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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Daehak waxy corns 
harvested at different times. Daehak waxy corns were harvested at 4 days before suitable time (BST), suitable 
time (ST) and 4 days after suitable time (AST). As harvest time was delayed, weight, length and width of 
kernel, the crude ash, lipid and protein contents significantly increased.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contents 
of BST were higher than those of ST and AST. Copper, sodium, calcium and potassium contents of BST in 
Daehak waxy corns increased on different times, and contents of ferrous and zinc did not show any significantly 
difference. The major fatty acids were oleic acid (48.58～49.96%), palmitic acid (19.50～20.64%) and palmitoleic 
acid (18.70～23.77%) in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total antioxidant capacity of EtOH extracts from AST were 104.45 mg/100 g and 20.53 mg AA eq/100 
g, respectively.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IC50 value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tOH extracts from Daehak waxy corns harvested at different times, or total antioxidant capacity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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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농산물시장의 개방  수요 다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기간작목의 수익성 하에 

응하기 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찰옥수수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고, 재배면 이 차 확 되고 있으며, 

표 인 찰옥수수 품종으로는 찰옥1호, 찰옥2호, 두메찰, 흑

찰과 연농1호 등이 있다(1). 이 가운데 학찰옥수수(연농

1호)는 재래종 찰옥수수에서 선발된 자식계통사이의 열성단

교잡종(F1)으로 육성된 품종으로 외 형태는 일미찰보다 다

소 떨어지나 고소한 맛, 차진 맛  반 인 기호도 측면에

서는 찰옥1호보다 우수하며, 과피가 얇고 당도가 높아 품질

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찰옥수수에 한 연구로는 숙기에 따른 찰옥수수  당

옥수수의 종실특성, 경도, 고형분  유리당 함량 등의 변화

에 한 연구(2), 검정찰옥수수와 흰찰옥수수의 품질 련 

특성으로 종실특성, 일반성분 함량, 호화특성  능특성을 

분석한 연구(3), 부산․경남 지역에서 수집된 재래종 찰옥수

수의 경도와 과피 두께 간의 상 계를 조사하여 새로운 

찰옥수수 품종 육성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한 연구

(4) 등이 보고되었다. 한 찰옥수수의 항산화 활성에 한 

연구로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찰옥수수를 육종하고, 물질을 

구명하기 하여 찰옥수수 자식계통과 재래종의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한 연구(5), 찰옥수수 F1의 지방산 조성과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연구(6), 유색찰옥수수의 작물학  특성과 페

놀성 화합물 함량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연구(7) 등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찰옥수수에 한 연구로는 찰옥수수 F1 교잡

종인 찰옥1, 2, 4호, 흑 찰  수원45호 등의 종실특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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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량, 호화특성, 물성 분석  능평가를 통하여 찰옥

수수의 식미와 련된 품질특성에 한 상 계를 밝히고

자한 연구(8)와 찰옥1, 2호와 함께 종시기에 따른 생육특

성, 경도의 변이 등 등숙특성을 분석하여 찰옥수수 품종개량 

 재배기술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한 연구(9) 등 

다른 찰옥수수 품종에 비하여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시기에 따라 학찰옥수수의 이화학  

특성과 항산화 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하

여 수확시기를 기, 기(-4일)  후기(＋4일)로 달리하여 

종실특성, 일반성분, 유리당, 무기성분, 지방산 함량  항산

화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학찰옥수수는 충북 괴산군 일원에서 

2009년 3월 27일 종  4월 16일 정식하 으며, 수확 기

인 7월 17일을 기 으로 4일 이   4일 이후에 수확하여 

외피와 수염을 제거한 후 진공포장기(Chamber type vacuum 

packer, DP-901, Dew pack machinery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개별 진공포장한 후 -18
oC의 냉동고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종실특성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종실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냉동보  인 시료를 상온에서 3시간 동안 해동시키고  

낟알을 분리하여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낟알의 백립 과 

크기를 측정하 다. 간부  낟알을 고루 혼합한 후 100개

의 무게를 10회 측정하여 낟알의 백립 을 측정하 다. 낟알

의 크기는 Vernier calipers(Mitutoyo Co., Tokyo, Japan)로 

길이, 폭, 두께를 2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표 하 다(8).

성분분석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일반성분은 AOAC 방

법에 따라 측정하 다(10). 즉, 수분은 105
oC 상압건조법, 조

단백질은 semi-micro Kjeldha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550oC 직  회화법으로 측정하 다. 유리당 함량

은 Bae 등(11)의 방법을 참조하여 건조분말시료 5 g에 증류

수 20 mL을 넣고 1시간 동안 음 추출 한 후 8,000 rpm으

로 3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을 다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하 다. 유리당 분석에 사용된 column은 

carbohydrate analysis column(4.6×150 mm, TSP, Waters, 
Newcastle, DE, USA), 검출기는 RI detector(Waters 2414, 

Waters), 이동상은 75% acetonitrile, 이동속도는 1.0 mL/min, 

시료 주입량은 20 μL이었다. 표 물질은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다. 무기성분 함량은 AOAC 방법에 따라 

건식법으로 측정하 다(10). 즉, 시료 1 g을 550
oC에서 회화

한 후 0.25 N HNO3을 넣고 GF/C 여과지(90 mm,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다음 0.5 

N HNO3 25 mL로 정용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Thermo Jarrell Ash, Franklin, MA, 

USA)로 분석하 다. 지방산 조성은 Lee와 Kye(12)의 방법

에 하여 분석하 다. 즉, 추출된 지방 50 μL를 취하여 바이

알에 넣고 35% 3 N HCl/methanol 용액과 45% methanol을 

혼합한 반응시약 4 mL을 첨가하여 60
oC 수욕조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n-hexane 2 mL을 첨가한 후 교반하 다. 

0.88% NaCl 1 mL을 가하여 층 분리시킨 후 원심분리 하여 

일정량 취한 상등액을 gas chromatography(Agilent 6850, 

Agilent Technologies, Wilmington, DE, USA)로 분석하

다. Column은 HP-Innowax 19091 N-133(30 m×0.2 mm× 
0.25 μm film thickness)를, column 온도는 120

oC에서 1분간 

유지 후 250oC까지 1분당 10oC 승온하여 5분간 유지하 다. 

Injection 온도는 270
oC, detector 온도는 280oC로 하 으며, 

carrier gas는 N2를 1.8 mL/min으로 흘려주었다.

에탄올 추출물 제조

수확시기별 학찰옥수수의 항산화물질 함량과 항산화활

성을 측정하기 해 학찰옥수수로부터 낟알을 분리  동

결건조(FD-5508, Ilshin Lab Co., Seoul, Korea)한 후 분쇄기

(Micro hammer cutter mill type-3, Culatti AG, Zurich, Swiss)

를 이용하여 100 mesh로 분쇄하 다. 분말시료 10 g에 80% 

ethanol 300 mL을 가하고 80
oC 수욕상에서 3시간 2회 환류추

출한 후 감압여과 하 다. 여과된 추출물은 회 진공농축기

(EYELA N-1000,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0oC

에서 용매를 완 히 제거한 후 동결건조 하여 에탄올 추출물

을 제조하 으며, 항산화성분  활성분석에 사용하 다. 추

출수율은 기, 기  후기 학찰옥수수가 각각 6.37, 6.43 

 7.62%(wet basis)이었다.

항산화 물질 함량과 항산화 활성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13)의 방법에 따라 Folin- 

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

원된 결과 몰리 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

다. 즉, 각 에탄올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고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한 후 30분 반응한 다음 반응액의 흡 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ll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으며, 시료 

g 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Choi 등(14)의 방법에 따라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과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간 방치하고 1 N NaOH 500 μL를 가하 다. 

11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 고, 표

물질로 (＋)-catechin hydrate(Sigma)를 사용하여 구한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이화학  특성과 항산화활성 721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aehak  waxy corn kernel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Samples1)
100-kernel 
weight (g)

Kernel size (mm)

Length Width Thickness

BST
ST
AST

      28.56±0.46c2)
      36.21±0.42b
      40.24±0.30a

8.19±0.09c
8.83±0.07b
9.13±0.14a

 9.59±0.16c
 9.97±0.32b
10.22±0.09a

4.87±0.08b
5.03±0.10a
5.06±0.13a

1)The samples were harvested at 4 days before suitable time (BST), suitable time (ST), and 4 days after suitable time (AST).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g 의 mg catechin으로 나타내었다.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15)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에탄올 추출물 0.2 mL

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용액 0.8 mL를 가하고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시료첨

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하 으며, 추

출물의 EDA(%) 값을 50% 감소시키는 IC50(Inhibitory con-

centration)을 구하 다.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

colorization assay 방법(13)에 의하여 분석하 다. 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

을 735 nm에서 흡 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 계수

(ε＝3.6×104 M-1 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 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 도의 

변화를 정확히 90분 후에 측정하 으며, 표 물질로서 

L-ascorbic acid(Sigma)를 동량 첨가하 고, 총 항산화력은 

AEAC(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g AA eq/g)로 표 하 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

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을 검정하 으며,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를 통하여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종실특성

수확시기별 학찰옥수수의 종실특성으로 낟알의 백립

과 크기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낟알 백립 은 

기(-4일), 기  후기(＋4일) 학찰옥수수가 각각 28.56, 

36.21  40.24 g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낟알의 길이와 폭은 각각 8.19～9.13  

9.59～10.22 mm 범 에서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p<0.05), 두께는 기의 4.87 mm보다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Unit: %, wet basis)

 Samples1) Moisture Crude ash Crude fat Crude protein

 BST
 ST
 AST

72.72±0.03a
64.02±0.01b
54.50±0.01c

0.63±0.02c
0.71±0.02b
0.85±0.01a

0.96±0.03c
1.61±0.06b
2.34±0.01a

3.82±0.03c
4.20±0.02b
5.03±0.04a

1)See the legend of Table 1.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기와 후기 학찰옥수수가 각각 5.03  5.06 mm로 증가

하 지만, 기와 후기 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보성에서 재배된 학찰옥수수의 종실특성을 연구한 

Jung 등(8)의 결과에 따르면, 백립 은 38.6 g, 낟알의 크기

는 길이, 폭  두께가 각각 8.8, 9.8  5.7 mm로 길이와 

폭은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 지만 두께가 약간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재배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확시기에 따른 일반성분 함량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질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분 함량은 기, 기  

후기에서 각각 72.72, 64.02  54.50%로 감소하 으나, 조회

분, 조지방  조단백질 함량은 각각 0.63～0.85, 0.96～2.34 

 3.82～5.03%(wet basis) 범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Son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찰옥수수(찰

옥1호)의 수확 후 수분함량은 67.73%로 본 실험의 수확 기

의 학찰옥수수보다 약간 높았으나, 조회분, 조지방  조

단백질 함량은 각각 2.63, 4.15  13.11%(dry basis)로 본 

연구결과의 건물량 값과 유사하 다. 보성지역에서 재배된 

연농1호의 조지방과 조단백질 함량을 각각 5.1  11.2%(dry 

basis)로 보고한 Jung 등(8)의 연구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옥수수의 수분 함량은 출사 후 생리  성숙기까

지 분의 생성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건물량이 증가하며

(17),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건물수량과 건물률은 유의

으로 증가하고, 생리  성숙기는 옥수수의 품종과 종  

정식시기 등의 환경 인 요인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18)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실험에 사용된 옥수수의 종 

 수확시기, 재배환경 등의 차이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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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 contents of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Unit: mg/100 g, dry basis)

Sample1) Cu Fe Zn Na Ca K

BST
ST
AST

    0.71±0.12a
    0.56±0.05ab
    0.46±0.01b

3.03±0.05a
3.06±0.03a
3.07±0.07a

9.22±0.69a
9.09±0.28a
9.16±1.07a

   83.45±4.80a
   71.23±4.78ab
   66.30±8.49b

18.98±2.86a
11.18±0.58b
 9.59±1.12b

793.69±38.47a
650.83±19.14b
581.33±25.30c

1)See the legend of Table 1.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Free sugar contents of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Samples were harvested at 4 days 
before suitable time (BST), suitable time (ST), and 4 days after 
suitable time (AST). The bar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
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수확시기에 따른 유리당 함량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유리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uctose, glucose  su-

crose 3개의 당이 검출되었으며, glucose, fructose, sucros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기, 

기  후기의 fructose와 glucose는 각각 1.48～0.32  1.90 

～0.81%(dry basis) 범 에서 감소하 으며(p<0.05), su-

crose는 0.57～0.15% 범 에서 감소하 으나 기와 기에

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ung 등(8)은 6가지 

찰옥수수 교잡종의 유리당 함량 측정 결과, fructose, glu-

cose, sucrose  maltose가 검출되었으며, 연농1호의 경우 

각각 2.0, 2.6, 1.3  0.4%(dry basis)의 함량을 보여 본 연구

의 측정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배환경의 향

으로 단된다. 한 Kim 등(19)은 찰옥수수(찰옥1호)의 유

리당 함량은 출사 후 생리  성숙기를 기 으로 감소하며, 

Park 등(20)은 수확 후 냉동  온 장 에도 유리당 함량

은 감소하며, 이당류의 분해정도가 크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도 유리당 총 함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확시기에 따른 무기성분 함량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

한 결과 구리, 철, 아연, 나트륨, 칼슘  칼륨의 6종이 검출되

었다(Table 3). 수확시기에 따라 구리, 나트륨, 칼슘  칼륨

은 각각 0.71～0.46, 83.45～66.30, 18.98～9.59  793.69～

581.33 mg/100 g(dry basis) 범 에서 유의 인 감소를 보

지만(p<0.05) 철과 아연은 각각 3.03～3.07  9.09～9.22 

mg/100 g으로 수확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hung(21)의 결과에 따르면 찰옥수수의 주요한 무기성분은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이었으며, 각각 8.0, 127.0, 1.8, 

2.0  180.0 mg/100 g(dry basis)으로 본 연구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함량을 보 으며, Son 등(16)은 찰옥수수(찰옥1

호)의 수확 후 무기성분은 칼륨,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칼슘 

 망간으로 각각 800, 410, 110, 47, 15, 10  8 mg/100 g(dry 

basis)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은 함량을 보고하 는

데 이는 실험에 사용한 옥수수의 품종, 종  수확시기, 

재배환경 등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 단된다.

수확시기에 따른 지방산 조성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화지방산으로는 8～

24개 탄소원자를 갖는 지방산이 분석되었으며, 불포화지방

산으로는 이 결합이 1～3개를 갖는 지방산이 분석되었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함량비는 약 25:75이었으며, 

oleic acid, palmitic acid  palmitoleic acid가 주요 지방산으

로 나타났다. 포화지방산의 경우 수확시기가 길어질수록 

26.15～23.09% 범 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p<0.05), 

불포화지방산은 73.85～76.91% 범 에서 증가하 으나 

기와 후기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포화지

방산의 조성변화를 보면 수확시기가 길어질수록 decanoic 

acid는 0.97에서 1.48%로, arachidic acid는 0.36에서 0.64%로 

증가하 으나, palmitic acid는 20.43에서 19.50%로, behenic 

acid는 1.45에서 0.88%로 그리고 lignoceric acid는 1.94에서 

0.4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지만 유의 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조성변화는 palmitoleic acid가 

18.70에서 23.77%로 그리고 oleic acid는 48.58에서 49.96%

로 증가하 으나, eruc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eo 등(6)에 의하면 찰옥수

수 교잡종 13계통에 한 지방산분석 결과, mystir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등이 검출되었으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

산의 함량은 78～89:11～22의 비율을 갖는다고 하 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Jellum과 Ma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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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tty acid compositions of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Unit: %)

Fatty acid  BST1)  ST AST

Octanoic acid (C8:0)
Decanoic acid (C10:0)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Arachidic acid (C20:0)
Behenic acid (C22:0)
Lignoceric acid (24:0)

 0.10a2)

 0.97a

20.43a

 0.90
 0.36a

 1.45a

 1.94a

 0.12a

 1.45a

20.64a

 ND3)

 0.53a

 1.51a

 ND

 0.10a

 1.48a

19.50a

 ND
 0.64a

 0.88a

 0.49a

Saturates 26.15a 24.25b 23.09c

Palmitoleic acid (C16:1)
Oleic acid (C18:1)
Erucic acid (C22:1)

18.70c

48.58a

 2.05a

22.25b

49.96a 
 ND

23.77a

49.29a

 0.16a

Monoenes 69.33b 72.20a 73.23a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2.36a

 2.17a
 1.78b

 1.77a
 1.59c

 2.09a

T-polyenes  4.52a  3.55b  3.68b

Total 100 100 100
1)See the legend of Table 1.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Not detected.

Table 5. Total polyphenol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of EtOH 
extracts from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EtOH 
extracts from 
Samples1)

Polyphenol 
content 
(mg/100 g)

EDA
(IC50-value, 
mg/mL)

AEAC
(mg AA eq/
100 g)

BST
ST
AST

 92.10±3.27b
103.51±7.72a
104.45±7.98a

24.29±1.62a
17.88±1.07b
16.98±1.80b

15.87±1.58b
19.16±0.75a
20.53±3.21a

1)See the legend of Table 1.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2)은 옥수수의 지방산 조성과 지방함량은 환경보다는 유

 향이 크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 사용한 옥수수

의 품종  재배환경 등의 차이에 의하여 지방산조성  함

량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확시기에 따른 항산화 물질 함량과 항산화 활성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 함량, 자공여능  총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기 추출물이 92.10 

mg/100 g(wet basis)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 으며, 기

와 후기 추출물은 각각 103.51과 104.45 mg/100 g의 함량을 

나타냈다. 자공여능(EDA, %)의 IC50 값은 기 에탄올 추

출물이 24.29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와 후기 

추출물은 각각 17.88  16.98 mg/mL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총 항산화력은 기 추출물이 15.87 mg AA eq/100 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기와 후기 추출물은 각각 19.16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otal polyphenol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AEAC) of EtOH extracts 
from Daehak waxy corn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Factor Total polyphenol EDA AEAC

 Total polyphenol
 EDA
 AEAC

1.000  -0.940** 
 -1.000 

 -0.982** 
 -0.954** 
 -1.000 

**
p<0.01.

 20.53 mg AA eq/100 g으로 유사한 값을 보 다. Seo 등

(5)은 44품종의 옥수수 추출물에 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분포는 102.3～323.5 μg/mL, 자공여능은 15.5～65.0% 범

로 품종간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자공여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한 찰옥수수 F1 23품종의 

페놀성 화합물은 106.2～229.3 μg/mL, 항산화활성은 17.0～

48.2%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항산화 활성과 페

놀성 성분이 많았던 검정찰옥수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 다(6).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활성 간의 상 계

수확시기별 학찰옥수수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자공여능  총 항산화력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자

공여능의 IC50 값은 낮아져 높은 활성을 보 으며, 상 계수

는 -0.940으로 높은 음의 상 계를 보 으며(p<0.01), 총 

항산화력은 0.982로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다(p<0.01). 

한 자공여능과 총 항산화력 사이에도 -0.954의 높은 음

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p<0.01). 이는 열처리 배즙의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자공여능의 IC50 값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총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 함량 

사이에는 0.89(p<0.001), 총 폴리페놀 함량과 IC50 사이에는 

-0.94(p<0.001), 총 라보노이드 함량과 IC50 사이에는 -0.79 

(p<0.001)의 높은 상 계가 있다는 결과와(23) 일치하는 

상이었다.

요   약

수확시기에 따른 학찰옥수수의 이화학  특성과 항산

화 활성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수확시기를 기, 기(-4

일)  후기(＋4일)로 달리하여 종실특성, 일반성분, 유리당, 

무기성분, 지방산 함량  항산화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낟알의 백립 , 높이와 넓이는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수분을 제외한 조회분, 조지방  조

단백 함량도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유리당은 fructose, 

glucose  sucrose가 검출되었으며,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 다. 무기성분  구리, 나트륨, 칼슘  칼륨은 

수확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증가하 으나, 철과 아연은 유의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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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비율을 차지하 으며, oleic acid, palmitic acid  

palmitoleic acid가 주요 지방산이었다. 수확 기 이후에 수

확된 학찰옥수수의 에탄올 추출물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104.45 mg/100 g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산화활성도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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