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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rice germ fermented by Bacillus spp. During 
the milling process, the contents of rice germ in the rice bran (Control) were adjusted to 30% (RG30) and 70% (RG70). 
The approximate composition, pH, total acidity, total soluble solid, total sugar,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measur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xanthine oxidase (XO) and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activities 
were also determined. We observed that the moisture content decreased after fermentation, while the crude prote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ermentation remarkably lowered the pH from 5.83~6.26 to 4.77~4.93, thereby elevating the total 
acidity. Fermentation also increased the total solid contents, from 0.40~0.87 °Bx to 1.63~2.20 °Bx. The total sugar decreased 
to 136.81~151.53 mg/mL from 377.56~450.64 mg/mL. Polyphenol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control (0.59 and 0.73 
mg/mL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respectively). Ferment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increase of the polyphenols in 
both rice germ 30% and 70% samples, from 0.26 and 0.28 mg GAE/g before fermentation, to 0.52 and 0.70 mg GAE/g 
after fermentation, respectively. There was a slight increase in the flavonoid contents after fermentation. The IC50 value 
of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as evaluated by the DPPH method, was the lowest in control (3.77 and 3.36 mg/mL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respectively). Fermentation increased the XO inhibition activity up to 63.69% in control, 49.81% 
in rice germ 30%, and 59.32% in rice germ 70%. The ACE inhibition activities were also increased in the fermented control, 
rice germ 30% and 70%, to 40.51%, 22.69% and 33.9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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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의 구조에서 부피로 보면 백미부분이 95% 이상이며, 쌀 

배아는 겨우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질의 단백질을 20.2% 
함유하고 있고, 21.6% 이상의 지방, 전분 2.4%, 무기질 및 비

타민 등이 함유된 영양원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Ko 
등 2003). 국내의 2015년 쌀 생산량은 432만 7천톤으로(통계

청) 쌀의 도정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왕겨는 약 21%, 쌀겨(미

강)은 약 8.5% 및 쌀 배아(쌀눈)는 약 3.6% 내외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ong HN 2007). 그런데, 이와 같은 도정 부

산물 중 쌀 배아가 함유된 쌀겨는 섬유질과 왕겨 등 이물질이 

많고, 도정 후 산패가 급격히 일어나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일부가 미강유 생산에 이용될 뿐 대부분은 가축사료로 이용되

거나 폐기되고 있다. 특히 쌀 배아는 쌀겨로부터 순수분리가 

어려워 우수한 영양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식품으로써의 이용

률이 매우 낮으며, 상당량이 미강에 혼입되어 상품가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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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산업적 가공제품이나 식품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Shin & Jung 1998). 
쌀 배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쌀겨로부터 쌀 배아를 최대한 

분리하고 잔존시키기 위한 도정기술에 관한 연구(Oh 등 2012)
를 비롯하여, 식품학적 연구로서 쌀겨로부터 분리한 쌀눈의 

일반성분과 저장 중 유지안정성(Shin & Jung 1998), 이화학적 

성분(Choi 등 2000), 볶은 쌀눈의 품질특성(Ko 등 2003), 쌀 배

아 음료 제조방법(Choi 등 2001) 및 콩고물과 혼합한 떡의 부

재료로의 응용(Cho 등 2011) 등이 이루어져 있다. 쌀 배아의 생

리기능성에 대한 연구로는 미배아 발효액(glumate)이 에탄올의 

혈중농도에 미치는 영향(Kim 등 1993), 쌀눈기름의 혈당조절 

효과(Lee 등 2003), 발효쌀 배아에서 추출한 GABA의 카페인

으로 인한 불면증에 대한 개선 효과(Mabunga 등 2015)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미강 관련 연구와 달리 전반적으로 쌀 배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여 축적된 연구결과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쌀 배아를 분리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는 노력

은 발효미강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연구(Chae 등 2011), 쌀 배

아와 황련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 화장료(Hong 등 2009) 등과 

같이 화장품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강으로부터 순수한 쌀눈을 분리하는 새로운 

도정장치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므

로, 쌀 배아를 식품의 소재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개발되어야 하며, 그 우수한 영양과 생리활성을 지닌 

다양한 식품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
선행연구에서 쌀 배아는 효소적인 방법 등으로 액화시켜

도 특유의 쌀뜨물 냄새나 텁텁한 맛, 아린맛 및 떫은맛 등이 

나타나, 기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Song HN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쌀 배아

를 제조한 후 그 품질특성과 생리활성을 분석하였기에 보고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쌀 배아 시료는 도정시 미강과 쌀 배아의 비율을 달리하여 

주문 제조하였다. 혼입된 배아의 비율에 따라 미강(Control), 
쌀 배아 30% 함유시료(rice germ 30%; 이하 RG30) 및 쌀 배아 

70% 함유시료(rice germ 70%; 이하 RG70)를 발효 전 시료로 

사용하였다. 

2. 발효 쌀 배아 제조
쌀 배아의 발효를 위하여 전보(Jung & Song 2009)에서와 

같이 Bacillus 속의 초산발효균 원모배양액을 각 시료 무게의 

40% 중량비로 접종하여 30일간 1차 발효시키고. 다시 시료 

무게의 10% 중량비로 접종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발효를 

시킨 후 48시간 동안 실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건조한 시료

는 1~2개월간 자연 숙성시킨 후 70~80℃의 건열에서 10분간 

멸균시켜 최종발효물 시료로 하고. 각각 CF, RG30-F 및 RG70-F
로 명명하였다. 

3. 발효 쌀 배아의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각 시료를 와링블렌더(Variable speed laboratory 

blender, LB20ES, Waring Lab., Torrington, CT, USA)로 분쇄하

여 분말로 만들고, AOAC 방법(AOAC 1996)에 준하여 분석하

였다. 수분함량은 105℃ 상압건조법, 회분함량은 550℃에서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
법을 이용한 단백질 자동분석기(Kjeltec protein analyzer, Tecator 
Co., Hoeganaes, Sweden)로, 조지방 함량은 Soxhlet 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탄수화물은 전체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4. 발효 쌀 배아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분석
각 시료 25 g에 증류수를 15배 가하여 3시간 동안 상온에

서 교반 추출하고, Whatman No. 2 여과지로 감압 여과하여 시

료로 사용하였다.  

1) pH 및 총고형분 함량
pH는 시료 10 g을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후 pH meter(420A, 

Orion Co., USA)로 측정하였고, total soluble solids는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andrefractometer(PR-101; 0~45%, 
Atago Co., Japan)로 측정하였다(Song 등 2014). 

2) 총당 함량
총당 함량은 phenol-sulfuric acid 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희석액에 5% phenol 1 mL를 가하여 진탕하고, 진한 H2SO4 5 
mL를 가하여 다시 진탕한 후 10분간 방치하였다. 30℃의 water 
bath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asuko 등 2005). 

3) 총산도
시료를 3배 희석하여 0.1% phenolphtalein 지시약 2~3방울

을 가한 후, 0.1N NaOH 용액으로 pH 8.3이 될 때까지 적정

하고, 소비된 0.1N NaOH 용액의 양을 식에 대입하여 계산

하였다.

Total acid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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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d 0.1N NaOH(mL) × 0.00641) × 1.0012) × 100
Sample wt.(g)

1) 0.0064: citric acid factor, 2) 1.001: 0.1N NaOH factor

5. 발효 쌀 배아의 생리활성 성분 분석
쌀 배아의 생리활성 분석을 위해 시료분말을 80% methanol

로 추출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1) Total polyphenol contents
Folin-Ciocalteu reagent가 시료의 폴리페놀성 물질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측정

하였다(Song HN 2013a). 시료 1 mL에 2 N Folin-Denis reagent 
1 mL를 가하여 진탕하고, 3분 후 10% Na2CO3 용액 5 m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분광

광도계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allic acid로 작

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total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을 구

하였다.

2) Total flavonoid contents
시료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μL를 가하였

다.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치하고, 
1 M NaOH 500 μL를 가하였다. 반응액의 흡광도값을 510 nm
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catechin hydrate(Sigma Che-
mical Co. USA)를 사용하였다.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g중의 μg(+)-catechin hydrate로 나타내었다

(Samatha 등 2012).

6. 발효 쌀 배아의 생리활성 분석

1)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α,α-diphenyl-picrylhydrazyl)의 라디칼소거능은 ethanol 

1 mL, 쌀 배아 추출물(0.5~10 mg/mL) 10 μL, 100 mM sodium 
acetate buffer(pH 5.5) 990 μL를 분주한 시험관에 0.5 mM  DPPH 
용액 0.5 mL를 넣어 진탕한 후 암실에서 5분간 반응을 유도

하였다.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자유라디칼을 

50%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농도(IC50)를 계산하였다(Song HN 
2013b). 

2) Xanthine oxidase(XO) 저해활성
시료용액(5 mg/mL) 0.1 mL에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 0.6 mL에 xanthine 2 mM를 녹인 기질액 0.2 mL와 효소

액 0.1 mL(40 mU/mL)를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1N HCl 
0.2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생성된 uric acid를 292 

nm에서 측정하여 저해율을 계산하였다(Sahgal 등 2009). 

3)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활성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효과측정은 Cushman과 

Cheung(1971)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반
응구는 0.3 M NaCl을 함유하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8.3)에 기질 Hippuryl-L-histidyl-L-leucine 2.5 mM를 녹인 

용액 0.15 mL ACE(0.2 unit/mL) 0.1 mL와 시료(0.5 mg/mL) 0.1 
mL를 혼합하고, 대조구는 증류수 0.1 mL를 첨가하여 37℃에

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N HCl 0.25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1.5 mL ethyle acetate를 첨가하여 ethyl acetate층
으로부터 용매를 증류시킨 후 잔사에 1 mL의 증류수를 첨가

하여 추출된 hippuric acid를 228 nm에서 측정하여 저해율을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

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발효 쌀 배아의 일반성분
쌀 배아의 발효 전․후 일반성분을 비교하였다(Table 1). 수

분함량은 발효 전 11.10~12.29%였으나, 발효 후 4.84~8.77%
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쌀 배아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조단백

질 함량도 증가하여 쌀 배아 함량 70%인 시료가 발효 전․후 

각각 20.25% 및 23.47%로 가장 높았다. 이는 Choi 등(2000)이 

보고한 16.50%보다 높은 값이었다. 조지방은 발효 전 16.79~ 
17.43%에서 발효 후 18.03~19.6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Ko 
등(2003)이 보고한 21.6%보다 낮았다. 조회분은 발효 전 6.39~ 
8.26%에서 발효 후 7.53~9.99%로 다소 증가하였다. Choi 등
(2000)은 수분 8.69%, 조단백 16.50%, 조지방 21.18%, 회분 

6.23%, 조섬유 2.95% 및 탄수화물 44.45%로 보고한 바 있다. 
발아 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이 증가하는 것은 식물 종

자의 발아 과정에서 대사에 관여하는 각종 효소들이 활성화

됨에 따라 체내에서 다양한 물질로의 생합성이 증가되기 때

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2).
    
2. 발효 쌀 배아의 품질 특성
쌀 배아의 발효 전․후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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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Carbohydrate

Before fermentation
C 11.10±0.012)d3) 14.31±0.14a 16.79±0.10a 7.50±0.2b 50.29±0.13c

RG30 11.44±0.19e 16.89±0.01c 17.43±0.68b 6.39±0.05a 47.25±0.41b

RG70 12.29±0.08f 20.25±0.07e 17.25±2.52b 8.26±0.11c 41.97±0.5a

After fermentation
CF  8.77±0.30c 15.04±0.05b 19.65±0.46c 9.99±0.54e 46.09±0.32b

RG30-F  4.84±0.27a 17.16±0.08d 18.03±0.54c 7.53±0.19b 53.03±0.35e

RG70-F  6.99±0.08b 23.47±0.04f 18.90±0.10c 9.05±0.14d 41.65±0.21d

1) Abbreviations: C (control), RG30 (rice germ 30%), RG70 (rice germ 70%)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1. Approximate compositions of rice germ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1)                        (unit: %)

Samples pH Total acidity (%) Total soluble solid (°Bx) Total sugar (mg/mL)

Before fermentation

C 6.01±0.042)d3) 0.08±0.00a 0.50±0.10b 377.56± 0.59d

RG30 6.26±0.01a 0.08±0.00a 0.40±0.10a 428.54±10.90e

RG70 5.83±0.03e 0.15±0.00b 0.87±0.06c 450.64±12.13f

After fermentation

CF 4.77±0.00b 0.52±0.00d 1.73±0.06e 151.53± 0.93c

RG30-F 4.93±0.02c 0.42±0.01c 1.63±0.06d 136.81± 1.13a

RG70-F 4.92±0.05b 0.54±0.01d 2.20±0.10f 148.96± 1.09b

1) Abbreviations: C (control), RG30 (rice germ 30%), RG70 (rice germ 70%)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2. pH, total acidity, total soluble solids and total sugar of rice germ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1)

발효 전 pH는 5.83~6.26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4.77~4.93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발효 전 총산도는 0.08~0.15%
에서 발효 후 0.42~0.54%로 크게 증가하여 발효된 쌀 배아에

는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 유기산 생성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

되었다. 쌀 배아 및 발효 쌀 배아의 산도측정에 관한 선행연

구는 보고된 바 없다. 
쌀 배아의 총고형분 함량은 발효 전 0.40~0.87 °Bx로 매우 

낮았으나, 발효 후 1.63~2.20 °Bx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이 발효 후 고형분 함량이 증가한 것은 미생물 발효에 따른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 고분자 물질이 수용성의 저분자 물

질로 분해되었거나, 조직의 파괴에 의해 가용성 성분이 쉽게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Ryu 등 1997). Lee 
등(2004)은 침출차의 특성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가용성 고

형분 함량 증가는 관능평가시 전반적인 기호도의 증가와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효 쌀 배아의 고형분 함량 증가 또한 향후 침출차 등의 제

품 개발에 매우 유리한 특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쌀 배아의 총당 함량은 발효 전에는 377.56~450.64 mg/mL 

였으나, 발효 후에는 136.81~151.53 mg/mL로 크게 감소하였

다. 이는 발효과정에서 쌀 배아의 당류화합물이 미생물의 영

양원으로 쓰이거나 분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 발효 쌀 배아의 생리활성 성분분석
쌀 배아 발효 전․후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품계

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

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항산화, 항균활성 등의 생리활성을 지

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내 생체막에 존재하는 지질이 활성

산소에 의해 유리기와 연쇄반응을 일으켜 산화됨으로써 인

체의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때 폴리페놀 물질들이 이러한 

유리기를 제거시킨다.(Song & Gil 2002; Osawa T 1994). 발효 

전․후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이 0.59 및 0.73 mg GAE/g으
로 가장 높았고, RG30과 RG70은 발효 전 0.26 및 0.28 mg 
GAE/g에서 발효 후 0.52 및 0.70 mg GAE/g과 같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버섯발효액의 생리기능성 분석에 대한 Kim 
& Lee(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총 폴리페놀함량은 모든 균

주에서 발효 전보다 발효 후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

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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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olyphenol contents 
(mg gallic acid equivalent/g)

Flavonoid contents 
(mg catechin equivalent/g)

Before fermentation
C 0.59±0.032)d3) 0.09±0.01c

RG30 0.28±0.04b 0.07±0.03a

RG70 0.26±0.03a 0.08±0.01b

After fermentation
CF 0.73±0.02f 0.10±0.01d

RG30-F 0.52±0.02c 0.07±0.03a

RG70-F 0.70±0.04e 0.18±0.01e

1) Abbreviations: C (control), RG30 (rice germ 30%), RG70 (rice germ 70%)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3. Contents of polyphenol and flavonoid in rice germ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1)

Samples IC50 (mg/mL)2)

Before fermentation
C  3.77±0.013)b4)

RG30  6.05±0.03d

RG70 10.52±0.14e

After fermentation
CF  3.36±0.01a

RG30-F  3.90±0.07c

RG70-F  6.58±0.07d

1) Abbreviations: C (control), RG30 (rice germ 30%), RG70 (rice 
germ 70%)

2) 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s, obtained by interpolation of 
concentration-activity curve.

3)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4)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4.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rice germ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1)

발효에 의해 수용성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플라보노이드류 화합물은 2개의 방향족 고리를 포

함한 3개의 고리가 결합한 구조로 각 고리구조 내부의 작용

기에 의해 항산화, 항균, 항염, 항알레르기 및 항혈전 등의 다

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lioglu 등 

1998). 폴리페놀 화합물과 함께 항산화 활성에 기여할 수 있

는 쌀 배아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별 및 발효 전․후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발효 쌀 배아의 생리활성 분석
쌀 배아 발효 전․후의 항산화 효과는 DPPH 법에 의한 전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을 측정한 후, DPPH 
자유라디칼을 50%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농도인 IC50으로 비

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IC50은 가장 낮았으

며 발효 전 3.77 mg/mL에서 발효 후 3.36 mg/mL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RG30은 발효 전․후 각각 6.05 및 3.90 mg/mL
로 나타났고, RG70은 각각 10.52 및 6.58 mg/mL와 같이 발효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발효 후의 항산화 활성

이 증가하는 것은 폴리페놀 함량이 발효 후 증가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Kim 등(2010)은 현미와 백미 에탄올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이 백

미보다 현미 추출물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

미 추출물의 높은 페놀 화합물 함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Bacillus subtilis로 발효한 미강도 발효 전보다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Chae 등 2011). 
쌀 배아 발효 전․후의 xanthine oxidase(XO) 저해활성 측

정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Xanthine oxidase는 생체내 

퓨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으로

부터 요산(urate)을 형성한다. 혈장내 증가된 요산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관절에 축적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을 

일으키며, 따라서 xanthine oxidase를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통

풍의 예방과 치료 예측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Cho 등 1993). 
대조군의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발효 전 59.65%에서 

발효 후 63.69%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시료 중 가장 높았다. 
RG30 및 RG70 또한 발효 전 각각 43.12% 및 49.81%에서 발

효 후 51.32% 및 59.32%로 유의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다. 
Yeo 등(1995)은 녹차, 오룡차 및 홍차 추출물의 XO 저해활성 

연구결과, polyphenol 화합물인 catechin 분획의 효소저해력이 

가장 높았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해력도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대

조군의 효소저해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효 후 폴리페

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소저해 활성도 증가한 결과로 미

루어 폴리페놀 함량과 XO 저해활성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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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XO inhibition activity (%)2) ACE inhibition activity (%)2)

Before fermentation

C 59.65±0.313)d4) 36.11±0.03e

RG30 43.12±0.21a 14.79±0.17a

RG70 49.81±0.08b 28.54±0.61c

After fermentation

CF 63.69±0.14e 40.51±0.51f

RG30-F 51.32±0.77c 22.69±0.70b

RG70-F 59.32±0.84d 33.91±0.29d

1) Abbreviations: C (control), RG30 (rice germ 30%), RG70 (rice germ 70%) 
2) The enzyme activity was determined at 5 mg/mL of each samples. 
3)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4)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5. Xanthine oxidase (XO) and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ion activity of rice germ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1)

쌀 배아 발효 전․후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고혈압 발

병기작에 있어 renin-angiotensin system은 혈압조절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혈류장애가 생기면 신장에서 renin이라

는 효소가 생성되어 angiotensinogen에 작용함으로써 angiotensin 
I을 생성하는데, 이는 다시 ACE에 의해 angiotensin II로 전환

된다. Angiotensin II는 직접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인자일 뿐

만 아니라, aldosterone의 분비를 증가시켜 Na+을 보존하고, 
K+을 배출시킴으로써 수분이 저류되고 체액이 증가하여 혈

압 상승을 유발한다. 또한 이 효소는 혈관 이완작용을 지닌 

bradyxinin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으로 ACE 저해제

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활성과 특이성을 지닌 합성약

물로 제조되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 SJ 2000; Vermeirssena 등 2002; Erdos & Skidgel 1987).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천연물의 ACE 저해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이 제시된 후, 각종 식물 및 생약재에서 분리한 물질들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Messerli FH 1999). 쌀 배아의 

ACE 저해활성은 대조군이 발효 전․후에 가장 높아 36.11%
에서 40.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G30은 발효 전 

14.79%에서 발효 후 22.69%로 활성이 증가하였고, RG70은 

각각 28.54%에서 33.91%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으로 녹차의 catechin, 메밀의 rutin과 같은 polyphenol 성분들

이 주요 ACE의 활성 저해인자로 알려져 있으며(Maruyama 등 

1985), 일부 팥 유래 peptide 등도 ACE 저해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Kwon 등 2000). 본 연구에서 쌀 배아의 발

효 후 ACE 저해력 증가는 폴리페놀 성분의 증가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쌀 배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미생

물을 이용하여 발효 쌀 배아를 제조한 후 품질특성과 생리활

성을 분석하였다. 대조군인 왕겨와 쌀 배아 30% 및 70% 함유 

시료를 Bacillus 속의 발효균으로 발효시켰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쌀 배아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단백질 함량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고,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에 유의적으로 높았

다. 수분함량은 발효 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발효 후 pH는 

5.83~6.26에서 4.77~4.93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총산도는 증

가하였다. 총고형분 함량은 0.40~0.87 °Bx에서 발효 후 1.63~ 
2.20 °Bx로 증가하였고, 총당 함량은 377.56~450.64 mg/mL에

서 136.81~151.53 mg/mL로 감소하였다. 발효 전․후 폴리페

놀 함량은 대조군이 0.59 및 0.73 mg GAE/g으로 가장 높았고 

쌀 배아 30% 및 70% 함유시료는 발효 전 각각 0.26 및 0.28 
mg GAE/g에서 발효 후 0.52 및 0.70 mg GAE/g과 같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별 및 발효 전․후

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PPH 자유라디칼에 대

한 전자공여능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의 IC50은 가장 낮았으

며, 발효 전 3.77 mg/mL에서 발효 후 3.36 mg/mL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쌀 배아 30% 함유시료는 발효 전․후 각각 

6.05 및 3.90 mg/mL로 나타났고, 70% 함유시료는 각각 10.52 
및 6.58 mg/mL와 같이 발효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대조군

의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발효 전 59.65%에서 발효 후 

63.69%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시료 중 가장 높았다. 쌀 배아 

30% 및 70% 함유시료는 발효 전 각각 43.12% 및 49.81%에서 

발효 후 51.32% 및 59.32%로 유의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다. 
ACE 저해활성은 대조군이 발효 전․후에 가장 높아 36.11%
에서 40.51%로 증가하였다. 쌀 배아 30% 함유시료는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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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2.69%로 활성이 증가하였고, 70% 함유시료는 28.54%
에서 33.91%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쌀 배아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고, DPPH 라디칼 

소거능, XO 및 ACE 저해활성은 낮아지나, 미생물 발효에 의

해 이와 같은 생리활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생물 발효는 향후 쌀 배아의 이용가능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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