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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분말 첨가가 밥의 항산화 활성  물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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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tea (Camellia sinensis L.) is consumed as a popular beverage worldwide, particularly in Asia.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green tea powder addition on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texture properties of cooked 
rice were investigated. Textur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texture profile analysis.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were determined using spectrophotometric method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determined based on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educing power,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Antioxidant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increased with a higher amount of green tea powder.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xture properties between cooked rice with green tea powder and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addition of 
green tea powder to cooked rice would be useful to increase antioxidant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without 
alteration of textur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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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Oryza sativa L.)은 주식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식량자

원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부

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쌀은 낟알의 길이에 따라 장립

종, 중립종, 단립종으로 나누어지며, 낟알의 모양에 따라 인

디카형 및 자포니카형으로 나뉜다(1). 최근 식습관의 변화에 

의해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쌀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을 추구하는 식생활의 

선호로 인해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생리활성을 갖는 식품성분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한 기능성 성분의 섭

취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 따라서 식품산업에

서는 이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이 가지는 기호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동시에 건강기능성이 부여된 식품을 개발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나무(Camellia sinensis L.)는 동백나무과에 속하는 다

년생 상록 관목수로 이 식물의 잎은 다양한 식품 및 음료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3). 차는 찻잎의 발효 정도에 따라서 

녹차(green tea), 우롱차(oolong tea), 홍차(black tea)로 

분류된다(4). 이 중 녹차는 대중적인 기호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차에는 비타민, 무기질, 탄닌, 카

테킨류, 카페인 및 아미노산류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 이러한 성분들은 항암(6), 항혈전

(7), 혈압 저하(8), 항돌연변이(9), 항산화(10), 항당뇨(11)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녹차는 

찻잎을 우려서 마실 때보다 녹차분말을 직접 이용하였을 때 

항산화 성분 및 식이섬유를 비롯한 다른 영양성분을 효과적

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보고되었다(12). 따라서 녹차

분말을 활용한 식품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녹차분말을 첨가한 밀가루(13), 빵(14), 떡(1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녹차 추출물을 첨가한 밥의 저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있다(16). 하지만 녹차분말을 첨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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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차분말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취반

한 밥의 물성과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녹차분말을 밥에 활용하여 건강

기능성이 부여된 식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국내에서 재배되어 가공된 백미(철원, 품종: 운광)와 녹차

분말(녹차원(주), 충남 금산군)을 청주지역 대형마트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Gallic acid, (+)-catechin, TroloxⓇ, 

β-carotene,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di-

ammonium salt of 2,2-azino-bis(3-ethylbenzothiazo-

line-6-sulfonic acid)(ABTS), potassium persulfate, po-

tassium ferricyanide, ferric chloride 등은 Sigma-Al-

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녹차물 제조 및 취반

실험에 사용한 녹차분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음

용 녹차분말을 물에 1, 2, 3%(w/v)로 용해 후 취반에 이용되

는 물을 대체하였다. 백미상태의 쌀 200 g을 수세한 후 증류

수와 농도별 녹차물을 1.5배(v/w) 가하여 취반하였다. 취반

은 전기밥솥(CR-0322P, Cuckoo Co., Seoul, Korea)을 이

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조리한 밥의 영양소 

잔존율(true retentio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17).

True retention (%)＝ Nc×Gc ×100
Nr×Gr

Nc=mg nutritive component per gram of sample 

cooked weight

Gc=sample cooked weight (g)

Nr=mg nutritive component per gram of sample raw 

weight

Gr=sample raw weight (g)

메탄올 추출물 제조

취반된 밥을 동결건조(FD5508, Ilshin Lab Co., Seoul, 

Korea) 한 후 마쇄하여 시료 10 g에 100% 메탄올 300 mL 

가한 다음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shaking incubator를 이용

하여 추출하였다(18). 추출 후 고형분은 Whatman filter 

paper(Whatman No. 2, Whatman International, Kent, 

UK)를 이용하여 분리하였고, 상징액은 vacuum evapo-

rator(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메탄올을 제거하

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추출물은 dimethyl sulf-

oxide를 이용하여 재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조된 

메탄올 추출물은 -20°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폴리페놀 함량은 Turkmen 등(19)의 방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은 각 추출액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하고 3분간 방치한 후 1 N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20 nm에서 측정하였고,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mg gallic acid equiv-

alent(GAE)로 나타내었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20)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시료에 5% NaNO2 75 μL를 가한 후 10% 

AlCl3･6H2O 150 μL를 넣고 5분간 방치하였다. 1 M NaOH 

500 μL를 가한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catechin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총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mg catechin equivalent(CE)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Dietz 등(21)의 실험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추출물 200 μL에 메탄올에 용해된 

0.2 mM DPPH 용액 1 mL를 첨가하여 30분간 방치한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2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서 TroloxⓇ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

력(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을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은 Re 등(22)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f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 방치하여 ABTS radical anion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1.0이 되도

록 증류수로 희석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희석된 ABTS 용

액 1 mL에 추출물 20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60분 

후에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서 TroloxⓇ를 이용하여 검량

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TroloxⓇ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 TEAC)을 계산하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Mau 등(23)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추출물 

25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w/v) 250 μL를 각각 혼합

하여 50°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 trichloroacetic 

acid(w/v)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500 μL에 증류수 500 μ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w/v) 100 μL를 가하여 반응액의 흡광

도 값을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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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green tea and cooked rice with green tea
Green tea amount (%)

0 1  2 3

Polyphenol
Green tea (mg GAE/100 g)
Cooked rice (mg GAE/100 g)
Retention (%)

－
 2.1±0.8d

－
184.1±1.0c1)

 22.6±4.7c

   20.4

313.4±5.6b

 55.5±2.6b

 29.5

422.2±3.8a

 85.1±12.2a

   33.6

Flavonoid
Green tea (mg CE/100 g)
Cooked rice (mg CE/100 g)
Retention (%)

－
0.13±0.03d

－
 58.0±1.1c

 10.1±1.4c

   29.1

117.5±2.1b

 22.6±2.0b

 32.1

177.7±1.1a

 32.9±6.4a

   30.8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β-Carotene bleaching test 

β-Carotene-linoleic acid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 효

과의 측정은 Elzaawely 등(2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Chloroform 50 mL에 β-carotene 25 mg을 용해한 

후 round bottom flask에 β-carotene 용액 3 mL를 취하고 

40°C 이하의 온도에서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chloroform을 제거하였다. 제거한 플라스크에 linoleic acid 

40 mg, Tween 40 40 mg 및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여 

격렬히 진탕하여 emulsion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emul-

sion 용액 3 mL에 시료 추출물 200 μL를 첨가하여 50°C의 

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의 반응 전의 

흡광도와 반응 후의 흡광도를 통해 지질의 과산화 억제능력

을 측정하였다.

물성 측정

녹차분말의 첨가조건에 따른 취반한 밥의 물성은 Lee 

(25)의 방법을 변형하여 물성 측정기(TA.XTExpress en-

hanced, Stable Micro System, Surrey,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취반 후 완전립 상태의 밥알을 3개씩 

선별하여 10회 이상 반복실험을 진행하였다. 물성은 hard-

ness를 포함하여 7항목의 물성을 조사하였다. 기기의 측정

조건은 texture profile analysis(TPA)를 통해 20 mm의 

cylinder probe를 이용하여 pre-test speed 0.5 mm/s, 

return speed 0.5 mm/s, trigger 10 g, test distance 2.0 

mm, test speed 0.5 mm/s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AS ver. 9(SAS Institute, Cary, NC,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데이터 간의 유의차는 

one way ANOVA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취반 시 녹차분말의 첨가에 따른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

드 함량 변화

녹차분말의 첨가 수준에 따른 쌀밥의 폴리페놀과 플라보

노이드의 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녹차분말을 첨가한 쌀밥

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취반한 쌀밥을 동결

건조 한 후 메탄올 추출을 통해 그 함량을 분석하여 mg 수준

으로 나타내었다(Table 1). 이전 연구를 통해 곡류의 추출물 

제조 시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때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추출물을 제조하

기 위해 메탄올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였다(18). 취반 시 물을 

3%의 녹차물로 대체하여 조리하였을 때 폴리페놀의 함량이 

85.1 mg GAE/100 g의 함량을 보였으며 플라보노이드는 

32.9 mg CE/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1). 녹차를 

첨가하지 않은 쌀밥에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

량이 매우 낮게 검출되었다. 또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의 함량은 첨가된 녹차분말의 농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때 첨가된 녹차분말에 함유된 폴리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취반 후 잔존하는 함량과 비교 시 약 

70%의 손실을 보였다. 취반 후 항산화 성분의 높은 손실률

을 나타내는 것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및 고압으로 

인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파괴 및 산화로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26).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

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갖는 물질로 이들

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백질 및 기타 

거대분자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다(27). 녹차는 다량의 폴리페

놀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플

라보노이드 물질의 일종인 카테킨류가 녹차의 주요 생리활

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카테킨류 성분들은 강한 항

산화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따라서 취반 시 녹차분말의 

첨가는 쌀밥에 폴리페놀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취반 시 녹차분말의 첨가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

쌀밥의 취반 시 녹차분말의 첨가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동결건조 후 메탄

올 추출물을 제조하여 항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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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A) and ABTS (B)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 cooked rice with green tea power.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Results were analyzed b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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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ducing power (A) and inhibition of lipid peroxidation (B) of methanolic extract cooked rice with green tea power.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Results were analyzed b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Texture parameters measured on cooked rice unde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reen tea power
Green tea amount (%)

0 1 2 3
Hardness (g)
Adhesiveness (g･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Resilience

1,314.9
-166.9
0.774
412.4
537.4
0.411
0.207

±359.9
±72.2
±0.087
±91.2
±128.4
±0.027
±0.021

2,308.8
-219.4
0.708
507.1
694.8
0.414
0.212

±144.049
±89.5
±0.081
±222.2
±263.5
±0.035
±0.033

1,692.6
-200.6
0.705
458.6
657.6
0.389
0.201

±443.0
±86.6 
±0.138
±155.0
±182.9
±0.030
±0.017

1,773.8
-140.8
0.656
478.1
711.5
0.402
0.214

±528.8
±65.3
±0.151
±217.5
±220.8
±0.029
±0.022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10).

질의 과산화 억제능력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녹차분말

을 첨가하지 않은 쌀밥에서는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능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녹차분말을 첨가하였을 때는 첨가

한 녹차분말에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칼 소거능력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러한 결과는 첨가된 녹차분

말의 농도에 따라 증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에 의한 효과로 생각된다.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실험에서 실험 결과의 차이는 각각의 항산화 메커니즘의 차

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9). 생체 내의 free 라

디칼은 반응성이 강해 여러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여 체내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DNA의 변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따라서 라디칼 소거능을 이용한 항산화

력의 측정은 항산화력을 갖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메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녹차분말의 첨가 농도에 의존

적으로 환원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A). 또한, 

linoleic acid의 자동산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메탄올 추출물

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측정하였다. Fig.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녹차분말을 3% 첨가하였을 때 억제능력이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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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생체막의 구성 지방산

의 하나인 linoleic acid의 산화를 억제함에 따라서 녹차분말

을 첨가한 밥은 생체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

는 여러 만성질환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반 시 녹차분말의 첨가에 따른 쌀밥의 물성 변화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취반한 쌀밥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2와 같았다. 물성을 측정한 결과 녹차분말을 농도

별로 첨가하여 취반하였을 때 쌀밥의 기계적 물성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취반 시 가수율이 쌀

밥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결과(25)와 비교

하여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취반하였을 때에는 녹차분말의 

농도와 관계없이 쌀의 호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쌀의 호화과정에서 녹차분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

로써 취반 후에도 쌀밥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

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반 시 녹차분말을 첨가하여도 

기존의 쌀밥과 식감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기능성 식품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 녹차를 쌀밥에 접목시킴으로써 녹차의 생리활성이 부

여된 기능성 쌀밥의 개발 가능성 검토를 위해 실시하였다. 

녹차분말을 첨가한 쌀밥의 항산화 활성과 생리활성 물질의 

변화 및 물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취반 시 사용되는 물에 

녹차분말을 1, 2, 3%로 첨가하여 취반하였다. 이후 제조된 

밥은 동결건조 후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취반 후 물성을 측정하

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취반 후 녹차분말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쌀밥의 항산화 활성은 첨가한 

녹차분말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ABTS 및 DPPH 라디칼 제

거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환원력 및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에서도 첨가된 녹차분말에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

가하였다. 반면 녹차분말을 첨가한 쌀밥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 녹차를 첨가하였을 때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취반할 경우 식감을 유지하면서 녹차

의 생리활성 물질도 부여할 수 있어 기능성 쌀 가공식품으로

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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