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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쌀에 있어

서도 현미를 비롯하여 유색미와 같은 특수미의 섭취가 증가

하고 있다(Salvin 등 1999). 유색미는 차진 질감과 독특한 향

미를 지녔을 뿐 아니라, 적갈색, 흑자색, 녹색 등의 과피에는 

안토시아닌, 탄닌과 같은 다양한 천연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Huang & Lai 2016). 특히 흑미는 페놀화합물을 비롯하여 

cyanidin-3-O-glucoside, peonidin-3-O-glucoside 종류의 안

토시아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강한 산화 방지 활성이 있고(Hou 등 2013), 적미는 탄

닌계 색소뿐만 아니라, 카테킨 및 카테콜 등의 다양한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Gunaratne 등 2013). 이
외에도 Lee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색미 품종의 단백질, 
식이섬유 및 미네랄이 각각 8.4~10.7%, 3.5~5.9% 및 

0.75~0.79%로 일반백미 품종의 4.4~5.8%, 3.5~4.8% 및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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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oxidant characteristics and anti-adipogenic effects of colored rice and brown rice 
extracts in 3T3-L1 adipocyte depending on cultivar (Josaengheugchal, Heugjinmi, Hongjinju, Geongganghongmi, Seolgaeng, Milyang 
320, Sindongjin, Baegjinju). Colored rice and brown rice was extracted with 100% ethanol, followed by the analysis of polyphenol, 
flavonoid, anthocyanin, antioxidant, and anti-adipogenic activity.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ranged from 6.86~314.08 
mg GAE/g and 1.47~56.88 mg CE/g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was observed in Heugjinmi cultivar. 
Anthocyanin composition was analyzed by HPLC, cyanidin-3-gluoside and peonidin-3-glucoside was found in black rice including 
Josaengheugchal and Heugjinmi. Also, the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lored rice cultivars was higher than 
that of brown rice cultivars, the highes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lso was observed in Heugjinmi (128.20 mg TE/g). The 
anti-adipogenic effects of colored rice and brown rice extracts on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evaluated that extracts of 
Heugjinmi cultivar significantly reduced intracellular lipid accumulation. These resul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use of 
Korean colored rice cultivar as a functional food materials relative to anti-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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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에 비해 영양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 또한 유색미는 
항산화 활성 및 활성산소종에 대한 소거활성(Park 등 2016), 
DNA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억제활성(Nam & Kang 1997), 콜레

스테롤 흡수 억제(Yao 등 2013), 항암활성(Suganyadevi 등 2013), 
면역활성(Kim 등 2011) 및 항노화 효과(Choi & Lee 2018) 
등의 생리활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만은 과량의 에너지 섭취 또는 에너지 소비 저하로 인

한 열량대사의 불균형으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으로

써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Eckel 
RH 1997). 비만의 발생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과정에 의하

여 지방세포 내의 triglyceride 축적으로 발생된다(Farmer 
SR 2006; Kim 등 2015). 이러한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저

해하기 위하여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사용

되고 있으며, 특히 식이조절에서 탄수화물 식품류의 종류나 

섭취형태가 비만 및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대표

적인 탄수화물 식품인 쌀에 있어서도 지방세포의 분화 및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특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현미 및 유색미의 다양한 기능성이 구명되어 있

지만, 국내 육성 유색미의 품종별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페

놀화합물 함량에 따른 항비만 활성 비교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육성된 조

생흑찰, 흑진미, 홍진주, 건강홍미, 설갱, 밀양 320호, 신동진 

및 백진주 등의 유색미 및 일반미 품종의 현미 추출물에 대

하여 기능성 성분, 항산화 활성 및 지방분화 억제효과를 검

토함으로써 국내 육성 유색미로부터 항비만 관련 기능성 식

품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색미 및 일반미는 총 8종으로 국립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경기 수원) 및 남부작물부(경남 밀

양) 시험용 포장에서 2017년도에 재배, 수확한 것을 사용하

였다. 유색미로는 조생흑찰(cv. Josaengheugchal; JSHC), 흑
진미(cv. Heugjinmi; HGM), 홍진주(cv. Hongjinju; HJJ) 및 

건강홍미(cv. Geongganghongmi; GGHM)로 4종을 분석하

였고, 일반미로는 설갱(cv. Seolgaeng; SG), 밀양 320호(cv. 
Milyang 320; MY320), 신동진(cv. Sindongjin; SDG) 및 백

진주(cv. Baegjinju; BGJ)로 4종을 분석하였다. 종피에 색이 

있는 유색미는 일반적으로 현미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유

색미의 이용특성을 반영하여 일반미 품종의 현미를 실험재

료로 추가하여 유색미와 비교하였다. 유색미와 일반미는 모

두 제현기(Model SY88-TH, Ssangyong Ltd, Incheon, Korea) 
를 이용하여 왕겨를 분리한 현미 상태로 분쇄하여 추출 시

료로 사용하였다. 유색미 및 일반현미는 시료 중량 대비 20
배량의 에탄올(w/v)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3회 반복하여 

교반추출(Daihan Scientific, Seoul, Korea)하고, 이 추출물을 

여과한 후에 감압농축(N-1000, Eyela, Tokyo, Japan)하여 추

출물을 100 mg/mL의 농도로 dimethyl sulfoxide(DMSO)에 

용해한 다음 증류수 또는 배지로 희석하여 생리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의 방법에 따라 측

정하였다. 즉,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
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 방치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Spectrophotometer(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0.2, 0.4, 
0.6, 0.8 및 1.0 mg/mL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검량

선 작성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물 1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mg GAE/g)로 나타내었다.

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999)의 방법을 변형

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간 방치하고, 1 M 수산화나트륨(NaOH) 
500 μL를 가하여 11분간 방치한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catechin hydrate(Sigma 
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 후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추출물 1 g 중의 mg catechin  equivalent(mg CE/g)로 

나타내었다.

4.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안토시아닌 함량은 Choung 등(2008)의 방법에 따라 

HPLC(ACME9000 system, Younglin, Anyang, Korea)로 분

석하였다. 즉, 일정량의 시료에 0.3% HCl을 포함한 80% 메
탄올을 가한 후 25℃에서 1시간 동안 3회 초음파 추출하였

으며, 추출물은 2,200×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100 
mL로 정용한 다음 0.45 μm syringe filter(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HPLC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
동상은 5% formic acid가 포함된 아세토니트릴(A)과 5% 
formic acid가 포함된 증류수(B)를 gradient 조건으로 흘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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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gradient 조건은 A:B를 초기 10:90(%, v/v)에서 24분

에 40:60, 25분에 100:0, 28분에 100:0, 29분에 10:90, 40분

에 10:90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속은 1 mL/min으로 하였고, 
주입량은 20 μL로 설정하였다. 검출기는 UV 520 nm에서, 
칼럼은 C-18 column(Mightysil RP-18 GP column, 4.6×250 
mm, Kanto Chemical,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칼럼 온도

는 30℃로 설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delpinidin-3-glucoside, 
cyanidin-3-soporoside, cyanidin-3-sambubioside, cyanidin- 
3-O-glucoside, petunidin-3-glucoside, peonidin-3-O-glucoside, 
cyanidin 및 peonidin을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5.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Choi 등 2006)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7.4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Aldrich Co.)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하

루 동안 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가 되도록 물 흡광계수

(ε＝3.6×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

의 변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trolox(Sigma Aldrich)를 사용하였다. 시료첨가구와 비첨가

구의 흡광도 차이를 mg trolox equivalent(mg TE/g)로 표현

하였다.

6.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Hwang 등(2006)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즉, 10 mg/mL 농도의 추출물 0.2 mL에 

0.2 mM DPPH(Sigma-Aldrich Co.) 용액 0.8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60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mg trolox equivalent(mg TE/g)로 표현하였다.

7. 세포배양 및 독성 측정
본 실험에서 사용된 3T3-L1 preadipocyte는 한국세포주은

행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는 10% bovine 
calf serum(Gibco BRL Life Technoloies, Grand Island, NY, 
USA)와 100 U/mL penicillin G, 5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 배지(Gibco, Grand Island, NY, USA)를 사

용하여 37℃의 5% CO2 배양기(EYELA, Vision Scientific 
Co., Daejeon, Korea)에서 배양하였으며, 세포 밀도가 80% 
이상으로 높아지면 5분간 trypsin-EDTA를 처리하여 계대배

양을 실시하였다.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Ishiyama 등(1996)의 

방법에 따라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T3-L1 
cell를 1×105 cell/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

주한 후 37℃의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시
료는 일정농도가 되도록 DMSO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배지에 일정농도로 희석된 

시료를 첨가하여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완료 후 2 
mg/mL 농도의 MTT 시약을 well당 10 μL씩 첨가한 다음 

37℃의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후 MTT 시약이 포함된 

배지를 제거하고, DMSO 100 μL를 가한 후 상온에서 발색

시킨 다음, ELISA microplate reader(ELx 808, Bio-Tek Inc.,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각각의 세포독성은 대조구 대비 세포생존률로 표

시하였고, 3T3-L1 cell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

범위 내에서 지방축적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8. 3T3-L1 preadipocyte의 분화 유도
실험에 사용된 3T3-L1 preadipocyte의 분화유도 및 성숙

배지로는 10% fetal bovine serum(FBS, HyClone, Logan, 
UT, USA)과 100 units/mL penicillin 및 50 μg/mL strep-
tomycin이 함유된 DMEM을 이용하였다. Preadipocyte를 

24-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농도로 seeding한 뒤 세포

가 confluent stage에 도달하면 5 μg/mL의 insulin(Sigma 
Aldrich)과 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Sigma Aldrich) 
및 1 μM dexamethasone(Sigma Aldrich)을 첨가한 10% 
FBS-DMEM을 사용하여 이틀간 분화 유도하였으며, 분화 

유도 후 2일 동안 insulin만 첨가한 배지를 이용함으로써 지

방세포를 성숙시켰다. 이후 2일 간격으로 10% FBS만이 함

유된 DMEM으로 배지를 교환하면서 세포의 지방분화 상태

를 확인하였다. 이때 시료의 지방축적 및 분화억제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로 배지에 첨가하였다. 

9. Oil Red O staining
Preadipocyte의 분화 및 성숙 6일 후에 배지를 제거한 뒤 

phosphate-buffered saline(PBS)을 이용하여 수차례 세척한 

뒤 10% formalin 용액을 이용하여 세포를 고정하고, 세포 내 

생성된 lipid droplet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0.3% Oil Red 
O 용액을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현미경 관찰 

후 isopropanol을 이용하여 용해한 뒤 4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의 흡광도 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10.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US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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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품종간

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분

석한 뒤 신뢰구간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품종에 따른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유색미 추출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9.03~314.08 mg GAE/g 범위로 

나타났으며, 현미 추출물은 6.86~10.49 mg GAE/g 범위를 

보여 유색미 추출물이 일반 현미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이러한 결과는 벼 품종별 현미 에

탄올 추출물의 항산화성분 및 활성에 대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 일반 백미 품종인 화선찰벼, 하이아미, 설갱벼, 일
품벼 및 삼광벼에 비해 유색미 품종인 홍진주벼 및 흑광벼

의 현미 추출물이 미강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및 탄

닌 계열 색소에 의해 총 폴리페놀 함량이 3∼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흑미 메벼 품종인 흑

진미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314.08 mg GAE/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5), 홍진주(178.05 
mg GAE/g), 건강홍미(123.05 mg GAE/g), 조생흑찰(19.03 
mg GAE/g), 신동진(10.49 mg GAE/g), 설갱(8.58 mg 
GAE/g), 백진주(7.67 mg GAE/g) 및 밀양 320호(19.03 mg 

GAE/g)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는 Park 등(2016)의 

연구에서 14종의 유색미에 대한 항산화 활성 분석 결과, 조
은흑미 및 신토흑미와 같은 흑미 메벼 품종이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고, 적미 중에서는 홍진주가 높았으며, 
녹원찰과 같은 녹미가 유색미 중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유색

미 품종의 추출물이 1.47~56.88 mg CE/g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백미 품종의 경우 플라보노이드가 1.25~3.28 mg CE/g
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범위로 나타났다. 유색미 품종 중에

는 흑진미 품종이 56.88 mg CE/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홍진주(35.21 mg CE/g), 건강홍미(25.33 mg 
CE/g) 및 조생흑찰(1.47 mg CE/g) 순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Kwak 등(2013)은 유색

미인 홍진주벼 및 흑광벼에서 일반 현미인 화성벼보다 최대 

8배 이상의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여 폴리페놀 함량

보다 품종 간 변이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폴리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화합물은 과일, 채소, 곡류 등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효과적인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분자 내에 phenolic 
hydroxyl group이 free radical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Zang & Tsao, 2016)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과 같은 항산화 활성을 비롯

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안토시아닌 함량
품종에 따른 유색미 및 현미의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결

과는 Table 2와 같이 품종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적미 품종인 홍진주 및 건강홍미와 설갱, 밀양320호, 신동진 

및 백진주 등의 일반현미에서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검출되

지 않았고, 조생흑찰 및 흑진미와 같은 흑미 품종에서는 

cyanidin-3-O-glucoside와 peonidin-3-O-glucoside가 검출되

었다(Fig. 1). 일반적으로 유색미 종실의 안토시아닌 조성은 

cyanidin3-glucoside, cyanidin 3-rhamnoside, malvidin 3-galac-
toside, peonidin 3-glucoside 등이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 유

색미 종자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cyanidin 3-glucoside와 

peonidin 3-glucoside가 주된 성분이라고 하였다(Park 등 

1998). 안토시아닌이 검출된 흑미 중에는 흑진미 품종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 2.061 mg/g으로 조생흑찰(0.858 mg/g)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구성 안토

시아닌 함량의 경우, 흑진미 품종의 cyanidin 3-glucoside와 

peonidin 3-glucoside 함량은 각각 1.882 및 0.179 mg/g이었

고, 조생흑찰 품종은 각각 0.803 및 0.055 mg/g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쌀의 안토시아닌 조성은 자색을 나타내

는 cyanidin-3-O-glucoside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peonidin-3-O-glucoside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적미

Cultivar
Antioxidant component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g)

Total flavonoid 
content (mg CE/g)

Colored 
rice

JSHC1)  19.03±1.02d  1.47±0.37e

HGM 314.08±11.76a 56.88±1.56a

HJJ 178.05±2.77b 35.21±0.53b

GGHM 123.05±5.08c 25.33±0.50c

Brown 
rice

SG   8.58±0.28e  1.25±0.43e

MY320   6.86±0.34e  2.78±0.73d

SDG  10.49±0.34e  3.28±0.17d

BGJ   7.67±0.11e  2.85±0.19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
1)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HJJ: Hongjinju, GGHM: 

Geongganghongmi, SG: Seolgaeng, MY320: Milyang 320, SDG: 
Sindongjin, BGJ: Baegjinju.

Table 1. Antioxidant component contents of brown and 
colored rice depending on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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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Seo 등(2011)과 유

색미 품종 14종의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결과, 흑미 품종에

서만 14.83∼194.26 mg/100 g 범위로 분포한다는 Park 등

(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cyanidin 
3-glucoside을 비롯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게 나타난 흑진

미 품종은 흑미와 적미를 교잡 육성하여 흑미의 안토시아닌

과 적미의 폴리페놀을 동시에 다량 함유한 고기능성 품종으

로(Bae 등 2019)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등

의 기능성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었지만, 이에 따

른 생리활성은 항산화 활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

어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항산화 활성
품종에 따른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색미 추출물의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20.24~128.20 mg TE/g 및 

9.31~24.83 mg TE/g 범위로 나타났으며, 현미 추출물은 

6.36~10.56 및 3.88~5.95 mg TE/g 범위로 나타나 유색미 품

종이 일반현미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이러한 결과는 백미에 비해 유색미에 함유되어 있

는 안토시아닌, 탄닌계열 색소에 의해 총 페놀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항산화 활성 또한 우수하다는 Kim 등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유색미 품종 중에는 흑진

미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128.20 mg TE/g으로 가장 높

았으며, 홍진주(109.47 mg TE/g), 건강홍미(92.99 mg TE/g) 
및 조생흑찰(20.24 mg TE/g)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경향과 유사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흑진미, 홍진주 및 건

강홍미가 24.42~24.83 mg TE/g 범위로 나타났고, 조생흑찰

이 9.31 mg TE/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흑진미를 비롯한 흑미 메벼 품종의 총 항산화력과 환원력이 

백미, 현미, 적미, 흑미 찰벼 품종에 비해 높았다는 Seo 등
(201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Park 등(2016)은 적미와 

흑미의 라디칼 소거능은 유색미의 종류보다는 품종 간 변이

Cultivar
Anthocyanin content (mg/g)

Cyanidin-3-O-glucoside Peonidin-3-O-glucoside Total

Colored rice

JSHC1) 0.803±0.027b 0.055±0.002b 0.858±0.026b

HGM 1.882±0.045a 0.179±0.005a 2.061±0.050a

HJJ ND2) ND ND
GGHM ND ND ND

Brown rice

SG ND ND ND
MY320 ND ND ND

SDG ND ND ND
BGJ ND ND 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
1)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HJJ: Hongjinju, GGHM: Geongganghongmi, SG: Seolgaeng, MY320: Milyang 320, SDG: 

Sindongjin, BGJ: Baegjinju.
2) ND: Not detected.

Table 2. Anthocyanin contents of brown and colored rice depending on cultivar

Fig. 1. HPLC chromatogram of anthocyanin standard (A) 
and sample (B~C) at 520 nm. 1: delpinidin-3-glucoside, 2: 
cyanidin-3-soporoside, 3: cyanidin-3-sambubioside, 4: cyanidin- 3-O- 
glucoside, 5: petunidin-3-glucoside, 6: peonidin-3-O-glucoside, 
7: cyanidin, 8: peonidin.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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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고, 적진주 및 홍진주 등의 적미가 보석흑찰, 눈큰흑찰 

등의 일부 흑미 품종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페놀화합물과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고기능성 유색미 품종인 흑진미에서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특

성은 항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 세포 내 지방축적 억제 효과
Lipid droplet은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과

정 중 나타나는 비활성 소낭으로 phospholipid monolayer에 

둘러싸인 중성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성지방으로 알

려진 triglyceride는 음식물로 섭취되어 중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나, 여분의 triglyceride는 지방세포에 흡수되고 저장

되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lipid droplet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항비만 활성의 척도가 된다(Ji 등 2012). 먼저 

품종별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이 3T3-L1 지방전구세포의 

증식 및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200 μg/mL 이하의 농도

에서 세포생존율이 모두 90% 이상으로 측정됨에 따라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3T3-L1 세포내의 지방구 축적 억

제효과 검정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2). 3T3-L1 지방전구세

포에서 성숙지방세포로의 분화 유도와 함께 품종별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을 처리하였으며, 분화 완료된 성숙지방세포

에서 Oil Red O 염색 후 관찰한 결과, 분화 유도제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모든 품종의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세포 

내 lipid droplet 형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또한, 조생흑찰을 제외한 유색미 품종의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일반 현미 추출물을 처리한 실

험군에 비해 지방구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p<0.05). 특히 유색미 중 흑진미 추출물을 성숙세포의 

분화유도와 함께 처리할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구 생성

을 억제하였고, 200 μg/mL 농도로 처리 시에는 대조군에 비

해 약 52% 지방구 축적을 저해하여 가장 우수한 항비만 활

성을 보였다(Fig. 4). 흑미와 적미를 교잡 육성한 흑진미 품

종의 항비만 활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지만, Callcott 
등(2018)은 안토시아닌과 수용성 페놀화합물 함량이 높은 유색

미 추출물이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인 PPARγ의 발현량을 억제하여 지방구 생성을 감소시

키고,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suda 등(2003)에 따르면 흑진미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cyanidin-3-glucoside와 peonidin-3-glucoside은 adipogenesis
의 전사조절인자와 단백질인 C/EBPα, PPARγ, aP2의 단백

질 발현 수준을 감소시켰고, AMPK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

합성 핵심인자인 PPARγ를 억제함으로써 3T3-L1 지방전구

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3T3-L1 세포 내의 지

방축적을 억제한 효과는 흑진미 품종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Cultivar

Antioxidant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 TE/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 TE/g)

Colored 
rice

JSHC1)  20.24±0.95d  9.31±0.21c

HGM 128.20±0.54a 24.42±0.05b

HJJ 109.47±3.15b 24.83±0.03a

GGHM  92.99±1.43c 24.81±0.07a

Brown 
rice

SG   8.21±0.15ef  4.74±0.17e

MY320   6.36±0.23f  3.88±0.13f

SDG  10.56±0.85e  5.95±0.13d

BGJ   8.61±0.09ef  4.79±0.13e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
1)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HJJ: Hongjinju, GGHM: 

Geongganghongmi, SG: Seolgaeng, MY320: Milyang 320, SDG: 
Sindongjin, BGJ: Baegjinju.

Table 3. Antioxidant activity of brown and colored rice 
depending on cultivar

Fig. 2. Cell viability for 3T3-L1 adipocyte cell of brown 
and colored rice extracts depending on cultivars. Value are 
mean±S.D. of 4 replicates. Treatment with ≤ 200 μg/mL 
of brown and colored rice extracts did not affect 3T3-L1 
adipocyte cell viability.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HJJ: Hongjinju, GGHM: Geongganghongmi, SG: 
Seolgaeng, MY320: Milyang 320, SDG: Sindongjin, BGJ: 
Bae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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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시아닌과 페놀화합물이 adipogenesis의 전사조절인자와 

단백질을 조절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

러한 항비만 성분과 메커니즘 구명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상관관계 분석
품종에 따른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함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cyanidin-3-glucoside 
(C3G) 및 peonidin-3-glucoside(P3G) 함량,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3T3-L1 세포 내의 지방 축적률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항산화 성분 및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3T3-L1 세
포 내 지방 축적률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폴리페놀은 ABTS 라디칼 소거능(0.654**), DPPH 라디

칼 소거능(0.583**)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플라보노이드 또한 ABTS 라디칼 소거능(0.972**), DPPH 라
디칼 소거능(0.905**)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안토시아닌은 ABTS 라디칼소거능(0.514**)과 높은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어 항산화 성분과 활성간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3T3-L1 세포 내의 지방 축적률과 항산화 

성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폴리페놀(－0.549**), 플라보

노이드(－0.862**), 안토시아닌(－0.664**), C3G(－0.660**) 및 

P3G(－0.703**)과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페놀화합물 함량이 높은 품종일

수록 3T3-L1 지방전구세포 내의 지방 축적률이 감소하여 

Fig. 3. Effect of brwon and colored rice extracts on lipid accumulation in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days 0~4) during differentiation. Lipid content was mesured on day 8 by Oil-Red-O staining 
method.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HJJ: Hongjinju, GGHM: Geongganghongmi, SG: Seolgaeng, MY320: 
Milyang 320, SDG: Sindongjin, BGJ: Baegjinju.

Fig. 4. Effect of brown and colored rice extracts on lipid 
accumulation in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0~4 days) during 
differentiation.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cate for each 
treatment.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capital le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
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treatment concentration. JSHC: 
Josaengheugchal, HGM: Heugjinmi, HJJ: Hongjinju, GGHM: 
Geongganghongmi, SG: Seolgaeng, MY320: Milyang 320, 
SDG: Sindongjin, BGJ: Bae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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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비만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육성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의 생리

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품종별 유색미와 현미의 항산화성

분, 항산화 활성 및 항비만 활성을 측정하였다. 품종은 조생

흑찰, 흑진미, 홍진주, 건강홍미 등의 유색미 4종과 설갱, 밀
양 320호, 신동진 및 백진주 등의 일반현미 4종을 사용하였

고,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

닌,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의 지방축적 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모두 일반 현

미에 비해 유색미의 함량이 높았으며, 특히 흑미와 적미를 

교잡 육성한 흑진미 품종에서 각각 314.08 mg GAE/g, 
56.88 mg CE/g, 2.061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성 

안토시아닌은 조생흑찰 및 흑진미와 같은 흑미 품종에서만 

cyanidin-3-O-glucoside와 peonidin-3-O-glucoside가 검출되

었다. 이에 따라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또한 유색

미 품종의 추출물에서 각각 20.24~128.20 mg TE/g 및 9.31~ 
24.83 mg TE/g 범위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항비만 활

성을 검정하기 위해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성숙지방세

포로의 분화 유도와 함께 품종별 유색미 및 현미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유색미 중 흑진미 추출물을 처리할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구 생성을 억제하였고, 200 μg/mL 농도로 

처리 시에는 대조군에 비해 약 52% 지방구 축적을 저해하

여 가장 우수한 항비만 활성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부터 국내 육성 유색미 품종의 페놀화합물, 항산화 활성 및 

항비만 활성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흑진미 

품종이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페놀화합물이 가장 높았고,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등의 항산화 활성과 3T3-L1 
세포 내의 지방축적 억제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육성 유색미로부터 고

부가가치의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흑진미 품종의 항

비만 성분과 메커니즘 구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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