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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화 귀리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 및 항산화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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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ffing process modifies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grains. In this study, oats were puffed by
subjecting them to pressure of 1.0 and 1.2 MPa, following which the bioactive constitu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in
the oat extracts were investigated. The polyphenol content in puffed oat extracts increased in a pressure-dependent manner
(109 and 157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at 1.0 and 1.2 MPa, respectively). In addition, gallic acid was synthesized
after puffing (518 µg/g of extract at 1.0 MPa) and was the most abundant phenolic acid in puffed oats. The antioxidant
activities, which were determined by 1, 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 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ph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improved in oat extracts after puffing (+245 and +184% at 1.2
MPa, respectively). In conclusion, puffing process of oats increased the extractability of polyphenols, including gallic acid,
which positively affected its antioxidant activities.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when using puffed oats for
foo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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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내 대사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DNA를 비롯한 생체분자의 손상을 야기하며, 지

속적인 산화적 손상은 암, 관절염, 노화, 자가면역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과 퇴행성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1). 식물 이

차대사산물인 폴리페놀은 수산기 치환을 통해 ROS의 자유라디

칼을 안정화시키므로,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산화적 손상을 예방

할 수 있는 대표적 항산화 물질이다(2). 따라서 식물유래 폴리페

놀(polyphenol) 성분의 항산화 효능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오고 있으나, 섭취량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귀리(Avena sativa)는 10월 중·하순에 파종하여 6월 중순경에

수확하는 동계작물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곡물로 알려져 있다

(3-5). 귀리는 단백질 11%, 지방질 7%, 식품섬유 10% 정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 지방질, 불포화지방산

이 풍부하고, 베타글루칸(β-glucan, 3.5-5%), 토코페롤(tocopherol),

피트산(phytic acid), 아베난쓰라마이드(avenanthramide)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보고되어 있다(6,7). 이처럼 귀리의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항심혈관질환 효능을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8) 쌀이나 밀에 비해 소비량이 적으며, 껍

질을 제거 후 제분이 어려워 단순 분쇄하거나 가열, 압착한 형태

의 오트밀형태로 가공하여 섭취하고 있다. 따라서 오트밀 외에도

손쉽게 귀리를 섭취할 수 있는 가공 방안의 개발은 귀리의 유용

성분 섭취 증가를 통한 기능성 효능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팽화는 가열, 가압, 성형과 같은 복합적인 가공처리를 단시간

에 처리 가능한 효율적 식품가공법이다. 곡류의 팽화는 가열과정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조리과정이 불필요하고, 텍스처가 부

드러워지므로 아침식사 대용식과 같은 간편식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곡물의 팽화처리 방법으로는 오븐을 이용하여 가열 팽화

시키는 방법과 팽화기를 이용하여 가압, 가열 팽화 시키는 방법

이 있다. 후자의 경우 고압에서 대기압으로 순간적인 압력 전환

을 통해 곡물 내부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유도하며, 이로 인해

곡물 조직이 물리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원리를 이용한다(9). 뿐

만 아니라, 가열과정을 통해서 곡물표면에 마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이 발생하고, 이는 풍미향상과 색감의 변화와 같은 화학

적 반응을 병행한다(10). 이와 같은 팽화 가공법은 고온, 고압의

처리에 의한 곡물의 세포벽 성분결합을 이완시키므로 곡물 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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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분의 용해가 용이해지는 특성을 가진다(11).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의 팽화 처리를 통해 귀리의 물리

적, 화학적 변형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한 귀리의 외형

변화와 폴리페놀 성분, 항산화능 변화를 측정후 비교 분석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와 팽화 가공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귀리는 조양 품종으로, 농촌진흥청 중부작

물부 수원포장에서 2016년 수확되었다. 팽화 처리를 위해서 팽화

기(Shinhak, Seoul, Korea)를 10분간 예열하고, 정선된 귀리를 1

kg씩 넣은 후 가열과 가압 처리하였다. 상승 압력이 0.75 MPa 도

달 시점에서 가열원을 소화시키고, 1.0과 1.2 MPa에 도달 시점에

서 압력을 급속 해제하여 시료를 팽화시켰다. 팽화된 귀리시료는

분쇄 후 메탄올을 첨가하여 24시간 실온에서 교반 추출하였다.

거름종이(Whatman,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침전물을 거르고,

질소농축기(Buchi, Flawil, Switzerland)로 추출용매를 증발시킨 후

실험목적에 따라 재용해하여 사용하였다.

외형변화 측정

팽화 처리과정을 통한 귀리의 외형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

쇄 전 형태의 귀리의 크기와 수분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귀리

의 장, 폭, 두께는 버니어 캘리퍼스(Mitutoyo,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10개 종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수분함량은 0.5 g

의 시료를 수분함량분석계(PMB53, Adam Equipment, Oxford, CT,

USA)에 넣고, 121oC에서 가열하여 증발된 수분 질량 값을 이용

하여 도출하였다. 팽화 작용에 의한 귀리의 단면과 외피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M30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000배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은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Folin-Ciocalteu

phenol reagent)을 이용한 발색법으로 측정하였다(12). 추출물 100

μL과 2% 탄산소듐 용액 2 mL을 혼합 하고 3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50%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을 100 μL 첨가하였다. 상온에

서 3분간 반응 시키고 청색의 반응물을 96 well plate로 옮겨,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갈산(gallic acid)을 표준물질로 사

용하였으며, 결과는 mg 갈산 당량(GAE)/100 g of extract로 표기

하였다. 플라보노이드(flavonoid) 함량의 분석을 위해서 시료 250 μL

을 증류수 1 mL으로 희석하고, 75 μL의 5% 아질산소듐을 첨가

하여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10% 염화알루미늄

육수화물 150 μL를 첨가하고 다시 6분을 방치한 후 1 M의 수산

화소듐을 50 μL 추가로 혼합하였다. 반응물을 96 well plate로 옮

겨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카테킨(catechin)이 표

준물질로 이용되었다. 결과는 (+)-카테킨 당량(CE)/100 g of extract

로 표기하였다(13).

페놀산 분석

시료 3 g을 80% 메탄올 30 mL로 추출하고, 여과하여 농축하

였다. 추출물을 고순도 메탄올에 재용해 하고, 0.45 μm syringe

filter (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초고성능액체크

로마토그래피(UPLC, Waters, Milford, MA, USA)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0.1% 아세트산(acetic acid)이 포함된 증류수(A)와 0.1%

아세트산이 포함된 아세토나이트릴(acetonitrile, B)을 기울기 조건

으로 흘려주었다. 기울기 조건은 A:B를 초기 92:8 (v/v)에서 2분

에 90:10, 27분에 70:30, 50분에 10:90, 51분에 0:100, 62분에

92:8로 설정하였다. 유속은 1 mL/min, 시료주입량은 20 μL, 검출

기의 검출파장은 UV 280 nm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칼럼은

ODS column (5 μm, 4.6×250 mm,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이 사용되었다. 표준물질로는 갈산, 4-하이드록시

벤조산(4-hydroxybenzoic acid), 카페산(caffeic acid), 바닐산(vanillic

acid), 시링산(syringic acid), 파라쿠미르산(p-coumaric acid), 페룰

산(ferulic acid), 시나핀산(sinapinic acid), t-3-하이드록시시남산(t-3-

hydroxy cinnamic acid)을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14).

항산화능 측정

항산화 효능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2,2-azino-bis-3-ethylbenzothi-

azoline 6-sulphonic acid (ABTS) 라디칼 제거능과 1,1-다이페닐-2-

피크릴하이드라질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제

거능 실험법을 적용하였다. ABTS 라디칼 생성을 위해서 ABTS

7.4 mM과 과황산 포타슘 2.6 mM을 혼합하여 암소에서 24시간 방

치하였다. 이 반응 용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734 nm에서 흡광

도 값이 1.0이 나오도록 조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희석한

ABTS 반응 용액 1 mL에 추출물 50 μL를 첨가하여 60분간 반응

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능을 분석하였다.

트로록스(Trolox)가 표준물질로 사용되었으며, 항산화능은 mg of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100 g of extract

로 나타내었다(15).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에서는 DPPH 용액

(0.2 mM) 1 mL에 추출물 50 μL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30분간 반

응시켰다. 반응물은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트로록

스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mg of

TEAC/100 g of extract으로 표기하였다(16).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결과에 대한 유

의성 검정은 GraphPad Prism version 5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ANOVA 분석 하였고, Tukey’s test

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귀리의 팽화 처리 후 외관 특성 변화 비교

팽화 처리 후 귀리는 가열과정에 의해 표면의 색도가 진해졌

으며, 부피가 증가하고, 외피의 갈라짐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1A, Table 1). 장, 폭, 두께 측정에서는 팽화 압력과 비례하여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팽화 압

력 1.2 MPa 기준으로, 귀리의 외형은 대조군과 대비하여 장

(124%), 폭(191%), 두께(169%)가 증가하였고, 수분함량은 팽화 처

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2 MPa에서 대조군 대

비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 SEM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팽화로 인

해 내부 조직이 파괴되고, 외피에 균열과 기공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팽화 처리는 고압, 고온 상태에서 급속한 압력 해

제 과정을 통해 빠르게 곡물내부의 수분이 증발되는 원리를 통

해 곡물 조직의 팽창을 야기한다(17). 따라서 귀리의 팽화 처리

결과 장, 폭, 두께의 값이 모두 증가하는 반면 수분함량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보리 팽화 연구에 따르면 팽화 전과

후의 부피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팽창률은 팽화 압력에 비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8), 본 연구에서도 팽화 압력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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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팽창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에 따른 물리

적, 화학적 변화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리의 팽화 처리 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 비

교 분석

식물의 이차대사산물이자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측정하였다(Fig. 1B and 1C). 귀리의 팽

화 처리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감소시켰으나, 대조적으로 총 폴

리페놀의 함량은 팽화 압력과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팽화 후 귀

리의 폴리페놀 함량은 1.0과 1.2 MPa 조건에서 각 대조군 대비

151, 217%로, 1.2 MPa 조건을 기준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

다. 가열이나 팽화 과정은 식물세포벽의 구조를 파괴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유용물질의 추출을 증대시킨다(19,20). 특히 폴리페놀의

경우 다당류와 수소결합, 공유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등으로 결

합되어 있는데, 팽화 과정을 통해 고온, 고압 처리를 받게 되면

물리화학적 변형에 의해 이와 같은 성분의 용출이 용이해 진다

(21).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열에 불안정한 성분들은 분해될 가능

성이 높으며, 귀리의 주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아피게닌(apigenin),

루테올린(luteolin) 등(22)은 열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므로 팽화 처

리는 귀리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23,24). 귀리의 팽화처리는 곡물의 구조적 파괴와 화학적 결합의

변형으로 플라보노이드를 제외한 기타 폴리페놀의 추출 수율을

향상 시켰으며,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귀리의 팽화 처리 후 페놀산 함량 변화 비교 분석

귀리의 팽화 이후 추출물에서의 페놀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화된 성분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Table 2). 총 페놀산 함량은

대조군 49 μg/g 이었으며, 1.0 MPa에서 팽화 처리군에서 625 μg/

g, 1.2 MPa 팽화 처리군에서 594 μg/g 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

타내는 범위에서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팽화처리군 간의 유

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갈산은 팽화 전에

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압력 1.0 MPa으로 팽화 후에 519 μg/g, 압

력 1.2 MPa로 팽화 후에 495 μg/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갈산은

가열반응을 통한 타닌(tannin)의 가수분해산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가열반응이 동반되는 팽화시료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

다(25). 이와 같은 갈산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작용이 뛰어난 것

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팽화귀리는 생리활성 성분이 강화된 소

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5,26). 반면에 카

페산과 시나핀산은 팽화 이후에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도 귀리의 열처리는 페룰산, 파라쿠미르산, 바닐린

등의 함량이 증가되는 반면에 카페산의 함량은 감소되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카페산 등이 다른 페놀산에 비해 열

Table 1. Characteristics of puffed oats

Control oat
Puffed oat
(1.0 MPa)

Puffed oat
(1.2 MPa)

Length
(mm)

7.99±0.64c,1) 8.93±0.82b 9.93±0.98a

Width
(mm)

2.36±0.20c 3.83±0.40b 4.50±0.39a

Thickness
(mm)

1.77±0.17c 2.65±0.27b 3.00±0.33a

Moisture content 
(%)

4.99±1.35a 3.54±0.31ab 3.33±0.40b

1)Values are Means±SD.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NOVA test (p<0.05).

Table 2. Phenolic acids in puffed oats (μg/g of extract)

Control oat
Puffed oat
(1.0 MPa)

Puffed oat
(1.2 MPa)

4-Hydroxy benzoic 
acid

001.05±0.19c,1) 08.86±1.05b 07.57±0.97a

Vanillic acid 06.99±0.81c 18.36±1.59a 15.48±2.19b

Gallic acid ND2) 518.53±42.14a 495.24±83.34a

Syringic acid 06.74±0.60b 36.58±3.93a 38.85±2.71a

t-3-Hydroxy
cinnamic acid

ND 2.97±0.16 ND

Caffeic acid 07.76±0.83a 02.13±0.31b 02.24±0.22b

p-Coumaric acid ND 17.44±2.27a 13.85±0.76b

Ferulic acid 17.01±0.85a 19.12±1.56a 19.73±2.86a

Sinapinic acid 09.46±1.31a 01.33±0.21b 00.60±0.07b

Total 49.01±4.55b 625.33±52.98a 593.55±93.03a

1)Values are Means±SD.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NOVA test (p<0.05).
2)ND, not detected.

Fig.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uffed oats. (A) Oats puffed at 1.0 and 1.2 MPa, respectively. Cross section and surface images of
puffed oats were analysed by SEM (1000×). Black triangles indicate puffing cavities. (B) Total polyphenol in oat methanolic extract. The data
were expressed as mg of GAE per 100 g of extract. (C) Flavonoid contents in oat methanolic extract. The data were expressed as mg of CE per
100 g of extract. (D) The effect of puffed oat on antioxidant activity was determined by DPPH and ABTS analysis. The data were displayed as
mg of TEAC per 100 g of extract. The data are means±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ANOV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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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27). 결과에서 1.0 MPa과

1.2 MPa으로 팽화 처리한 시료간의 페놀산 함량이 유의적 차이

가 없었음에도 총 폴리페놀이 1.2 MPa에서 증가하는 것은 물리

적 변형이 클수록 용출되는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기 때

문이며, 갈산과 같이 새롭게 생성되는 페놀산에 의한 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리의 팽화 처리 후 라디칼 제거능 비교 분석

팽화 처리 후 귀리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효능을 분석하였

다(Fig. 1D). ABTS, DPPH 두 가지 라디칼에 귀리와 팽화귀리 추

출물을 처리한 후 비색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팽화 처

리가 귀리의 라디칼 제거 효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DPPH 라디칼 제거능 실험 결과, 1.0, 1.2 MPa 팽화 처리는 대조

군과 대비하여 항산화 활성이 179, 245%로 나타났다. ABTS에서

도 1.0과 1.2 MPa 팽화 처리 시 각 143, 18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또한 1.0 보다는 1.2 MPa에서 활성이 더 높았

으며, 이는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내부에서 형성되는 라디칼은

DNA와 기타 생체분자에 손상을 야기한다(28). 폴리페놀의 수산

기는 세포 내부의 라디칼과 강력한 결합을 형성하여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 산화적 손상 예방과 억제 등의 효능

을 가진다(29). 따라서 팽화 처리를 통한 추출물에서의 폴리페놀

농도의 증가는 팽화 귀리의 항산화 효능 향상과 직접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산 귀리의 생리활성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팽화 가공처리 후 추출물에서의 항산화 성분과 효능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산화 성분인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팽화 전

72 mg GAE/100 g extract에서 1.2 MPa 압력으로 팽화시 127 mg

GAE/100 g extract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갈산이 팽화

전 불검출에서 팽화 후 518 μg/g extract으로 증가하여 분석한 페

놀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추출물의 라디칼을 이

용한 물질의 항산화 능을 측정하는 DPPH와 ABTS 실험에서도

각각 팽화 전 38과 91 mg TEAC/100 g extract 값이 1.2 MPa 팽

화 조건에서 93과 168 mg TEAC/100 g extract으로 증가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팽화 처리중 가해지는 열과 순간적 팽화 과정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구조의 변형에 따른 추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팽화 처리를 통한 귀리의 가공은 텍스처와 향

미에 변화를 주고 항산화 효율을 높여, 건강식, 아침대용식, 차,

죽 등의 다양한 제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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