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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nhance rutin contents by controlling germination condition for manufacturing 
buckwheat sprouts. Two kinds of buckwheat, a common buckwheat (Fagopyrum esculentum Moench) 
and a tartary buckwheat (Fagopyrum tataricum Gaertner) were used. By comparing the rutin content 
of two buckwheats, tartary buckwheat was 487 ppm, about 36 times higher than common buckwheat. 
Both common buckwheat and tartary buckwheat which germinated and grew under the light had 
higher rutin content relatively. In case of tartary buckwheat, rutin content of over 10 cm sprout was 
4,579 ppm (without the light), and 5,160 ppm (with the light). Furthermore, tartary buckwheat was 
germinated and grew under different light strengths from 2,000 to 22,000 Lux. The rutin contents of 
tartary buckwheat sprout that was grown under the 22,000 Lux light was the highest. The rutin con-
tent was increased dramatically at 14,000 Lux of light. From 14,000 to 22,000 Lux, there was a little 
change on rutin content. Therefore, the condition of 14,000 Lux light was determined optimal for man-
ufacturing tartary buckwheat sprouts. Also, rutin contents of extracts treated with 60, 70, 80 and 90℃ 
during different tim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refore, rutin of tartary buckwheat sprout ex-
tract had thermostability up t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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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메밀은 마디풀과(Polygonaceae)의 일년생 식물로 상업적으

로는 곡류로 분류된다. 전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주로 

북반구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동북유럽에서는 죽이나 스프

의 형태로 섭취하고, 북미지역에서는 팬케이크 믹스에 사용되

기도 한다. 그 외로는 빵, 국수, 스파게티 등의 재료로 이용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메밀가루와 메밀쌀의 형태, 국수, 

전병, 잡곡으로 이용하고 있다. 메밀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종으로는 일반메밀(common buckwheat)로 불리는 

Fagopyrum esculentum Moench와 타타리메밀(tartary buck-

wheat)로 불리는 Fagopyrum tataricum Gaertner 종이 있다. 이 

중 타타리메밀이 일반메밀에 비하여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루틴의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 8, 16].

루틴(Rutin, quercetin-3-rutinoside, 2-phenyl-3, 5, 7, 3, 4'- 

entahydroxybenzopyrone)은 퀘르세틴(quercetin)에 루티노

즈(rutinose) (rhamnose와 glucose가 결합된 이당류)가 결합된 

것으로 황색에서 담황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자연계에서 널

리 분포하고 있는 flavonoid계 물질이다. 다른 곡류보다 메밀

에서의 함량이 높고, 일명 비타민 P로도 알려져 있다. 루틴은 

항산화, 항염증, 항고혈압, 뇌졸중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기능성을 가진다고 연구되어 왔다[17, 19]. 그 중에서 혈관의 

저항성을 강하게 하여 뇌출혈을 예방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보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혈관계 질환의 치료제로서 혈관의 

지나친 투과성을 억제하는 약리 효과도 가지고 있음이 공지되

어 있다. 최근에는 당뇨 및 암에도 그 약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그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11].  

종자나 곡물의 경우, 발아 시에 많은 영양성분의 변화가 생

기게 되며 보리, 메밀, 구리, 호밀, 수수, 밀, 현미를 이용하여 

발아 전후 성분의 차이를 연구한 Donor 등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발아 후에는 밀과 호밀을 제외한 곡물에서 건조중량 대

비 전분질의 구성비가 늘어났고 단백질의 구성비는 모든 곡물

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4, 6]. 생리활성 물질인 폴리페

놀류(gallic acid, epigallocatechin, catechin, epicatechin, epi-

gallocatechingallate, ρ-coumaric acid, ferulic acid, luteolin)는 

보리, 호밀, 수수, 밀에서 증가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현미를 발아시킨 후에는 조단백,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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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of Rutin analysis by HPLC

Conditions

Column

Model

Size

Particle size

AcclaimTM 120

  (Thermo Scientific)

4.6×250 mm

5 μm

Analysis 

condition

Flow rate

Oven temp.

Sampler temp.

UV detector

Injection Quantity

1 ml/min

25℃

25℃

350 nm

20 μl

당성분, 환원당,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13]. 또한 홍화씨의 발아 전후의 화학성분을 비

교한 연구에서는 α-tocopherol이 744.7 mg%(dry base)에서 

809.0 mg%로 증가하였고, 총아미노산 및 필수아미노산의 함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미노산의 증가는 발아 시에 

일어나는 변화로 단백질 분해효소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하였다. 지방산에 있어서는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 

oleic acid는 감소한데 반해, linoleic acid와 arachidic acid는 

소량 증가하였다. 포화지방산은 소량 감소하였고, 불포화지방

산은 소량 증가였다[7]. 

이와 같이 곡물 및 종자는 발아 전후에 다양한 구성성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메밀의 경우, 생리활성 성분인 루틴의 

함량이 변화하게 되고, 이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발아 과정에

서 빛의 조건을 달리하여 발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루틴 함

량을 향상시킨 메밀싹을 제조하기 위해 발아과정에서 발아 

조건인 수분, 빛, 산소 중, 빛의 세기를 달리하여 루틴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최적 발아 조건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때 추출된 

루틴의 열에 대한 안정성과 기능성 중 하나인 항산화능을 분

석하였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에 이용한 일반메밀(common buckwheat, Fagopyrum 

esculentum Moench)는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타타리메밀(tartary buckwheat, Fagopyrum tatar-

icum Gaertner)는 제주도산으로 2016년 가을에 생산된 것을 

제주 메밀영농협동조합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메 싹  추출물의 제조

일반메밀과 타타리메밀의 루틴 함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각 종자들을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하여 20℃에서 24시간 

침지하였다. 동일한 발아조에 각 메밀을 무게 대비 동량을 넣

어 10일간 암조건과 명조건으로 나누어 발아를 진행하였다. 

발아를 진행하는 동안의 조건은 온도 20℃, 습도 99%를 유지

하였다. 10일간의 발아를 마친 각 메밀싹은 1 cm 간격(1 cm 

이하, 1∼2 cm, 2∼3 cm, 3∼4 cm, 4∼5 cm, 5∼6 cm, 6∼7 

cm, 7∼8 cm, 8∼9 cm, 9∼10 cm, 10 cm 이상)으로 분류하였

고, 싹의 길이는 뿌리와 잎을 제외한 줄기만의 길이를 기준으

로 하였다. 분류된 것은 50℃의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

하였고, 이를 바로 분말화 하여 4℃에서 냉장보관하면서 시료

로 사용하였다. Rutin의 함량 분석을 위한 추출법은 Kreft 등과 

Fabjan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6, 9].  0.1 g의 건조

된 메밀 및 메밀 싹의 분말을 정확히 개량하고 1 ml의 meth-

anol을 넣고 50℃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추출한다. 추출한 후에

는 미량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3,400 rpm에서 5분간 분리하

여, 상층액을 추출액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의 세기에 대한 rutin함량 변화 분석을 위하여, 타타리메

밀은 깨진 것이나 상처가 많은 것이 없도록 선별하여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한 뒤 동량 부피의 물에 20℃에서 24시간 동안 

침지하였다. 물기를 제거한 후 발아조에 넓게 펼쳐 준비하였

다. 준비된 발아조는 생장상(JSPC-420C, JS Research Inc., 

Gongju, Korea)에서 온도 20℃, 상대습도 99%의 조건으로 싹

을 재배하였다. 초기 24시간 동안은 발아를 위하여 암조건하

에서 진행하였고, 그 후 8일간은 20℃의 LED 광조건하에서 

8일 동안 발아시켰다. 8일간의 광조건은 빛의 세기를 달리하

여 2,000, 6,000, 10,000, 14,000, 18,000 및 22,000 Lux에서 진행

되었다.

생장상에서 총 10일을 발아한 타타리메밀의 싹은 잎에서 

뿌리까지 모두 수확하여 열풍건조를 이용하여 50℃에서 24시

간 건조하였고, 이를 분말화하여 추출용으로 이용하였다. 추

출은 증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추출은 타타리

메밀싹 건조 분말의 무게에 20배수에 달하는 부피의 물과 에

탄올을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하여 2.5 Hz에서 30분

간 추출한 뒤 여과하여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기능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루틴 함량의 분석

루틴 함량의 분석은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된 

용매는 원심분리하여 여과를 이용하여 추출액을 얻었고, 이를 

syringe filter (0.45 μm)를 통과하여 샘플로 준비하였다. HPLC 

(U-300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MA., USA)를 사용하

였고, 루틴 정량 분석을 위한 조건은 Table 1과 같았다. 

Column은 reverse phase의 C18 AcclaimTM 12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MA, USA)을 이용하였고, Mobile phase

로는 2.5% acetic acid, methanol, acetonitrile (3:1:1)로 iso-

cratic한 조건하에서 루틴을 분석하였다[3, 12]. 

항산화능 측정

발아 빛 강도에 따른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능 측정은 ABTS+ decolorization assay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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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rutin.

Table 2. Change of rutin contents depending on the light treatment and length of buckwheat sprouts           

Length of sprout (cm) D (mg/l) DL (mg/l) TT (mg/l) TTL (mg/l)

Grain

Less than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 - 8

8 - 9

9 - 10

over 10

  13±1
1)a2)

 

  68±22
ab

 

 434±151
abcd

 884±170
def

1,008±88
efg

1,023±150
efg

1,205±31
efgh

1,187±59
efgh

1,156±88
efgh

1,240±36
efgh

1,281±36
fgh

1,347±71
fgh

  13±1
a

 145±20
ab

 

 350±33
abc

1,030±80
efg

1,347±104
fgh

1,364±40
fgh

1,345±220
fgh

1,444±51
gh

1,500±37
ghi

1,651±111
hij

1,635±51
hij

1,617±93
hi

 487±8
bcd 

1,063±240
efg

1,254±142
fgh

2,131±82
j

2,850±124
k

2,686±151
k

2,826±128
k

3,708±369
l

4,214±391
lmn

4,074±363
lmno

 

4,443±106
mno

4,549±93
no

 487±87
bcd

 736±21
efg

1,977±75
ij 

2,831±185
k

3,053±93
k

3,876±191
l

3,928±128
l
 

4,008±184
m

4,146±97
lmno

4,130±292
lmno

4,627±111
o

5,160±78
p

1)
Mean ± SD.

2)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0.05).

(D, common buck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DL, common buckwheat germination with light; TT, tartary buckwheat germina-

tion without light; TTL, tartary buckwheat germination with light)

하였다. 먼저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발아 빛 강도에 따른 에탄

올 및 열수 추출물 시료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10%로 희석하여 

이용하였다. ABTS 7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5 mM을 

하루 동안 암실에 방치하여 라디칼을 발생시킨 후, 이 용액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를 이용하여 734 nm에서의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흡광도 값이 0.7~0.8이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한 후, 희석된 

ABTS
+
 용액 160 μl에 10%의 농도로 희석된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 40 μl을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ABTS+ 

용액을 160 μl에 증류수를 40 μl 넣은 것을 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으며, ABTS
+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 = [1–시료 첨가구의 흡광도/시

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100

추출물에 포함된 루틴의 열안정성 평가

2,000 Lux에서 발아된 타타리메밀싹 추출물을 이용하여 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방법은 Yoo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18]. 추출물 1 ml를 취하여 추출물이 증발되지 않

도록 잘 밀봉한 후, 각각을 70, 80, 90℃에서 각각 30, 40, 50, 

60 분간 반응시킨 후, 루틴의 함량을 측정하여 루틴 함량의 

변화 차이를 통해 열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값의 처리는 동일한 조건 내에서 처리된 샘플에 대하

여 3회 측정한 값을 평균±표준편차(Mean ± SD)로 표시하였

다. 통계 처리는 Minitab version R16을 사용하여 유의성 검사

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가 통계적으로 5% 미만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결과  고찰

일반메 과 타타리메 의 루틴 함량 차이

종에 따른 메밀의 각 부위별 루틴의 함량을 측정한 Park 

등의 연구에서는 타타리메밀이 일반메밀의 약 9.5배에 달하는 

루틴 함량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기능성 물질로

서 메밀에 존재하는 루틴의 구조는 다음의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일반메밀과 타타리메밀의 초기 루틴의 함량을 비교

한 결과, 13 mg/l와 487 mg/l로서 타타리메밀이 일반메밀에 

비하여 36배 가량 많은 루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Fig. 2에 정리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빛을 조사한 경우가 빛을 조사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루틴 함량을 보였고, 일반메밀싹과 

타타리메밀싹 모두 길이가 생장함에 따라서 루틴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 메밀의 경우에는 초기 종

자 상태에서는 13 mg/l의 함량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0 

cm 이상의 메밀 싹에서는 1,347 mg/l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명조건에서 발아시킨 경우에는 암조건에서 발아시킨 일반 메

밀 보다 초기 2 cm까지는 천천히 루틴의 함량이 증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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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rutin contents depending on light treatment 

and length of buckwheat sprouts. (Grain, Common 

buckwheat grain/ Tartary buckwheat grain; D, common 

buck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DL, common 

buckwheat germination with light; TT, tartary buck-

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TTL, tartary buck-

wheat germination with light)

                A                  B                 C                 D                E

Fig. 3. The sprouts of tartary buckwheat grown at different light strength (A, 2,000 Lux; B, 6,000 Lux; C, 10,000 Lux; D, 14,000 

Lux; E, 18,000 Lux).

그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0 cm 이상의 메밀 싹에

서는 1,617 mg/l의 함량을 보였고, 최고 함량은 1,651 mg/l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 암조건에서보다 명조건에서 약 150 

mg/l가 많은 루틴 함량을 나타내었다.  

타타리메밀의 경우에도 곡류 상태에서는 487 mg/l의 함량

을 보였지만 싹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루틴의 함량이 증가

하였다.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 루틴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암조건에서는 길이 2 cm에서부터 4 cm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

하였고 6~7 cm 사이에서 한번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10 cm 이상의 메밀의 싹에서는 4,549 mg/l의 루틴 함량을 보

였다. 그리고 명조건에서는 1 cm에서 3 cm 사이에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그 후에는 꾸준한 증가로 10 cm 이상에서는 

5,160 mg/l까지 도달하였다. 일반메밀과 타타리메밀 모두 빛

이 존재하는 상태일 때, 루틴의 함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메밀 식물체가 루틴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 중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도 루틴을 생산하고 있어 빛이 

있는 상태에서의 루틴 함량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메밀 보다는 타타리메밀의 경우, 루틴의 함량 변화에 

더 확실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일반메밀의 발아 

기간별 루틴 함량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량 기준으

로 하여 일반메밀에서의 루틴의 함량이 471±0.75 mg/100 g이

고 점차 발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함량은 증가를 하고 있다. 

1일차 발아 메밀에서는 101.29±7.05 mg/100 g이었고, 마지막 

7일차에는 1,524±90 mg/100 g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0]. 발아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길이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루틴의 함량이 증가하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빛의 세기에 따른 루틴 함량 

빛의 세기에 따른 보리 싹의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 연구에 

의하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함께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5].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도 빛의 세기에 따른 루틴 함량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빛의 세기를 달리하여 발아, 재배한 타타리메밀싹의 색과 

형태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빛의 세

기가 강한 조건에서 자란 타타리메밀 싹의 잎 부분은 더욱 

선명한 녹색을 띄었고, 줄기 부분의 붉은색이 짙어 지는 경향

을 보였다. Tsurunaga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백색광, 적색광, 

녹색과, 청색과, UV 등의 빛의 조건(파장)을 달리하여 메밀싹

을 재배하였을 때 잎과 줄기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났었고, 그 중에서 UV-B를 조사한 메밀싹의 줄기가 가장 

붉게 나타났다[15]. 빛의 조건을 달리하여 재배한 메밀의 싹의 

줄기 및 잎의 색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과 빛에 따라 줄기의 

붉은 색이 달라진다는 점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빛의 조건

을 달리하여 싹을 재배하였을 때 싹의 외형적인 부분도 변화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빛의 세기(2,000~22,000 Lux)에서 성장한 타타리메

밀싹은 열수 및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출물의 루틴 함량과 각 단계별 증감율은 Table 3, Fig. 4에 

나타내었다. 발아 타타리메밀 열수 추출물은 빛의 세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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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utin conten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Strength of light

 (Lux)

Water extract

(ppm)

Ethanol extract

(ppm)

2,000 

6,000 

10,000 

14,000 

18,000 

22,000 

49.48±1.201)a2)

52.35±2.45 a

70.24±1.54b

79.91±0.42b

80.84±1.29c

85.47±1.73d

296.90±2.11a

496.15±3.12b

581.23±3.73c

1059.57±2.74d

1110.78±5.17e

1225.85±8.12f

1)
Mean ± SD.

2)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0.05).

(D, Buck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DL, Buckwheat ger-

mination with light; TT, tartary buck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TTL, tartary buckwheat germination with light)

A B

Fig. 4. The rutin contents of tartary buckwheat sprouts grown at different light strength (2,000~22,000 Lux). (A) Water extracts 

(B) Ethanol extracts. Error bar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0.05).

라(2,000~22,000 Lux) 루틴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루틴 

함량은 열수 추출물은 최소 49.48 ppm, 최대 85.47 ppm의 함

량을 나타내었다. 빛의 세기가 가장 높은 22,000 Lux에서 85.47 

ppm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루틴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발아 타타리메밀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296.9~1,225.85 ppm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열수 추출물과 유

사한 경향으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루틴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surunaga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빛의 조건을 달리하여 재

배한 메밀싹의 루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암조건에서는 653 

mg/100 g (of dry matter)이었고, 백색광, 청색광, 적색광, 녹

색광, UV-A를 사용한 경우에는 723~769 mg/100 g (of dry 

matter)를 나타내어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외선 중 

UV-B (>300 nm)를 조사한 메밀 싹의 경우에는 루틴 함량이 

1,034 mg/100 g (of dry matter) 나타내어 다른 빛에서 재배한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15]. 이 결과는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줄기의 붉은 색이 가장 짙은 것이 가장 높은 루틴 함량을 

지니는 본 실험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000 Lux에서 열수 추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 14,000 

Lux에서 루틴의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4,000 Lux 이

상에서는 루틴 함량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빛의 세기를 달리하여 루틴 함량이 높은 타타리메밀싹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14,000 Lux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되었다. 빛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는 루틴 함량의 생

리활성 물질의 생성을 위해서는 발아 및 재배 과정 중의 조건

이 중요, 그 중에서도 빛은 루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에탄올 추출물의 루틴 함량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계

Rosmamarinic acid, cynarin, cyanidin 3-β-glucopyrano-

side, echinacoside 등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항산화 활성을 높게 보인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루틴도 페놀성 

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그 함량이 높아질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앞선 연구 결과에서 빛의 세기

(Lux)에 따라 페놀성 화합물인 루틴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발아 타타리메밀의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 루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

디칼 소거능도 증가하였다(Table 4, Fig. 5). 타타리메밀싹의 

에탄올 추출물은 발아 시 적용한 빛의 세기에 따라 루틴 함량

이 증가하였으며, 루틴 함량이 가장 높은 18,000 Lux에서 재배

한 싹의 추출물이 가장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에탄올 추출물에 포함된 루틴 함량에 의존적으로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Yoon 등은 

일반 메밀과 타타리메밀을 80%의 에탄올로 추출하여 DPPH

법과 ABTS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루틴의 

농도를 높일수록 2가지 항목에서 모두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22]. 이것은 루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이용할

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총 페놀성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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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between rutin contents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tartary buckwheat sprout ex-

tracts (Ethanol extract)

Strength of light

(Lux) 

Rutin contents

(ppm)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Negative Control

10,000

14,000

18,000

0

 581.23±3.73
1)c2)

 1059.5±2.74d

1110.78±5.17e

 0.54±1.30

62.48±0.85
a

69.49±0.48b

77.21±1.47c

1)
Mean ± SD.

2)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0.05).

(D, Buck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DL, Buckwheat ger-

mination with light; TT, tartary buckwheat germination without 

light; TTL, tartary buckwheat germination with light)

Fig. 5. Comparison between rutin contents (ppm) and ABTS
+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the tartary buckwheat 

sprout extracts. Error bar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the 5% level (p<0.05) of the ABTS
+ radical scaveng-

ing activity.

A B

Fig. 6. Heat stability of rutin on the extracts of tartary buckwheat sprouts. (A) Water extracts. (B) Ethanol extracts.

이 항산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8], 

총 페놀성 화합물에 루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 메밀 추

출물보다 타타리메밀의 루틴 함량이 많은 것이 타타리메밀이 

더 높은 항산화능을 가지는 것에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추출물의 열 안정성

타타리메밀 추출물의 열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0 

Lux에서 재배한 타타리메밀싹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을 이용하였다. 추출물은 70~90℃의 온도 범위에서 15~60분 

동안 처리하여 미처리군과 비교하여 루틴 함량의 차이로 판단

하였다. 열처리된 타타리메밀싹 추출물의 루틴 함량은 미처리

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는 Fig. 6에 나타

내었다. 열수 추출물의 경우에는 미처리군의 루틴 함량이 

48.97 ppm이었고, 온도별 처리를 한 경우에는 48.14~50.23 

ppm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의 루틴 함량이 345.18 ppm이었고, 열처

리를 한 것의 경우에는 322.35~349.67 ppm의 범위 내에 있었

다. 대체로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열처리를 하기 

전ᆞ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메밀 추출물

들에 포함된 루틴은 90℃ 이내의 온도에서는 열에 대한 안정

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다. 

루틴의 함량은 일반메밀에 비하여 타타리메밀이 높은 루틴 

함량을 가졌고, 메밀싹 길이의 생장과 더불어 일반메밀과 타

타리메밀 모두 루틴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타타리메밀 발아 

시 빛의 세기를 달리하여 발아시켰을 때 빛의 세기에 비례하

여 추출물에 포함된 루틴의 함량이 증가하였고, 14,000 Lux에

서 가장 높은 루틴 함량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증가

율이 낮았다. 건강 기능성 식재료로서의 루틴 함량이 높은 메

밀싹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타타리메밀을 14,000 Lux에서 10 

cm 이상의 싹으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추출물에 포함된 루틴의 항산화 효능은 ABTS 라디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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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통해 그 활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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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타타리메 싹의 루틴 함량 향상을 한 LED 량 효과와 항산화 활성

신지 1․강민재2․김 정3․박지인1․양지 1*․김군도2*

(1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2부경대학교 미생물학과, 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본 연구는 메밀의 발아 조건을 달리하여 메밀싹에서 생리활성 물질인 루틴의 함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일반메밀과 타타리메밀을 이용하였고, 두 종자의 루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타타리메밀의 루틴 함

량이 487 ppm으로 일반메밀과 비교하여 약 36배 높게 나타났다. 발아 후 싹으로 성장에 따른 루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일반메밀과 타타리메밀의 싹 모두 길이 생장에 따라서 루틴 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발아 

및 싹의 성장 시에 빛을 조사한 일반메밀과 타타리메밀의 싹은 루틴 함량이 빛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다. 타타리메밀의 경우 10 cm 이상의 싹은 4,579 ppm(빛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5,160 ppm(빛을 조사

한 경우)로 나타났다. 메밀싹의 성장 시에 빛이 루틴의 합성에 영향을 끼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LED 빛의 

세기를 2,000 Lux에서 22,000 Lux까지 점차 증가시키면서 타타리메밀싹을 제조하였고, 가장 높은 세기인 22,000 

Lux에서 가장 높은 루틴 함량을 가졌다. 타타리메밀싹의 열수 추출물은 85.47 ppm,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1,225.85 ppm의 루틴 함량을 나타내었다. 14,000 Lux까지는 급격하게 루틴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증가

폭이 줄어들어 메밀싹은 14,000 Lux에서 10 cm 이상 성장한 것이 최적의 루틴을 포함하는 메밀싹 제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열처리(70~90℃의 온도 범위)를 한 추출물의 루틴 함량이 미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 메밀에서 추출한 루틴은 열안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