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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 및 항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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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antioxidant efficacy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different moisture 
contents (9% to 14%) using the puffing system (PS) and the roasting system (RS). Compared with the RS, the PS caused 
higher turbidity (0.017 vs. 0.003 in PS-14% vs. RS-14%), brown color intensity (0.170 vs. 0.059 in PS-14% vs. RS-14%), 
a-values (0.20 vs. -0.44 in PS－14% vs. RS-14%), b-values (7.90 vs. 5.57 in PS-14% vs. RS-14%), and a lower L-value 
(19.67 vs. 21.03 in PS-14% vs. RS-14%).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roasted maize tea were increased 
along with the moisture content and they were higher with the PS (polyphenol; 5.95 mg GAE/g, flavonoids; 1.27 CE/g 
in PS-14%) than with the RS (polyphenol; 5.39 mg GAE/g, flavonoids; 1.12 mg CE/g in RS-14%).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roasted maize tea were also increased along with the moisture content, and the scavenging 
efficacy was significantly higher with the PS (DPPH; 160 mg TE/100g, ABTS; 507 mg TE/100g in PS-14%) compared 
with the RS (DPPH; 120 mg TE/100g, ABTS; 362 mg TE/100g in RS-14%). The polyphenol level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urbidity, brown color intensity, and L, a, and b-values of the roasted maize tea. In addition, an increase 
of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in roasted maize tea induced antioxidant activities. As a result, an increase in polyphenols 
during the roasting process induced antioxidant activities which could prevent damage from free ra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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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옥수수(Zea mays L.)는 쌀, 밀과 더불어 세계 주요 식량 작

물이며, 산업적으로는 옥수수 전분, 기름, 시럽 등의 제조 등

에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의약품, 시약, 화장품, 도료, 인
쇄, 제지업 등에도 이용되어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Youn 
등 2012, Son 등 2012). 옥수수의 씨눈에는 불포화지방산과 

tocopherol이 많고(Ignjatovic-Micic 등 2015), 옥수수 겨에는 

폴리페놀 성분 중 ferulic acid 함량이 높은 영양학적 특징을 

가진다(Manach 등 2004, Saulnier 등 1999, Rouau 등 2003). 폴리

페놀은 식물의 이차대사산물로서, 항산화 효능을 통한 산화

적 스트레스 유래 질환의 예방효과가 있으며(Manach 등 2004), 
특히 옥수수를 포한한 곡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ferulic acid는 

radical 제거효능이 뛰어나, 항염증, 항당뇨, 항암, 간보호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rinivasan 등 2007).

우리나라 가정에서 옥수수는 간식으로 섭취되거나 보리차

와 더불어 주요 곡물차로 음용되어 왔다. 차 제조를 위한 볶

음 공정은 가열 반응으로 전분의 호화와 단백질의 변성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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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뿐만 아니라, 세포벽의 파괴 등과 같은 물리적 변화, 갈
변 반응과 같은 화학적 변화를 발생시켜 곡물 내부의 유용 

성분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향미와 색 등 관능적 품질요소

에 영향을 미친다(Lee 등 2013, Saklar 등 2003, Park 등 1993). 
볶음 곡물에 관한 연구 중 대표적인 보리는 아시아, 유럽 국

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바 있으며, 볶음 방법에 따라 
β-glucan, catechin, tocopherol과 같은 항산화 물질의 추출 
수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나타냈다(Duh 등 2001, Sharma 등 
2011a, Sharma 등 2011b). 하지만 옥수수차의 볶음공정에 대

한 적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품질기

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볶음공정에 있어 수분함량은 결과

물의 경도, 인성, 조직감 등을 결정하며, 수분함량이 낮은 경

우, 쓴맛이 증가할 수 있고, 높은 수분함량에서는 볶음 효율

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분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

하다(Pittia 등 2001).
식품 가공에 있어 수분함량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Kim 등 2012). Yanqiang 등(2014)과 Lin 등(2002)은 50% 이상

의 고수분 콩 단백질 압출성형은 저수분 압출성형보다 기계

적 에너지 감소, 점성의 증가, 지방의 유화, 단백질 구조의 변

성 등으로 고품질의 식물성 조직화 단백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분함량과 온도가 압출성형 분리대두단백의 조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ark 등 2016; Park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의 수분함량이 옥수수차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분함량을 달리한 옥수

수 알곡을 팽화기 이용 볶음(Puffing System: PS)과 회전형 볶

음기 이용 볶음(Roasting System: RS)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처

리하고, 열수 추출하여 항산화 성분 함량 변화와 항산화 효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한 수분함량 및 볶음방법

에 따른 품질 특성과 항산화 효능 분석은 추후 옥수수차 제조

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및 볶음 옥수수차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옥수수는 경기 수원소재의 국립식량과

학원 중부작물부에서 2014년 4월 5일 파종하여 수확된 광평

옥(Zea mays L. cv. Kwangpyeongok)을 저온저장고(4℃)에 보

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옥수수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시료의 수분함량은 원료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시료를 밀

폐용기에 넣고 조정하고자 하는 수분함량에 대한 수분을 첨

가하여 저온(4℃)에서 교반하면서 수분 함량을 조정하였으

며, 최종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9, 10, 11, 12, 13 및 14%로 조

정하여 옥수수차 제조에 이용하였다. 볶음처리는 팽화기 및 

로스팅기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일반적인 팽화기(Shinhak 

Food Machine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시료 1 kg을 기

계에 넣고, 압력이 0.9 MPa이 될 때까지 가열한 후, 불을 끄고 

1.2 MPa이 도달할 때까지 방치하였다. 이후 팽화가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여 옥수수차를 제

조하였다. 로스팅기를 이용한 옥수수차는 원적외선 볶음기

(FEC-006, Biotech Food Power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

여 예비실험을 통해 볶음조건을 설정하였으며, 볶음온도는 

270℃에서 30분간 볶아 옥수수차를 제조하였다.

2.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 특성 분석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가정

에서 옥수수차를 끓이는 방법에 따라 분쇄하지 않은 볶음 옥

수수 2 g을 원통여지에 넣고, solid-liquid extraction(Soxtherm® 
rapid extraction system, Gerhardt, Königswinter, Germany)을 이

용하여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30분 동안 6반복으로 추출

하였으며, 추출액을 모아 품질 특성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

다. pH는 pH meter(Model 320, Thermo Orion,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탁도와 갈색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Multiskan Spectrum Microplate Photometers,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600 
및 420 nm에서 투과도와 갈색도를 측정하였다(Ryu 등 2008). 
볶음 옥수수차의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Hunter’s value인 명도(L- 
value, lightness), 적색도(a-value, redness) 및 황색도(b-value,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Shin 등 2016).

3. 볶음 옥수수차의 항산화 성분 함량 분석
볶음 옥수수차의 페놀성분 및 radical 소거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정량의 시료를 취하여 80% 에탄올을 넣고, homogenizer 
(HG-15A,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 Korea)로 균질화

시킨 후, 상온에서 24시간동안 2회 진탕추출(WiseCube WIS- 
RL010, Daihan Scientific Co., Ltd.)한 다음, No. 2 여과지

(Advantec,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하여 

－20℃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
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Woo 등
(2015)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물 

50 μL에 2% Na2CO3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St. Louis, MO, 
USA) 50 μL를 가하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인 gallic acid(Sigma-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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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hotograph of roasted maize tea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and roasting methods.

치하고, 1 N NaOH 500 μL를 첨가하고, 11분 후 반응액의 흡

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Woo 등 2015). 표준물질

인 (+)-catechin(Sigma-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

으며, 시료 g 중의 mg catechin equivalents(CE, dry basis)로 나

타내었다.

4. 볶음옥수수차추출물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볶음 옥수수차 추출물의 radical 소거활성은 DPPH(1,1- 
diphenyl-2-picrylhydrazyl, Sigma-Aldrich) 및 ABTS(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Woo 등 2015). DPPH radical 소거 활

성은 0.2 mM DPPH 용액(99.9% ethanol에 용해) 0.8 mL에 시

료 0.2 mL를 첨가한 후, 520 nm에서 정확히 30분 후에 흡광

도 감소치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룻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3.6×104 M－1 

cm－1)를 이용하여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30
분 후에 측정하였다.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 

100 g당 mg TE(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로 표현

하였다.

5. 통계분석
각 항목의 측정값은 SPSS 통계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12.0, IBM Corporation, USA)을 이용하

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t-test 및 

분산분석(ANOVA)과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
특성

수분함량을 9~14%로 조정한 옥수수 시료를 팽화기(Puffing 
System: PS)와 볶음기(Roasting System: RS)를 이용하여 볶은 

옥수수차는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팽화기를 이용한 옥수수

차는 수분함량 14%에서 갈라짐 현상을 많이 보였고, 볶음기

의 경우, 갈라짐 현상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볶음 옥수수차 열수 추출물로부터 pH, 갈색

도,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산도를 

측정한 pH 값은 PS를 이용한 경우, RS를 이용한 방법보다 낮

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pH 4.36~5.05 범위였다. 볶음 옥수수

차의 탁도는 PS를 사용한 경우가 더 높았고, PS를 이용한 수

분함량 14% 시료(PS-14%)에서 0.017로 가장 높고, RS를 이용

한 수분함량 13%(RS-13%), RS-14%에서 0.003으로 가장 낮

게 측정되었다. 갈색도는 탁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PS-14%에서 0.170, RS-14%에서 0.059였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작을수록 검은색에 가까우며, PS-14%에서 19.67, 
RS-14%에서 21.03으로 측정되었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L값과 반대로 PS-14%에서 가장 크

고, RS- 14%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PS는 

RS에 비해 산도, 탁도, 갈색도, 적색도, 황색도가 높았으며, 
명도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PS에서는 수분함량이 높아질수

록 L값이 작아지고, a 및 b값은 커진 반면, RS에서는 수분함

량이 높을수록 L값이 커지고, a 및 b값이 작아지는 상반된 결

과를 보였다. PS의 경우, 1.2 MPa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세포벽 파괴 등에 따른 내부 유용물질의 용출이 용이해진다

(De Roeck 등 2007). 따라서 탁도가 RS에 비해 PS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볶음공정은 가열반응으로, Maillard 반
응을 야기하며, 그 정도에 따라 갈색도, 명도, 적색도 및 황색

도가 변화하는 변색작용을 거친다(Mottram 등 2002). 그러나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우, 연속적인 증발 작용에 의하여 곡

물 내부의 온도 증가율은 감소하게 된다(Chiou 등 1989). 따
라서 RS에서는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갈색도, 황색도, 적
색도가 감소하고, 명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PS
는 밀폐된 실린더 내부에서 볶음 공정을 거치므로, 수분 증발

이 억제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수분함량을달리하여제조한볶음옥수수차의항산화
성분 함량

수분함량과 볶음방법을 달리한 볶음 옥수수의 열수추출물

을 농축한 후, 에탄올에 재용해하여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일반 옥수수 추출물과 비교하여 볶

음 옥수수 추출물에서 더 높은 비율의 폴리페놀이 검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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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ting 
methods

Moisture 
contents (%) pH Turbidity Brown color 

intensity L-value a-value b-value

Puffing 
system

9 4.44±0.12bcd 0.009±0.001d 0.116±0.001e 20.89±0.28a －0.19±0.08d 6.25±0.18c

10 4.36±0.02d 0.014±0.000b 0.159±0.001b 20.10±0.33b －0.11±0.04cd 7.11±0.19b

11 4.56±0.02a 0.009±0.000d 0.122±0.001d 20.11±0.43b －0.08±0.06c 7.10±0.11b

12 4.52±0.02ab 0.013±0.000bc 0.158±0.000b 19.71±0.54b 0.08±0.06b 7.78±0.08a

13 4.46±0.02bc 0.012±0.001c 0.150±0.001c 19.88±0.09b 0.08±0.08b 7.73±0.23a

14 4.39±0.01cd 0.017±0.002a 0.170±0.002a 19.67±0.30b 0.20±0.02a 7.90±0.16a

Roasting 
system 

9 4.79±0.02e* 0.004±0.000b* 0.078±0.001c*** 20.69±0.36a －0.31±0.06abc 6.30±0.16ab

10 4.85±0.01d*** 0.006±0.001a** 0.091±0.002b*** 20.42±0.58a －0.21±0.08a 6.47±0.28a*

11 4.91±0.01c*** 0.006±0.001a* 0.095±0.001a*** 20.46±0.92a －0.23±0.09a* 6.60±0.34a

12 5.05±0.03a*** 0.004±0.001b** 0.071±0.001d*** 20.73±0.35a* －0.29±0.03ab** 6.01±0.06bc***

13 5.01±0.00b*** 0.003±0.001b*** 0.061±0.001e*** 20.44±0.27a* －0.40±0.04bc** 5.79±0.14c***

14 5.01±0.00b*** 0.003±0.001b** 0.059±0.001f*** 21.03±1.08a －0.44±0.12c** 5.57±0.30c***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and ***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roasting methods (puffing and roasting system) in the roasted 
maize tea.

Table 1. The pH, turbidity, brown color intensity, and chromaticity of roasted maize tea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and roasting methods

Fig.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and 
roasting method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k)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p<0.05, **p<0.01, and ***p< 
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roasting methods 
(puffing and roasting system) in the roasted maize tea.

Fig. 3.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and 
roasting method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p<0.05, and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roasting methods 
(puffing and roasting system) in the roasted maize tea.

으며,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볶음처리에 의한 총 폴리페놀 
함량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수분함량 

9% 시료의 폴리페놀 함량은 4.16 mg GAE/g에서 PS으로 볶음 
시, 4.68 mg GAE/g, RS으로 볶음 시 4.92 mg GAE/g으로 변화

율이 18% 이내였다. 그러나 수분함량 14%에서는 2.58 mg 
GAE/g이었던 폴리페놀 함량이 PS 볶음에서 5.95 mg GAE/g, 
RS 볶음에서 5.39 mg GAE/g으로 대조군과 대비하여 각각 

130 및 109% 증가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에서도 총 

폴리페놀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 3). 수분함량 9%
에서 651 μg CE/g이었던 플라보노이드는 PS 볶음에서 758 μg 
CE/g, RS 볶음에서 659 μg CE/g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분함량 14%에서는 대조군 335 μg CE/g
에서 PS 볶음 시 1,270 μg CE/g 및 RS 볶음 시 1,121 μg CE/g
으로 각각 279 및 235% 증가하였다. 볶음 방법에 따른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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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and roasting method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i)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roasting methods (puffing 
and roasting system) in the roasted maize tea.

Fig.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and roasting method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roasting methods (puffing and 
roasting system) in the roasted maize tea.

화성분 함량은 총 폴리페놀의 경우, 수분함량 10~14%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 결과에서는 수분함량 9, 13, 14%에서 PS
가 RS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볶음 처리는 

시간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페놀의 침출량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등 2013, Lee 등 2009). 본 연

구에서도 원곡에 비하여 볶음 처리한 경우,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가열처

리에 의한 내부 조직의 파괴로 인한 추출효율이 증가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열반응 중, 압력을 가해준 PS에
서는 RS에 비하여 더 높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다(De Roeck 등 2007).

3. 수분함량을달리하여제조한볶음옥수수차의 radical 
소거활성

볶음 방법 및 수분함량별 옥수수차의 항산화 효능을 측정

하기 위하여 DPPH와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대조군에서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PS, RS 볶음처리시 반대로 수분

함량 14%(각각 159 및 120 mg TE/100g)에서 가장 뛰어난 효

능을 보였다(Fig. 4). ABTS radical을 이용한 소거활성 실험에

서도 Fig. 5와 같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 대조군의 경우 수분

함량 증가에 따른 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지만, 볶음 처리군에서는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

우 활성이 증가하였다. 수분함량 14%에서 대조군의 ABTS 
radical 제거능은 94 mg TE/100g으로 가장 낮았고, PS-14%는 

508, RS-14%는 362 mg TE/100g으로 각각 5.4 및 3.8배 증가하

였다. PS와 RS 비교분석에서는 모든 수분함량 구간에서 PS

가 RS에 비하여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이 더 높게 측

정되었다. 옥수수차의 radical 소거 활성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시료에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전의 연구들

에서도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및 ABTS radial 소거활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hoi 등 2007, 
Gorinstein 등 2007). 폴리페놀의 수산기는 DPPH나 ABTS 
radical에 수소 또는 전자를 공여함으로써 유리 radical을 안정

화 시킨다. 이는 산화반응을 종결시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Antolovich 등 2002). 

4. 볶음옥수수차의품질특성, 항산화성분및활성간의
상관관계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항산화 성분 및 활성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pH는 명도

(0.644, p<0.05)와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탁도(－0.910, p<0.001), 
갈색도(－0.926, p<0.001), 적색도(－0.814, p<0.001), 황색도

(－0.796, p<0.01), DPPH(－0.811, p<0.001) 및 ABTS radical 소
거활성(－0.773, p<0.01)과 부의 상관을 보였다. 탁도는 갈색도

(0.987, p<0.001), 적색도(0.930, p<0.001), 황색도(0.908, p<0.001), 
총 폴리페놀(0.575, p<0.05), DPPH(0.844, p<0.001)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0.842, p<0.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명도(－0.823, p<0.001)와 부의 상관을 보였다. 갈색도

는 명도(－0.839, p<0.001)와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적색도

(0.940, p<0.001), 황색도(0.938, p<0.001), 총 폴리페놀(0.551, p< 
0.05), DPPH(0.849, p<0.01)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0.831, 
p<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명도는 적색도(－0.889, 
p<0.001), 황색도(－0.934, p<0.001), 총 폴리페놀(－0.685, p< 
0001), DPPH(－0.718, p<0.01)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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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Turbidity Brown color 
intensity L-value a-value b-value Polyphenol Flavonoid DPPH ABTS

pH －0.910*** －0.926*** 0.644* －0.814*** －0.796** －0.404NS －0.106NS －0.811*** －0.773**

Turbidity 1.000 0.987*** －0.823*** 0.930*** 0.908*** 0.575* 0.318NS 0.844*** 0.842***

Brown color 
intensity 1.000 －0.839*** 0.940*** 0.938*** 0.551* 0.238NS 0.849** 0.831**

L-value 1.000 －0.889*** －0.934*** －0.685** －0.376NS －0.718** －0.749**

a-value 1.000 0.976*** 0.665* 0.342NS 0.817*** 0.840***

b-value 1.000 0.663* 0.282NS 0.784** 0.792**

Polyphenol 1.000 0.758** 0.750** 0.803**

Flavonoid 1.000 0.470NS 0.562*

DPPH 1.000 0.986***

NS Not significant. Significant at * p<0.05, ** p<0.01, ** *p<0.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roximate composition, pH, turbidity, brown color intensity, chromaticity,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s,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different cultivation periods 
and variety

0.749, p<0.01)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적색도는 황색도

(0.976, p<0.001), 총 폴리페놀(0.665, p<0.05), DPPH(0.817, 
p<0.001)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0.840, p<0.001)과 정의 상

관을 보였다. 황색도는 총 폴리페놀(0.663, p<0.05), DPPH 
(0.784, p<0.01)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0.792, p<0.01)과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 폴리페놀은 플라보노이드 함량

(0.758, p<0.01), DPPH(0.750, p<0.01) 및 ABTS radical 소거활

성(0.803, p<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BTS radical 소거활성(0.562, p<0.05)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과 ABTS radical 소거활성과의 

r값이 0.986(p<0.001)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약 및 결론

옥수수차의 생리활성 효능의 최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서 옥수수의 수분함량(9~14%)을 달리한 후, 팽화기를 이용한 

볶음방법과 회전형 볶음기를 이용한 볶음방법으로 볶음 처

리하여 품질 특성과 항산화 물질 함량, 항산화 효능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볶음 방법에 따른 결과에서 팽화기를 이용한 

볶음방법이 전형 볶음기를 이용한 볶음방법에 비해서 탁도, 
갈색도가 증가하는 한편, 높은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높은 DPPH 및 ABTS radical 제거 효능을 보였다. 반면, 
팽화기를 이용한 옥수수 볶음 시료에서 수분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고,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효능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결론적

으로 대조군과 대비하여 14% 수분함량의 옥수수 시료를 팽

화기를 이용한 볶음방법으로 볶음 처리하는 경우, 항산화 물

질의 추출 수율 증가와 함께(총 폴리페놀 2.3배, 플라보노이

드 3.8배 증가) 항산화 효능(DPPH 4.5배, ABTS 5.4배 증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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