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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은 에너지 대사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에 대한 해독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간질환은 많은 질환 중 사망 원

인의 전체 8위에 해당한다. 간질환 발병 시 간세포의 괴사, 
세포 사멸에 의한 담즙분비 억제 및 단백질 활성 수준이 낮

아지면서 비타민 흡수 저해, 지방 축적에 의한 식욕부진, 전
신 권태감, 독성물질 배설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Lee 등 2021). 알코올, 약물의 오남용,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간질환의 원인 중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되

는 과도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간

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

다(Paracha 등 2013). 
활성산소종(ROS)은 산소(O2)가 4개의 전자를 받으면서 

독성이 없는 H2O를 만드는 도중에 생겨나는 부산물로, 반응

성이 매우 강하여 주위의 화합물과 쉽게 반응하여 높은 반

응성을 갖는다(Halliwell 등 1987). 세포 내에서의 ROS는 생

성과 소멸의 균형에 의하여 일정 소량의 ROS가 존재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낮은 농도의 ROS는 세포의 증

식 및 생존 등의 다양한 세포 내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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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ley’s nutritional value as a health food is increasing due to its excellent nutritional functionality. In this study, the levels of 
β-glucan,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were analyzed in the ethanol extracts of different barley cultivars (Hinchalssal, 
Heuksoojeongchal, Betaone, Ganghochung, and Saechalssal). Also,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bilities of 2,2-diphenyl-1-picryl- 
hydrazil (DPPH)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xoline-6-sulfonic acid (ABTS)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ir antioxidant 
activity. The results confirmed that Betaone extract contained highly activefunctional components and exhibitedantioxidant activity. 
Next, we evaluated the hepatoprotective and inhibitory effects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ed by barley ethanol extracts 
after inducing oxidative stress with tert-butyl hydroperoxide (tBHP) in HepG2 cells. Hinchalssal and Saechalssal extracts showed 
the most significant cytoprotective effect and also reduced ROS production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Hinchalssal, 
Saechalssal, and Betaone represent potential natural antioxidant and hepatoprotectiv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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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Cai 등 2014). 하지만 적정 수준 

이상의 ROS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세포 주기 정지를 유

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ROS의 생성은 DNA 등 세포 구성 

요소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이러한 산화 스트

레스가 지속되면 동맥경화, 뇌졸중, 당뇨병, 종양과 같은 심

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Kumari 등 

2018). 따라서 과잉 생성된 ROS를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

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천연 식품에서 항

산화 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리는 식품학적인 측면에서 쌀에 버금가는 우수한 전분

질 식품으로 예로부터 우리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해 왔다. 또한 보리는 밀가루의 5배, 쌀의 16배에 해당하

는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

롤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른 

식품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어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

다. 특히, 보리의 대표적인 식이섬유인 (1→3)(1→4)-β-D- 
glucan이 체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

는 등(Newman 등 1989; Lee YT 1996; Lee 등 1997; Lee 
YT 2001) 영양학적 기능성이 매우 우수한 건강식품 소재로

서의 식품학적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보리 품종에 따른 기능성분을 분석하고, HepG2 세
포에 tert-butyl hydroperoxide(tBHP)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

발한 뒤 품종별 보리 주정 추출물의 간세포 독성 보호 효과 

및 ROS 생성 억제 효과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보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쌀보리 

4품종(흰찰쌀보리, 새찰쌀보리, 베타원, 강호청)과 겉보리 1
품종(흑수정찰)으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표준 재

배법에 준하여 재배하였으며, 2019년 중순에 파종하여 2020
년 6월에 수확하였고 14℃ 저장고에 저장하였다. 추출물 제

조에 사용한 보리는 0.2 mm체가 장착된 Retsch centrifugal 
mill(Zm 100, Retsch GmbH & Co., Haan, Germany)을 이용

하여 분쇄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베타글루칸 분석에 사용한 Megazyme β-glucan assay kit

는 Megazyme Co. International Ireland Ltd.(Bray Business 
Park, Bray, Co., Wicklow, Ireland)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

양에 사용된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strep-
tomycin,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등

은 Gibco-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 sulfoxide(DMSO), 2,2-diphenyl-1-picryl-hydrazi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xoline-6-sulfonic acid 

(ABTS), Trolox, tert-butyl hydroperoxide(tBHP), 3-(4,5- 
dimethly 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MTT), 2’,7’- 
dichlorofluorescin diacetate(DCF-DA) 등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모든 시약은 1급 이상 시약을 사용하였다. 

2. 주정 추출물의 제조
보리의 간세포 보호활성 검정을 위한 100% 주정 추출물

은 각 보리 분말과 주정을 1:10 비율로 상온에서 24시간 동

안 3회 진탕 추출한 다음 여과하고 진공회전농축기(N-1000,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건조를 

한 다음 DMSO에 재용해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때 추

출 수율은 약 3.7~4.2%였다.

3. 이화학적 특성 분석
보리 주정추출물의 β-glucan 분석은 Mcclary 방법(McCleary 

& Codd 1991; McCleary & Mugford 1992)을 이용한 

Megazyme kit를 이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로 분석하였

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로 하여 Folin- 
Denis 방법(Official methods of analysis of the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으로 분석하였다(Seo 등 

2002). 분쇄한 시료 1 g을 20 mL 80% MeOH로 24시간 추

출한 후 10분간 200 rpm으로 원심분리 상등액을 분석에 이

용하였다. 상등액 500 μL와 증류수 1 mL, Folin 시약(10%) 
2.5 mL를 3분간 반응시킨 후 Na2CO3 1 mL를 첨가하여 1시

간 반응시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시료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3 
75 μL를 가한 후 5분간 방치한 후, 10% AlCl3 6H3O을 150 
μL 첨가한 후 6분간 방치한다. 그 다음 1 M NaOH을 500 
μL 첨가한 후 11분간 방치하고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한다. 측정된 흡광도는 catechin hydrate를 이용하여 작성된 

검량선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4.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활성은 2,2-diphenyl-1-picryl-hydrazil 

(DPPH) 및 2,2’-azino-bis-3-ethylbenzo-thiaxoline-6-sulfonic 
acid(ABTS)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은 96 well plat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99.9% 에탄올을 이용하여 0.2 mM DPPH 용액을 제조한 후, 
라디칼 용액 200 μL에 시료 10 μL를 첨가하고 25℃에서 30
분간 암반응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첨가

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증류수에 녹여 24시간 동안 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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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켰다. 그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
=3.6×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

된 ABTS 용액 200 μL에 추출액 10 μL를 가하여 암반응 하

였으며,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30분 후에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물질로 Trolox를 사용하였다.

5. 세포 배양 및 세포 생존율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HepG2 세포는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KCTC, 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10% FBS 및 100 units/mL penicillin/streptomycin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로 조절된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보리 주정 추출물의 세포 독성 및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이용하였다. 
HepG2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100 μL 농도로 각 

well에 분주하였다. 24시간 후 배지를 버리고, 같은 양의 배

지와 품종별 보리 주정 추출물을 20, 50 및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20시간 후 세포는 0.5 mM tBHP를 2시

간 처리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각 well에 10 μL의 MTT 용액을 넣고 4시간 반응 시킨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DMSO에 재용해하여 5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

분율(%)로 표시하였으며, 3회 반복 실험하였다.

6. ROS 생성 억제 효과
세포 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능은 형광물질인 DCF-DA(D6883)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HepG2 세포를 96 well black plate에 1×104/100 μL 농도로 

각 well에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이 후 품종별 보리 

주정 추출물(50 μg/mL) 또는 퀘르세틴(20 μM)이 포함된 배

지로 교체하였다. 20시간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2회 세척한 뒤, DCF-DA(25 μM)를 처리하여 37℃

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다시 PBS로 2회 세척하여 남아있

는 DCF-DA를 제거하고, 0.5 mM의 tBHP를 PBS에 혼합하

여 분주하였다. 세포간 상응하는 ROS는 fluorescence spec-
trophotometer로 120분 동안 여기파장(excitation wavelength) 
485 nm와 방출파장(emission wavelength)을 530 nm에서 형

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7. 통계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7.1 

(Statistical analysis system, Cray, NC, USA)로 분석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한 뒤 

신뢰구간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

을 검정하였으며, 다변량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보리 품종별 주정 추출물의 베타글루칸,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보리는 대표적인 식이섬유 성분인 베타글루칸(β-glucan)
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당뇨, 대장암 예방 및 심혈관질

환 등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보리 품종별 주정추출물의 베타글루칸, 총 폴리페

놀, 총 플라보노이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보리 품종별 주정추출물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0.38~ 
0.88%였다. 일반적으로 보리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2.64~ 
8.05%로 보고되어 있으나(Panfili 등 2008), 본 연구의 보리 

품종에 따른 주정추출물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종실의 베타

글루칸 함량보다 약 10배 적게 추출되었다. Lee 등(2011)은 

찰성보리가 메성보리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추출물에서도 찰성보리 품종인 새찰쌀, 
흰찰쌀, 흑수정찰, 베타원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메성보리인 

　 -Glucan (%) Total phenol (%) Total flavonoid (mg/g)
Hinchalssal 0.64±0.01c 0.66±0.00c 7.48±1.11a

Heuksoojeongchal 0.57±0.01d 0.61±0.03d 5.29±0.02b

Betaone 0.88±0.01a 0.82±0.01a 8.27±0.18a

Ganghochung 0.38±0.00e 0.51±0.00e 5.56±0.09b

Saechalssal 0.78±0.02b 0.72±0.01b 6.47±0.10b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a-d)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

Table 1. -Glucan, total 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 of ethanol extracts of barley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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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청보다 높았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 보리품종들 중 

베타글루칸 함량은 2015년에 개발된 베타원이 11.4%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추출물에서도 베

타원 품종 추출물이 가장 높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였고, 
다음으로 새찰쌀, 흰찰쌀, 흑수정찰, 강호청 순으로 품종별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에 따라 표준물질 

gallic acid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보리 품종별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0.51~0.82%였다. 베타원이 다른 품종의 

추출물보다 1.1~1.6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새찰쌀과 흰찰

쌀 품종순으로 시험 품종들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플라보노이드는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C6-C3-C6 구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4,500여종 이상 알려

져 있다. 담황색 또는 노란색을 띠는 색소화합물인 플라보

노이드는 항산화 작용,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등 

매우 다양한 효과들이 알려져 있으며, 보리 종실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62.0~300.8 μg/g으로 보고되었다

(Idehen 등 2017). 본 연구에서의 보리 품종별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5.29~8.27 mg/g으로 높았으며, 베타원

과 흰찰쌀 품종이 높았고 새찰쌀과 강호청, 흑수정찰 품종

순으로 낮았다.

2.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보리 품종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Table 2).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베타원과 흰찰쌀 품종

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다. ABTS 라디칼 소

거능의 경우에는 흑수정찰과 베타원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

해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강호청이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

냈다. 실험방법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높은 품종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베타원 품종이 기능성분 함량과 항산화 활

성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항산화 활성은 페놀류나 플라

보노이드 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ang 등 

1996), 본 연구결과 역시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이 베타원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여 이의 내

용을 뒷받침하였다. 

3. HepG2 세포 생존율 및 세포 독성 보호 효과
세포 생존율 및 세포 손상 보호 효과는 MTT assay를 통

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먼저 품종별 보리 추출물이 

HepG2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epG2 세포에 각 추출물을 각각 25, 50 및 100 μg/mL 농도

로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25 
μg/mL 농도에서 95.88~98.61%, 50 μg/mL 농도에서 95.28~ 
103.25% 그리고 100 μg/mL 농도에서 90.76~96.51%로 측정

됨에 따라 흰찰쌀, 흑수정찰, 베타원, 강호정 및 새찰쌀 100 
μg/mL 농도까지는 HepG2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Fig. 1).

　 DPPH (%) ABTS (μmol/g)
Hinchalssal 47.44±5.10b 0.81±0.04d

Heuksoojeongchal 50.56±0.96b 1.66±0.06a

Betaone 62.05±0.42a 1.28±0.02b

Ganghochung 39.26±0.86c 0.64±0.01e

Saechalssal 58.07±3.03a 1.09±0.02c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a-e)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

Table 2.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of barley cultivar

Fig. 1. Effect of barley ethanol extracts on viability of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barely ethanol extracts 
at (a) 20 μg/mL, (b) 50 μg/mL and (c) 100 μg/mL concentrations for 24 hours and the relative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S.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ll treatment group. Abbreviations: C, vehicle only; No. 1, Hinchalssal; No. 2, Heuksoojeongchal; 
No. 3, Betaone; No. 4, Ganghochung; No. 5, Saechal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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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품종의 보리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세포에 tBHP로 산화 스트레스

를 유도했을 때 세포 독성에 대한 추출물의 보호 효과를 알

아보았다. HepG2 세포에 각 추출물을 25, 50 및 100 μg/mL 
농도로 20시간 전처리한 후, 0.5 mM tBHP를 2시간 동안 세

포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tBHP 처리군(25.11%, 29.91%, 
24.02%)에 비하여 25, 50 및 100 μg/mL의 흰찰쌀 주정 추출

물을 처리하였을 때 각각 32.32±3.25%, 103.86±7.26% 및 

58.68±1.88%로 증가하였다. 또한 흑수정찰의 경우 26.54± 
1.73%, 71.62±3.94% 및 47.93±9.23%로, 베타원의 경우 37.38± 
4.78%, 97.39±2.93% 및 58.19±7.22%로, 강호정의 경우 

35.64±3.02%, 88.34±6.37% 및 50.99±3.67%로 그리고 새찰

쌀의 경우 42.31±4.85%, 109.03±1.93% 및 74.47±4.69%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5가지의 모든 품종의 보리 추출물에서 25, 100 그리고 50 

μg/mL 농도 순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 보호 

효과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장 보호 효과가 높

은 50 μg/mL 농도 기준으로 볼 때 새찰쌀, 흰찰쌀, 베타원, 
강호정 그리고 흑수정찰 품종 순으로 tBHP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기능 성분 함량 및 항산화 활

성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던 베타원 품종의 보호 효과

가 새찰쌀 및 흰찰쌀 품종만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차이

가 근소하며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은 대조군

(100%)만큼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4. 보리추출물의기능성분, 항산화활성과간세포보호
효과의 상관관계

보리 주정추출물의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DPPH, ABTS 항산화 활성 등과 간세

포 보호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Table 3). 보리 품

종 5종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총 페놀함량(r=0.991, p<0.001) 
및 DPPH 항산화활성(r=0.925, p<0.001)과 높은 정(+)상관

을 보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도 정상관(r=0.727, 
p<0.01)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높은 정상관(r=0.761, p<0.001)을 보였고, DPPH 항산화 활

성과도 높은 정상관(r=0.909, p<0.001)을 보였다. 보리의 주

요 기능 성분과 간세포 보호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간세포 보호 활성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정상관

(r=0.596, p<0.1)을 보였고, ABTS 항산화 활성과는 부(－)상
관(r=－0.549, p<0.1)을 보였으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5. 활성산소종(ROS) 생성 억제 효과
tBHP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은 HepG2 세포의 

ROS 생성능은 DCF-DA 형광 염색법을 이용하였으며, 형광 

물질의 발생 강도는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2. Protective effect of barely ethanol extracts on 
against tBHP-induced cytotoxicity in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0.5 mM tBHP for 2 hours after 
pre-treatment with barely ethanol extracts at (a) 20 μg/mL, 
(b) 50 μg/mL and (c) 100 μg/mL concentrations for 20 
hour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to 
control. Abbreviations: C, vehicle only; T, vehicle + tBHP 
only; No. 1, Hinchalssal; No. 2, Heuksoojeongchal; No. 3, 
Betaone; No. 4, Ganghochung; No. 5, Saechal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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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대조군으로는 플라보노이드계 물질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효능 및 간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퀘르세틴을 사용하였다(Xu 등 2019). 5가지의 보리 품종 중 

가장 유의적으로 세포 독성 보호 효과를 나타낸 흰찰쌀 및 

새찰쌀 주정 추출물 50 μg/mL와 퀘르세틴 20 μM을 HepG2 
세포에 각각 전처리한 후 tBHP(0.5 mM)에 의해 생성되는 

ROS 억제 효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HepG2 세포에 

tBHP 0.5 mM을 처리한 결과, ROS는 100±6.32%에서 

170.95±16.77%로 증가하였다. 흰찰쌀 및 새찰쌀 주정 추출

물과 퀘르세틴에서 생성된 ROS는 각각 104.91±5.06%, 
91.85±4.25%, 76.15±5.01%로 tBHP 무처리군 수준으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흰찰쌀 및 새찰쌀 주정 추

출물은 tBHP에 의한 세포 산화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와 활

성산소종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간세포 사멸

에 대한 보효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 내에서는 se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및 glutathione reductase 등의 항산화 효소들이 

존재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기능을 하

고 있다. 하지만 노화의 진행, 서구화된 식습관 등에 따라 

이러한 항산화 효소의 생성량이 감소되어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 및 보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2019). 현재 과도하게 생성된 ROS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합성 항산화제가 쓰이고 있으나,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오래 전부터 먹어왔던 식품으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면서 우

수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Youn 등 2015).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

아 보리 품종 중 특히 흰찰쌀과 새찰쌀 품종이 천연 항산화 

소재로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되는 다양한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보리의 간세포 보호 식품 소재로서

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보

리 품종에 따른 기능성분을 분석하고, 보리를 주정 추출한 

후 간세포 보호 활성을 비교하였다. 쌀보리 4품종(흰찰쌀보

리, 새찰쌀보리, 베타원, 강호청) 및 겉보리 1 품종(흑수정

찰) 주정 추출물 중 베타원 추출물이 다른 품종의 추출물보

다 높은 베타클루칸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고,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베타원과 흰찰쌀 품종이 높았다. 또한 이

러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분포하는 베타원이 DPPH 및 

ABTS 라디컬 소거능 역시 다른 추출물보다 우수한 항산화 

-Glucan Total phenol DPPH ABTS Total flavonoid Protective effect
-Glucan 1.000

Total phenol 0.991*** 1.000
DPPH 0.925*** 0.909*** 1.000
ABTS 0.384 0.385 0.536* 1.000

Total flavonoid 0.727** 0.761*** 0.614* －0.103 1.000
Protective effect 0.442 0.400 0.311 －0.549* 0.596* 1.000

*p<0.1, **p<0.01, ***p<0.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emical composi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protective effect of barely 
ethanol extracts on against tBHP-induced cytotoxicity in HepG2 cells

Fig. 3. Effect of Hinchalssal and Saechalssal on the 
generation of intracellular ROS levels in tBHP-treated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0.5 mM tBHP for 3 
hours after pre-treatment with or without 50 μg/mL extracts 
for 20 hours. After staining with DCF-DA florescent dye, 
DCF fluorescence intensity was measured using a fluores-
cence microplate reader.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to control. Abbreviations: C, vehicle only; 
T, vehicle + tBHP only; No. 1, Hinchalssal; No. 5, Saechalssal; 
Q, quercetin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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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흰찰쌀과 새찰쌀 

보리 주정 추출물이 베타원 품종보다 HepG2 세포에 tBHP
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뒤 나타나는 세포 독성에 대해 

가장 유의하게 세포 보호 효과를 보였다. ROS 생성 또한 흰

찰쌀과 새찰쌀 주정 추출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유의성 있게 항산화 효과를 나

타내는 흰찰쌀, 새찰쌀 그리고 베타원 품종이 질병과 노화

의 예방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소

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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