptomycin 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로 조절된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HepG2 세포에 대한 새싹 밀 주정농도별 추출물의 세포 독

성 및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는 MTT assay 방법을 

이용하였다. HepG2 세포는 96 well plate 에 1.5×104 cells/well 
농도로 각 well 에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새싹 밀 주

정농도별 추출물을 100 μg/mL 의 농도로 처리하고, 18시간 

후 500 μM TBHP 를 3시간 처리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

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각 well 에 MTT 용액을 넣고 4시간 

반응시킨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DMSO 에 재용해하여 5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과 비

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8.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SAS version 9.4(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각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새싹 밀 추출물의 추출 수율 및 총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성분 및 생리활성의 측정에 있어 추출물의 추출 수

율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추출 용매에 따라 수율 차이

가 나타나고, 폴리페놀 성분의 추출은 추출 용매에 대한 용

해도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다(Kong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에서 추출 용매

로 허용하고 있는 물 및 주정(ethanol)을 이용하여 주정 농도

별 추출 용매에 따른 생리활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새싹 밀을 0, 30, 50, 80, 95% 주정으로 각각 추출한 

추출물의 수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추출 수율은 21.8%~ 
33.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80% 주정 추출물이 36.0%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95% 주정 추출물이 21.8%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인 폴리페놀 

화합물은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분자 내 phenolic 
hydroxyl(OH)기와 탈수소 반응을 일으켜 수소원자를 공유하

여 자유 라디칼이 안정한 형태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을 함으로써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활성 

뿐 아니라, 노화 억제, 항암, 항균 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Ahn 등 2015). 주정 농도별 새

싹 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mg GAE/g sample)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물이나 주정 단일용매 

추출물에 비해 물과 주정 혼합용매 추출물에서 유의성 있게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50% 및 80% 주정 추출물이 각각 26.3 
및 26.8 mg GAE/g sample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95% 
주정 추출물이 16.3 mg GAE/g sample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 
Kim 등(2009)은 식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물이나 단

일용매보다 70% 주정으로 추출 시 더 우수한 효율을 보이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새싹 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자유 라디칼은 체내의 신진대사와 산화된 식품의 섭취로 

인해 기인되며, 반응성이 강하고 여러 생체물질과 쉽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 지질, 단백질, 헥산과 같은 체내 주요 물질의 

비가역적 손상을 야기하며, 노화 및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Halliwell B 1996). ABTS 라디칼 제거능은 ABTS와 potassium 
persulphate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ABTS 양이온 라디칼이 추

출물 내의 항산화 성분에 의해 제거되어 라디칼의 짙은 청록

색이 무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Re 등 1999). 또한 DPPH 라디

칼 제거능은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이 DPPH 라디칼과 반응

하여 짙은 보라색이 탈색되어 흡광도가 감소되는 원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Yu & Oh 2016). 주정농도별 새싹 밀 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은 ABTS 및 DPPH 라디칼 제거능을 이용하

여 측정 및 비교하였으며,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

다. ABTS 라디칼 제거능은 12.3~26.7 mg TEAC/g sample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50% 주정 추출물이 26.7 mg TEAC/g 

Extract Polyphenol1) 
(mg GAE/g sample)

Yield 
(%)

0% EtOH 17.2±1.2c2) 28.7±0.4

30% EtOH 23.4±1.3b 31.3±0.1

50% EtOH 26.3±0.7a 33.9±0.8

80% EtOH 26.8±1.0a 36.0±1.2

95% EtOH 16.3±2.0c 21.8±1.4
1) 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tandard deviation(SD) expressed 

as mg gallic acid equivalents per g of sample.
2)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d test.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extracts from 
the wheat sprout and extraction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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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로 가장 높았고, 95% 주정 추출물이 12.3 mg TEAC/g 
sample로 낮은 활성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제거능은 50% 
및 80% 주정 추출물이 각각 15.0 및 16.1 mg TEAC/g sample
로 가장 높았고, 30% 주정 추출물 9.4 mg TEAC/g sample, 
95% 주정 추출물 6.6 mg TEAC/g sample, 물 추출물 4.3 mg 
TEAC/g sample의 순서로 나타났다. Kim 등(2004)은 대부분

의 식물체 추출물에서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 활

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Choi 등

(2007)은 곡류의 ABTS 및 DPPH 라디칼 제거능이 총 폴리페

놀 함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새싹 

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이 효과적으로 유리 라디칼을 제거

하여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3. 새싹 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는 멜라닌 생합성에서 초기 단계를 촉매하는 속

도조절 인자로, 기질인 L-tyrosine으로부터 L-3,4-dihydroxy-
phenylalanine(L-DOPA)와 DOPA-quinone을 거쳐 최종적으로 

흑갈색의 멜라닌 색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이다(Solano 등 

2006). 멜라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외선과 같은 피부자

극에 대해 저항력을 높여 주지만, 과도하게 생합성되면 기미 

및 주근깨를 형성하고, 피부노화를 촉진하며, 피부암의 유발

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등 2018). 따라서 

tyrosinase 저해 활성은 피부 내에서 멜라닌 중합체 생합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부 미백 효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Yang 등 2008). 주정농도별 새

싹 밀 추출물(10 mg/mL)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주정 농도에 따라 

17.4~38.5%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50% 및 80% 주정 추출물

이 동일하게 38.5%로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고, 물 추출

물이 17.4%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Kim 등(2013)은 하

고초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결과, 열수추출물보

다 에탄올 추출물이 47.67%로 높은 저해 활성을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Han 등(2015)은 발아시기에 따른 무순 추출

물의 tyrosinase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발아 12일째에 무

순 물 추출물보다 70% 에탄올 추출물의 저해 효과가 더 높음

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Lee 등

(2007)은 가죽나무 잎 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

정한 결과, 9.31~16.33%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

된 ascorbic acid(0.1 mg/mL)는 96.46%의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Byun 등(2004)은 폴리페놀과 같은 페

놀성 화합물이 tyrosinase 저해 활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다고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새싹 밀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

이 tyrosinase 저해 활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4. 새싹밀추출물의 HepG2 세포내산화스트레스보호효과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주정농도별 새싹 밀 추출

물의 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하고자 MTT assay 방법을 이용하

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먼저 간세포인 HepG2 세포에 

대한 추출용매별 새싹 밀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고자 

추출용매별 새싹 밀 추출물 100 μg/mL를 18시간 처리한 후,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추출

물에서 세포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data not shown). 또한 

HepG2 세포에 주정농도별 새싹 밀 추출물을 처리하고, TBHP
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산

화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TBHP(500 μM)를 단독 처리한 세포의 경우 

세포생존율이 58.9%로 감소하여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반

Extract ABTS1)

(mg TEAC/g sample)
DPPH1)

(mg TEAC/g sample)

0% EtOH 14.6±0.7d2) 4.3±0.5d

30% EtOH 21.5±1.2c 9.4±2.3b

50% EtOH 26.7±0.9a 15.0±0.6a

80% EtOH 24.3±0.6b 16.1±0.4a

95% EtOH 12.3±1.1e 6.6±1.0c

1) 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tandard deviation(SD) expressed 
as mg trolox equivalents per g of sample.

2)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d test.

Table 2.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xtracts from the 
wheat sprout

Fig. 1.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wheat sprout 
extracts (10 mg/mL).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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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주정농도별 새싹 밀 추출물 100 μg/mL 처리 시 TBHP 처
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여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새싹 밀 추출물의 세포 보호효과는 물 및 주정 단일 용매 추

출물에 비해 30%, 50% 및 80% 주정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항산

화 활성이 높았던 새싹 밀 추출물, 특히 50% 및 80% 주정 

추출물이 TBHP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간세포 보

호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새싹 밀 추출물은 TBHP
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

과가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과 생리활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과 ABTS 라
디칼 제거능(0.983, p<0.01), DPPH 라디칼 제거능(0.941, 
p<0.05) 및 세포 보호효과(0.923, p<0.05) 사이에는 높은 상관

성을 나타낸 반면, tyrosinase 저해 활성과는 0.631로 상관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라디칼 소거능 및 세포 보호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폴리페놀의 phenolic hydroxyl기(OH)가 자유 라디

칼에 수소원자를 공여함으로써 라디칼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포 내에서 새싹 밀의 폴리페놀 화

합물이 TBHP와 같은 산화스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증가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을 제거함으로써 세포 보

호효과를 보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새싹 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tyrosinase 저해 활성 및 산화스트레

스에 대한 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하고, 주정 농도에 따른 생

리활성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효과는 HepG2 세포를 이용하였고, 산화스트

레스는 TBHP를 이용하여 유도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50% 및 80% 주정 추출물이 각각 26.3 및 26.8 mg GAE/g 
sample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50%(26.7 및 15.0 mg TEAC/g sample) 및 

80%(24.3 및 16.1 mg TEAC/g sample) 주정 추출물에서 우수

한 활성을 보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 역시 50% 및 80% 
주정 추출물이 동일하게 38.5%로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

였다. 또한 새싹 밀 추출물은 HepG2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

스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효과는 30%, 50% 
및 80% 주정 추출물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에 관한 

생리활성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새싹 밀의 소비 촉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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