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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2기작 재배에 따른 종실의 Phytosterol 함량 및 조성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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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초상일이 늦어지고 종상일이 빨라짐에 따라 무상일수가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해 각종 기상재

해의 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작물의 재배 기간이 늘어나는 기회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찰옥수

수를 비롯한 식용옥수수는 2기작 재배기술이 보급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일반옥수수의 2기작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아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반옥수수 주요 11 품종을 2기작 재배하였을 때 옥수수에 함유된 

phytosterol의 함량 변이를 구명하여 생리활성물질의 유용 소재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및 방법]

국내육성 옥수수 11품종(강다옥, 광평옥, 다평옥, 신광옥, 안다옥, 양안옥, 장다옥, 청다옥, 청안옥, 평강옥, 평안옥)을 전기작

(4월 10일 파종) 및 후기작(7월 30일 파종)시 옥수수 종실의 phytosterol 함량 및 조성변이를 검토하였다. 옥수수 종실에서 추

출된 oil을 saponification 후 남은 불검화물(ZML)을 BSA(N,O-bis(trimethylsilyl)acetamide), pyridine, hexane으로 유도체화 

시켜 HP-5ms GC 컬럼으로 phytosterol 함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기작 옥수수 11품종의 백립중은 28.4g, 후기작은 18.5g으로 후기작은 전기작은 비해 백립중이 약 34.8%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작 옥수수의 phytosterol 평균 총함량은 598.3 mg/100g이었으며, 성분별로 볼 때 β-sitosterol 435.8, stigmasterol 

42.9, campesterol 119.6 mg/100g이었으나, 후기작 옥수수의 phytosterol 평균 총함량은 701.9 mg/100g이었고, 성분별로는 β- 

sitosterol 438.9, stigmasterol 58.1, campesterol 204.9 mg/100g으로 후기작 옥수수의 phytosterol 함량이 17.3%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β-sitosterol 함량은 전․후기작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stigmasterol(LSD 5%, 10.5mg/100g) 

및 campesterol(LSD 5%, 37.7mg/100g) 함량은 유의차를 보인 반면 총 phytosterol 함량은 차이가 없었다. 2기작 재배에 따른 

옥수수 종실의 phytosterol 조성비를 살펴볼 때 전기작 옥수수는 β-sitosterol 73.1%, campesterol 19.7%, stigmasterol 7.2%였

으나, 후기작 옥수수는 β-sitosterol 62.5%, campesterol 29.2%, stigmasterol 8.3%로 나타나 전기작과 후기작 옥수수의 

phytosterol 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hytosterol 중 campesterol 및 stigmasterol 함량 및 조성비

는 옥수수의 백립중과 유의적 부(-) 상관이 있었으나, β-sitosterol의 조성비는 백립중과 유의적 정(+) 상관이 인정되었다. 얻어

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β-sitosterol의 함량은 전․후기작간에 차이가 없으나 조성비는 전기작이 후기작보다 높고, 

campesterol 및 stigmasterol의 함량 및 조성비는 후기작이 전기작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기작에 따른 

재배환경의 변화는 옥수수 백립중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종실의 충실도가 β-sitosterol, stigmasterol 및 campesterol의 

함량 및 조성에 영향을 주어 phytosterol의 변이를 주도함을 알 수 있었고, β-sitosterol은 상대적으로 2기작에 따른 함량의 변이

가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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