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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기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  항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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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proximate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total polyphenols, total flavonoids,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cultivation period and variety. Proximate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ultivation period and varie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roasted maize tea extrac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ultivation period. Total polyphenols, total fla-
vonoids,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roasted maize tea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roasting.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Pyeonggangok cultivar sown on April 5th was elevated about 3.60-fold before and 
after roasting by 3.42±0.16 and 12.22±0.67 mg gallic acid equivalents/g, respectively. Overall,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higher in roasted maize tea produced using maize sown on April 5t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
ing activity of Gangdaok cultivar sown on April 5th was elevated about 31.6-fold before and after roasting by 7.61±1.93 
and 240.37±8.82 mg Trolox equivalents (TE)/g, respectively.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
cal scavenging activity of Pyeonggangok cultivar sown on April 5th was elevated about 5.5-fold before and after 
roasting by 153.84±1.32 and 843.54±3.64 mg TE/g,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proximate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and quality as well as antioxidant characteristics of roasted maize tea showed overal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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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옥수수(Zea mays L.)는 벼, 밀과 함께 세계 3대 식량작물

로 전분을 원료로 하는 산업분야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이다

(1). 최근에는 각종 조미료, 의약품, 화장품, 주류, 과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2,3). 옥수수는 종실 특성에 

따라 마치종(dent corn), 경립종(flint corn), 연립종(flour 

corn), 튀김옥수수(pop corn)와 단옥수수(sweet corn) 등

으로 나누어진다(4). 우리나라에서 단옥수수는 주로 생식용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5), 곡실용 옥수수는 식품에서 대부분 

전분 가공, 차 제조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

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옥수수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로 연간 소비량이 900만 톤에 이르고 있다. 도입 옥수수의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전분 및 옥분 등의 

식용으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어 식량작물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

건강 음용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로 다양한 식물체를 

침출차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6,7). 식물

체 침출차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덖음 또는 볶음 과정을 통

해 차의 풍미와 기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형태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8,9). 덖음이란 물기가 조금 있는 식물체에 

물을 더하지 않고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서 익히는 과정이다

(10). 침출차의 제조에 있어서 덖음 처리는 식품의 화학적 

성분 조성, 물리적 성질, 그리고 색깔, 향기, 조직감과 같은 

관능적 품질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Yoon과 Kim(12)은 보리의 덖음 조건이 보리차의 점

도 및 맛과 냄새 등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으며, Ha 등(13)과 Lee 등(14)은 숭늉제조용 찐백미, 미숙

보리 곡립의 덖음 조건에 따른 색도, 환원당 및 아미노산 

함량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또한, 옥수수의 덖음 과정 중 일

반성분, 무기질, 아미노산 함량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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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밤의 덖음 과정 중 환원당, 지방산 함량 변화를 측정하

고 이들 성분 변화와 관능평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차의 생리적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식품가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자 국내에서 육성된 옥수수 품종을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수

확된 옥수수로 볶음차를 제조하고, 이러한 옥수수차 제조과

정이 재배시기와 품종에 따라 옥수수차의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일반성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옥수수는 경기 수원소재의 국립식량과

학원 중부작물부에서 수확된 옥수수를 사용하였으며, ker-

nel type이 dent type(마치종)인 강일옥(Zea mays L. cv. 

Gangilok), 광평옥(cv. Kwangpyeongok), 다평옥(cv. Da-

pyeongok), 수원184호(cv. Suwon 184), 신황옥(cv. Sin-

hwangok), 안다옥(cv. Andaok), 장다옥(cv. Jangdaok), 청

다옥(cv. Cheongdaok), 평강옥(cv. Pyeonggangok) 등 9

품종, semi-flint type(반경립종)은 강다옥(cv. Gangdaok), 

다안옥(cv. Daanok), 청안옥(cv. Cheonganok), 평안옥(cv. 

Pyeonganok) 등 4품종, intermediate type(중간종)은 신

광옥(cv. Singwangok)과 양안옥(cv. Yanganok) 등 2품종

으로 하였으며, 총 15품종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파종시기

는 2015년 4월 5일과 7월 5일로 하였으며, 파종 후 120~ 

125일에 수확하여 저온저장고(4°C)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원료의 일반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를 micro ham-

mer-cutter mill(Type 3, Culatti Ag., Zürich, Switzer-

land)로 분쇄하여 AOAC 방법(17)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C에서 상압건조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조회분 

함량은 600°C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Soxhlet 방법(SoxtecTM 2050 Analyzer Unit, Foss Teca-

tor, Laurel, MD, USA)으로 분석하였고, 조단백질 함량은 

Kjeldahl 방법(2300 Kjeltec Analyzer Unit, Foss Teca-

tor)으로 정량 분석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 중량부에

서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을 뺀 나머지로 표시하였다(18).

파종시기 및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 제조

파종시기 및 품종별 옥수수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볶음처

리는 일반적인 팽화기(Shinhak Food Machine Co., Seou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시료 1 kg을 가열 솥에 넣고 팽화

기를 회전하면서 가열하였으며, 이때 압력게이지 압력이 0.9 

MPa이 될 때까지 가열하였다. 이후 불을 끄고 1.2 MPa에 

도달할 때까지 팽화기를 회전하였고 옥수수가 팽화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 솥 내부의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여 

옥수수차를 제조하였다.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분석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가정

에서 옥수수차를 끓이는 방법에 따라 분쇄하지 않은 볶음 

옥수수 2 g을 원통여지에 넣고 solid-liquid extraction 

(Soxtherm® rapid extraction system, Gerhardt, Königs-

winter, Germany)을 이용하여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30분 동안 6반복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을 모아 품질특

성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pH는 pH meter(Model 320, 

Thermo Orion,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탁도와 갈색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Mul-

tiskan Spectrum Microplate Photometers,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600 

및 420 nm에서 투과도와 갈색도를 측정하였다(19). 볶음 

옥수수차의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Hunter’s value인 명도

(L-value, lightness), 적색도(a-value, redness) 및 황색

도(b-value, yellowness)를 측정하였으며(20), 이때 사용

한 표준판은 L-value=97.38, a-value=-0.02, b-value= 

1.66이었다.

볶음 옥수수차의 항산화 성분 함량 분석

볶음 옥수수차의 페놀 성분 및 라디칼 소거 활성을 분석하

기 위해 일정량의 시료를 취하여 80% 에탄올을 넣고 ho-

mogenizer(HG-15A,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 

Korea)로 균질화시킨 후,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2회 진탕추

출(WiseCube WIS-RL010, Daihan Scientific Co., Ltd.) 

한 다음 No. 2 여과지(Advantec,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하여 -20°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분

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은 Woo 등(21)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물 50 μL에 2% Na2CO3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50 μL를 가하

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

고 표준물질인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

alents(GA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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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치하고 1 N NaOH 500 μL를 첨가하고, 11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21). 표준물질인 

(+)-catechin(Sigma-Aldrich Co.)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시료 g 중의 mg catechin equivalents(C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볶음 옥수수차 추출물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볶음 옥수수차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1,1-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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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Aldrich Co.) 및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Aldrich Co.)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

하였다(2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0.2 mM DPPH 용액

(99.9% ethanol에 용해) 0.8 mL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후 520 nm에서 정확히 30분 후에 흡광도 감소치를 측정하

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ABTS 7.4 mM과 potas-

sium persulf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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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용하여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30분 

후에 측정하였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100 g당 mg TE(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로 표현하였다.

통계분석

각 항목의 측정값은 SAS program(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t-test 및 분산분석(ANOVA)과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종시기 및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 원료곡의 일반성분 함량

파종시기 및 품종별 원료곡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옥수수의 수분 함량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8.76~10.03 g/100 g으로 나타났으며, 

반경립종(semi-flint type)인 강다옥이 가장 높았고 중간종

(intermediate type)인 양안옥이 가장 낮았다. 7월 5일 파종

한 옥수수는 7.52~8.37 g/100 g으로 조사되었으며, 강다옥

이 가장 높았고 다안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파종시기에 

따라서는 모든 품종이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01). 조회분 함량은 4월 5일

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1.46~1.81 및 1.34~ 

1.55 g/100 g의 함량을 보였다. 파종시기에 따라서는 다평

옥, 청다옥, 평강옥 및 신광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나머지 품종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조지방 함량은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3.91~6.07 및 3.96~5.40 g/100 

g의 함량을 보였고 파종시기에 따라서는 강일옥, 장다옥, 

다안옥, 신광옥 및 양안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청다옥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

량을 나타내었고(P<0.001) 나머지 품종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조단백질 함

량은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10.93~ 

12.99 및 9.93~12.91 g/100 g의 함량을 보였고 파종시기

에 따라서는 양안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원184호와 평안옥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

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P<0.01) 나머지 품종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탄수

화물 함량은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70.19~74.32 및 73.20~76.19 g/100 g의 함량을 보였고 

파종시기에 따라서는 모든 품종이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Son 등(1)의 연구에서 

옥수수 자식계통과 교잡계통의 회분, 지방, 단백질 함량은 

각각 1.1~1.6, 2.2~5.3 및 7.5~13.1 g/100 g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Kim 등(5)은 국내 

단옥수수 품종의 등숙기간에 따라 회분, 지방, 단백질 함량

을 각각 1.8~4.8, 1.7~8.3 및 9.0~19.5 g/100 g으로 보고

하였는데 품종과 등숙기의 차이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

였다. 

파종시기 및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파종시기 및 품종에 따라 볶음 옥수수차를 제조한 결과 

Fig. 1과 같이 동일한 볶음조건에서 품종 및 재배시기에 따

라 색이나 갈라짐 등 외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볶음 옥수수차의 침출액에 대한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2 및 3에 나타내었다.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pH는 

Table 2와 같이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4.04~5.04 및 4.31~5.01로 조사되었다. 파종시기에 따라

서 신광옥을 제외하고는 옥수수차의 pH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강일옥과 안다옥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나머지 품종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의 pH가 높았다.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탁도는 Table 2와 같이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0.008~0.138 및 0.010~0.059

로 나타났으며, 파종시기에 따라서 장다옥을 제외하고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광평옥, 신황옥, 청다옥, 평강옥, 

강다옥, 다안옥, 청안옥, 평안옥 및 양안옥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강일옥, 다평옥, 

수원184호, 안다옥 및 신광옥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가 높게 나타났다.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갈색도

는 Table 2와 같이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0.068~1.017 및 0.103~0.509로 나타났으며, 파종시

기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강일

옥, 안다옥, 장다옥 및 신광옥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나머지 품종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가 높게 나타났다.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명도는 Table 3과 같이 4월 5일

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12.92~21.54 및 15.63 

~20.43으로 나타났으며, 파종시기에 따라 다평옥, 수원184

호, 장다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강일옥(P< 

0.01), 안다옥(P<0.01) 및 신광옥(P<0.05)은 4월 5일 파종

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나머지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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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The photograph of roasted maize tea using maize sown on 5th April (A) and 5th July (B) with variety.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에서 유의적으로 높았

다.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적색도는 Table 3과 같이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0.28~3.22 및 

-0.12~1.98로 나타났으며, 파종시기에 따라 장다옥을 제외

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강일옥(P<0.001), 안다

옥(P<0.01) 및 신광옥(P<0.05)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나머지 품종은 4월 5일 파

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볶음 옥수

수차 침출액의 황색도는 Table 3과 같이 4월 5일과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에서 각각 5.44~9.24 및 6.86~9.48로 나타

났으며, 광평옥(P<0.01), 강다옥(P<0.01) 및 다안옥(P<0.01)

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가 유의적으로 높았

고 강일옥(P<0.01), 안다옥(P<0.001), 평강옥(P<0.01) 및 

양안옥(P<0.001)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로 제조한 차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품종은 파종시기에 따

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o 등(6)의 보고에 따르

면 수수 볶음차의 경우 볶음시간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

하고 탁도와 적색도, 황색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팥의 경우도 볶음시간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탁도와 적색도, 황색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 

이상의 갈색도와 색도의 결과는 볶음과정 중 Maillard 반응

에 의해 갈색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볶음 옥수수차 침출

액의 색도가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22).

파종시기 및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의 항산화 성분 함량

파종시기 및 품종에 따라 볶음 옥수수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볶음처리 전후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볶음처리 전에는 3.16~5.73 mg GAE/g이

었으며, 볶음처리 후 4.58~12.22 mg GAE/g으로 증가하였

고(Fig. 2A),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볶음처리 전후에 각

각 2.85~5.01 및 5.00~9.68 mg GAE/g으로 나타났다(Fig. 

2B). 품종별로는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평강옥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3.42±0.16 및 12.22±0.67 mg GAE/g으로 약 3.6배 증가

하였다. 또한, 양안옥은 약 3.4배(3.16±0.05→10.79±0.22 

mg GAE/g), 청안옥은 약 2.9배(3.65±0.06→10.51±0.52 

mg GAE/g), 신황옥은 약 2.7배(4.13±0.06→11.25±0.53 

mg GAE/g)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월 5일 파종한 옥

수수의 경우 볶음처리 후 평균적으로 약 1.9배 증가하였으며, 

수원184호가 볶음처리 전에 2.85±0.06 mg GAE/g에서 볶

음처리 후 8.23±0.16 mg GAE/g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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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옥수수차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 중 poly-

phenolic 화합물들은 우수한 항산화력을 가지며, 이는 free 

radical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phenolic ring에 기인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23). Song 등(7)의 보고에 의하면 팥의 경우 

볶음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반에 폴리페놀 성분이 감소하

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고, Ko 등(6)은 수수에서 볶음시간이 증가할수록 폴리페놀 

성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볶음처리에 의하여 페

놀 성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Maillard 반응에 의해 생성되

는 melanoidin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

질은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옥수수를 볶음처리 과정에서 여러 화학

적 반응에 의해 폴리페놀 성분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

된다.

볶음 옥수수차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Fig. 3과 같이 

볶음처리 전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월 5일 파종한 옥

수수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볶음처리 전에는 0.66~2.02 

mg CE/g이었으며, 볶음처리 후 0.97~2.29 mg CE/g으로 

나타났으며(Fig. 3A),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0.93~2.48 및 0.71~1.56 mg CE/g으로 나타

났다(Fig. 3B). 품종별로는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경우 

강일옥이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0.66±0.06 및 2.29±0.13 

mg CE/g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반면 다평옥, 강다옥, 

다안옥, 청안옥, 평안옥, 신광옥, 양안옥은 볶음처리 후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7월 5일 파종한 다안옥은 볶음처리 전

에 1.00±0.10 mg CE/g에서 볶음처리 후 1.56±0.16 mg 

CE/g으로 약 1.6배, 장다옥은 0.93±0.18 mg CE/g에서 

1.01±0.07 mg CE/g으로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품종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anthocyanidins, flavonols, flavones, cathechins 및 fla-

vanones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에 따라 특정 플라보노이드

는 항산화 및 항균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다(23). 

Song 등(7)은 팥을 볶음처리할 경우 초반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열에 약한 플라

보노이드 성분이 파괴되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볶

음과정에서 각 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종시기 및 품종별 볶음 옥수수차의 라디칼 소거 활성

파종시기 및 품종에 따라 볶음 옥수수차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분석한 결과 Fig. 4와 같이 볶음처리 전후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

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에는 7.61~51.36 

mg TE/g이었으며, 볶음처리 후 95.35~342.97 mg TE/g으

로 유의적인 증가(P<0.001)를 보였다(Fig. 4A). 또한,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6.95~54.0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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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different cultivation periods and variety. 
(A) and (B) are maize teas using maize sown on 5th April and 5th July, respective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l) among 
varieties of before or after roast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and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roasting in the roasted maize tea. GI, Zea mays L. cv. Gangilok; KP, cv. Kwangpyeongok; 
DP, cv. Dapyeongok; 184, cv. Suwon 184; SH, cv. Sinhwangok; AD, cv. Andaok; JD, cv. Jangdaok; CD, cv. Cheongdaok; PG, 
cv. Pyeonggangok; GD, cv. Gangdaok; DA, cv. Daanok; CA, cv. Cheonganok; PA, cv. Pyeonganok; SG, cv. Singwangok; YA, 
cv. Yanga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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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different cultivation periods and variety. 
(A) and (B) are maize teas using maize sown on 5th April and 5th July, respective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g) among 
varieties of before or after ro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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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and after roasting in the roasted maize tea. Abbreviations: See the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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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different cultivation periods and 
variety. (A) and (B) are maize teas using maize sown on 5th April and 5th July, respective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i) 
among varieties of before or after roast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roasting in the roasted maize tea. Abbreviations: See the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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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roasted maize tea according to different cultivation periods 
and variety. (A) and (B) are maize teas using maize sown on 5th April and 5th July, respective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n) among varieties of before or after roast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roasting in the roasted maize tea. Abbreviations: See the Fig. 2.

130.49~275.21 mg TE/g을 보여 유의적으로 증가(P< 

0.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품종별로는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배 증가하였으며, 강

다옥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7.61±1.93 및 240.37±8.82 

mg TE/g으로 약 31.6배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01). 

또한, 신황옥은 약 17.1배(18.59±3.55→317.55±8.37 mg 

TE/g), 수원184호는 약 14.7배(16.68±1.32→245.53±3.91 

mg TE/g), 평안옥은 약 12배(19.75±1.62→236.20±8.55 

mg TE/g)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강옥의 경우 볶음

처리 후 342.97±6.79 mg TE/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

다(볶음처리 전 49.34±2.49 mg TE/g). 7월 5일 파종한 옥

수수의 경우 볶음처리 후 평균적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평안옥이 볶음처리 전에 6.95±0.75 mg TE/g에서 볶음처

리 후 153.05±7.73 mg TE/g으로 약 22배 증가하였다. 또

한, 수원184호는 약 18.8배(10.84±1.54→204.22±6.02 

mg TE/g), 강일옥은 약 10.8배(16.46±1.99→177.60± 

2.59 mg TE/g), 신황옥은 약 10.3배(15.74±1.53→162.04 

±6.84 mg TE/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안옥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54.08±3.30 및 275.21±7.25 mg 

TE/g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은 강일옥, 안다옥, 장다옥, 신광옥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옥수수차가 높았고 나머

지 품종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옥수

수차에서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시기 및 품종에 따라 볶음 옥수수차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분석한 결과 Fig. 5와 같이 볶음처리 전후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

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에는 139.95~ 

172.26 mg TE/g이었으며, 볶음처리 후 320.46~843.54 

mg TE/g으로 유의적인 증가(P<0.001)를 보였다(Fig. 5A). 

또한,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123.89 

~164.23 및 381.81~737.08 mg TE/g을 보여 유의적으로 

증가(P<0.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B). 품종별로는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배 증가하였

으며, 평강옥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153.84±1.32 및 

843.54±3.64 mg TE/g으로 약 5.5배 유의적인 증가를 보

였다(P<0.001). 또한, 양안옥은 약 5.4배(142.21±0.49→

766.57±1.23 mg TE/g), 청안옥은 약 5배(157.34±2.68→

783.77±3.98 mg TE/g)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의 경우 볶음처리 후 평균적으로 약 3.4배 

증가하였으며, 양안옥이 볶음처리 전에 150.94±1.45 mg 

TE/g에서 볶음처리 후 737.08±4.87 mg TE/g으로 약 4.9

배 증가하였으며, 수원184호는 약 4.8배(123.89±1.13→

589.32±3.64 mg TE/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강일옥, 안다옥, 신광옥은 

7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옥수수차가 높았

고 나머지 품종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

한 옥수수차에서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천연물에 포함되어 

있는 페놀 성분에 기인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24), 볶음 옥수수차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항산화 성

분의 함량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25)은 

볶음처리 둥굴레의 항산화성을 조사한 결과 볶음처리에 따

라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Suh와 Chun(26)이 보리에 대해 적절한 볶음처리는 항산화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시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러한 항산화 활성의 증가는 열처리공정 중 

발생하는 갈변반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7), 갈색

중합체인 melanoidin은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Kirigaya 등(29)은 갈색화 반응 생성물인 mela-

noidin에 의한 항산화력은 갈색도와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볶음 옥수수차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갈색화 반응 생성물질인 melanoidin의 증가

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옥수수차의 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4 이지혜 ․김현주 ․김미정 ․정건호 ․이병원 ․이병규 ․우관식

도, 갈색도 등의 외관 품질과 항산화성을 고려하여 볶음 옥

수수차 제조에 적합한 품종을 고르자면 조기 재배한 청안옥, 

청다옥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항산화성이 우수한 평강옥이나 신황옥, 양안옥 등을 이용하

여 옥수수차 제조 시 탁도 등 외관품질을 좋게 하는 가공방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료의 일반성분과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항산화 성분 

및 활성 간의 상관관계

원료의 일반성분과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항산화 성

분 및 활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수분 함량의 경우 조회분(0.621, P<0.001), 조단

백(0.550, P<0.001), 탁도(0.438, P<0.05), 갈색도(0.433, 

P<0.05), 적색도(0.392, P<0.05), 총 폴리페놀(0.452, P< 

0.05), 플라보노이드 함량(0.521, P<0.01), DPPH(0.416, 

P<0.05)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417, P<0.05)과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탄수화물(-0.836, P<0.001), 명도

(-0.326, P<0.05)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회분 함

량은 조단백질 함량과 r값이 0.514(P<0.01)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탄수화물과는 r값이 -0.695(P<0.001)로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지방 함량은 탄수화물 함량과 r값

이 -0.501(P<0.01)로 부의 상관을 보였다. 조단백질 함량

은 탄수화물과 pH에서 r값이 각각 -0.850(P<0.001) 및 

-0.390(P<0.05)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0.334, P<0.05)과는 정의 상관을 보였다. 탄수화물 함

량은 pH(0.402, P<0.05)와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탁도

(-0.326, P<0.05), 갈색도(-0.330, P<0.05), 총 폴리페놀

(-0.373, P<0.05), 플라보노이드 함량(-0.372, P<0.05)과 

부의 상관을 보였다. pH는 명도(0.852, P<0.001)와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탁도(-0.726, P<0.001), 갈색도(-0.804, 

P<0.001), 적색도(-0.873, P<0.001), 황색도(-0.593, P< 

0.001), 총 폴리페놀 함량(-0.876, P<0.001), DPPH(-0.882, 

P<0.001)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858, P<0.001)과 

부의 상관을 보였다. 탁도는 갈색도(0.981, P<0.001), 적색

도(0.930, P<0.001), 총 폴리페놀(0.923, P<0.001), 플라

보노이드 함량(0.463, P<0.01), DPPH(0.894, P<0.001)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835, P<0.001)과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명도(-0.911, P<0.001)와 부의 상관을 보였다. 

갈색도는 명도(-0.954, P<0.001)와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적색도(0.974, P<0.001), 총 폴리페놀(0.964, P<0.001), 플

라보노이드 함량(0.448, P<0.05), DPPH(0.950, P<0.001)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901, P<0.001)과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명도는 적색도(-0.989, P<0.001), 황색도

(-0.464, P<0.01), 총 폴리페놀(-0.933, P<0.001), DPPH 

(-0.924, P<0.001)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908, P< 

0.001)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적색도는 황색도(0.433, 

P<0.05), 총 폴리페놀(0.960, P<0.001), DPPH(0.955, P< 

0.001)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923, P<0.001)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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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을 보였다. 황색도는 총 폴리페놀(0.359, P<0.05), 

DPPH(0.363, P<0.05)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395, 

P<0.05)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

(-0.539, P<0.01)과 부의 상관을 보였다. 총 폴리페놀은 플

라보노이드 함량(0.432, P<0.05), DPPH(0.962, P<0.001)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939, P<0.001)과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PPH(0.395, P<0.05)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0.369, P<0.05)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과의 r값이 0.943(P<0.001)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   약

옥수수차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식품가공기술을 개발함

으로써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자 국내에서 육성된 옥

수수 품종을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수확된 옥수수로 볶음차

를 제조하여 항산화 성분 및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파종

시기 및 품종별 원료곡의 일반성분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볶음 옥수수차 침출액의 품질특성 또한 

전체적으로 파종시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볶음 

옥수수차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볶음처리 

전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월 5일 파종한 평강옥은 볶

음처리 전후에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3.42±0.16 및 

12.22±0.67 mg GAE/g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전체적

으로 볶음 옥수수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월 5일 파종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옥수수차에서 높았다. 볶음 옥수

수차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5일 파종한 강

다옥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7.61±1.93 및 240.37±8.82 mg TE/g으로 약 31.6배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4월 5일 파종한 평강옥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볶음처리 전후에 각각 153.84±1.32 및 843.54 

±3.64 mg TE/g으로 약 5.5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원

료의 일반성분과 볶음 옥수수차의 품질특성, 항산화 성분 

및 활성 간의 상관성은 전체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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