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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ies, and sensory
evaluation of water extracts from Liriopis tuber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LP) treated with roasting
over various temperatures (150～190oC). The LP water extracts showed increase of total sugar, reducing sugar,
total protein, and total saponins except pH as roasting temperature was elevated. The browning index, and
a and b values of color were increased, however, L value was decreased as temperature was elevated. 1,1-
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and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of LP water extracts were increased by 6.77, 2.37, 4.02, and 4.92 times,
respectively, after roasting at 190

o
C. In sensory evaluation, LP water extracts roasted at 170

o
C showed the

highest scores in color, savory taste, flavor, and overal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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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은 백합과

(Lir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 초본식물로 해발 2,000 m

이하의 산지의 나무그늘이나 초지 등에 자생하고, 근경은

굵고 짧으며 뿌리는 가늘지만 강하고 수염뿌리 끝에 짧은

방추형의 괴근이 생기며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1-3).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Liriope속 식

물에는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과 개맥

문동(Liriope spicata L.)이 있으며, 근연식물로는 맥문아재

비(Ophiopogon jaburan L.) 및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G.) 등의 유사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주로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소엽맥

문동(Ophiopogon japonicus K.G.) 또는 개맥문동(Liriope

spicata L.)을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3-5).

한방에서 맥문동은 점활성소염, 자양강장약으로서 진해,

거담, 강장 및 이뇨 등의 목적으로 맥문동탕, 죽엽석고탕,

자감초탕 또는 청심연자식 등에 사용되고 있다(6,7). 맥문동

의 효능으로는 혈당강하효과(8), 항당뇨(9), 항염증작용(10),

면역조절 효과(11), 간보호 효과(12), 항암효과(13) 및 뇌세

포보호 및 기억력 증진 효과(14)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맥문동은 예로부터 다기능 음료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맥문동 열수 추출물은 신맛과 떫은맛을 함께 가지고 있어

맥문동 음료 제조 시 맥문동의 효능에 비해 기호적인 측면의

향상이 요구되어 왔다(3). 원료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가공방

법으로 로스팅이 있는데, 이러한 처리는 분해, 합성, 축합

등의 반응에 의해 수용성 고형분 함량의 증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15). 특히 환원성 당과

질소화합물은 로스팅에 의해 갈색화 반응의 촉진과 향기성

분의 생성이 수반되며, 식품에서 생성된 갈변물질은 지질의

산패에 대하여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게 된다. 인삼의 경

우 볶음처리 하였을 때 수용성 고형분, 갈변물질, 조산성 다

당체의 함량,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에 의

한 수소공여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문동의 기호도를 향상시키고 유

용성분 활성을 높이기 위하여 맥문동을 로스팅 처리하고,

이에 따른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이화학적인 특성, 항산화능

및 관능적 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맥문동의 차음료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504 배경미․박소해․정경희․김미진․홍선희․송영옥․이희섭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는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서 수확

한 맥문동 괴근(Liriopis tuber)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음료제조에 사용한 물은 생수(제주삼다수, (주)농심)를 사용

하였다.

로스팅 조건 및 열수 추출물 제조

맥문동 건근 150 g을 로스터(Gene Cafe CBR-101A,

Genesis(주), 안산, 한국)를 이용하여 150～190oC 사이의 온

도에서 10분간 로스팅한 후, 맥문동 건근 무게 대비 20배

부피의 용매 비율에 해당하는 물로 추출기(DW-290, 대웅바

이오가전(주), 괴산, 한국)에서 2시간 30분간 추출하여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가용성 고형물

맥문동 열수 추출물 20 mL를 항량을 구한 칭량병에 취하

여 105
o
C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중량

을 측정하여 중량백분율(%w/v)로 나타내었다.

전당, 환원당 및 단백질 함량

전당은 phenol-sulfuric acid법(17)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용액 0.5 mL에 5% phenol 용액 동량을 넣고 교반한 후

황산용액을 2.5 mL를 가하여 발열시키며 잘 혼합한 후 실온

에서 20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BioSpec-mini, Shimadzu

Corp., Kyoto, Japan)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에 의한 비색

법(18)에 의해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lucose에

대한 양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Lowry법

(19)을 이용하며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비색법으로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용액으로는 bovine serum

albumin(BSA)을 사용하였다.

조사포닌 함량

n-Butanol 추출법(20)에 따라 분획여두에 맥문동 열수 추

출물 100 mL와 동량의 diethyl ether를 혼합하여 분리함으로

써 지용성 성분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 수포화 n-butanol을

3배 첨가하여 혼합한 후 약 12시간 정도 방치한 후 분리하여

60oC에서 감압농축(EYELA N-11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다.

색도 및 갈변도

색도 측정은 색차계(Model CT-310,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lightness) 값,

붉은 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redness) 값 및 노란 색의 정도

를 나타내는 b(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갈변도는 로

스팅처리한 맥문동의 열수 추출물을 2배 희석한 후 분광광

도계(BioSpec-mini, Shimadzu Corp.)를 이용하여 4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에탄올(50%)에 농도별로 용해시킨 추출물 100 μL와 60

μM DPPH 100 μL를 96 well plate에 넣은 후 혼합하여 차광

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방치시킨 후 ELISA reader(Model

680,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DPPH 소거 효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21).

Superoxide anion 소거능

시료 400 μL에 500 μM xanthine 100 μL, 3 mM nitro-

bluetetrazolium(NBT) 100 μL, 0.25 U/mL xanthine oxidase

100 μL, 0.1 M phosphate buffer(pH 7.4) 100 μL을 첨가하여

(총 2.0 mL) 37
o
C에서 10분간 반응 후 96 well plate에 넣은

후 ELISA reader(Model 680, Bio-RAD)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비교하여 superoxide anion 소거효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22).

아질산염 소거능

Kato 등(23)과 Kim 등(24)의 방법을 사용하여 아질산에

대한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1 mM 아질산나트륨 용액 1 mL

에 시료 2 mL을 섞고 0.1 N HCl을 사용하여 반응 용액의

pH를 1.2로 조정하였다.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조정

후 37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시험관에 1 mL씩 취한

다음 2% 초산용액 5 mL을 첨가하고 사용 직전에 조제한

Griess 시약 0.4 mL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15분간 방치하고

ELISA reader(Model 680, Bio-RAD)를 사용하여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의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대조구는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를 가하여 측정하였다.

총 항산화능

맥문동 열수추출물의 항산화능을 trolox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TEAC) 값으로 나타내었다. 즉, 7 mM

ABTS(2,2'-azono-bis(3-ethylbenz thiazoline-6-sulphonate))

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ABTS radical

cation(ABTS․+)을 만들어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734 nm에

서 흡광도가 0.70±0.02가 되도록 5 mM PBS(pH 7.4)로 조정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0 μL의 농축한 시료와 trolox 표

준물질에 ABTS․+ 용액 1 mL를 첨가하여 734 nm에서 6분

간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항산화능은 Trolox 표준용액

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25).

관능평가

맥문동 열수 추출물에 대한 관능평가는 훈련된 22명의 관

능 검사원(P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호검사(hedonic

test)인 9점 척도법(1=매우 싫음, 5=보통, 9=매우 좋음)을 이

용하여 색(외관), 맛(단맛, 쓴맛, 신맛, 떫은맛, 감칠맛),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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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general components in hot water extracts from Liriopis tuber roasted at various temperatures

Roasting
temperature (oC)

Total soluble solid
(g/100 mL)

Total sugar
(g/100 mL)

Reducing sugar
(g/100 mL)

Total protein
(g/100 mL)

Total saponins
(g/100 mL)

pH

Non-roasting
150
160
170
180
190

3.11±0.07a
3.48±0.06c
3.18±0.13a
3.47±0.03c
3.30±0.03b
3.55±0.03c

1.59±0.08a
1.72±0.06ab
1.85±0.07b
1.75±0.09ab
1.85±0.05b
2.12±0.28c

0.11±0.00a
0.13±0.00b
0.18±0.00c
0.24±0.00d
0.46±0.00e
0.55±0.01f

0.32±0.01a
0.39±0.01b
0.47±0.02c
0.55±0.01d
0.80±0.01e
0.90±0.02f

0.056±0.005a
0.064±0.007a
0.073±0.002ab
0.087±0.002b
0.134±0.012c
0.130±0.022c

6.07
5.78
5.50
5.31
4.98
4.82

Values are mean±SD.
a-f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종합적 기호도 및 구매의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점수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출한 평균

을 평가점수로 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 14.0 software(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각 측정 군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유무를 one-way ANOVA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또는 p<0.01의 범위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맥문동 로스팅

맥문동의 최적 로스팅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맥문동

건근 150 g을 150～190oC의 온도 범위에 해당하는 열풍으로

10분간 처리하여 로스팅 맥문동을 제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볶음 솥을 이용할 경우에는 맥문동의 표면과 내부

의 로스팅 정도의 차이가 심하고 불균일한 반면, 높은 온도

의 열풍을 이용하였을 경우 전체적으로 고르게 열처리가 수

행됨을 알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이화학적 특성

로스팅 온도에 따른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고형분, 당, 단

백질, 사포닌 함량 및 pH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고형분, 총당, 환원당, 단백질 및 조사포닌의

함량은 로스팅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190
o
C에서 로스팅한 맥문동의 열수 추출물에서의

각 성분의 함량은 열처리 하지 않은 맥문동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각각 14.1%, 33.3%, 400%, 181%, 132% 증가하였다.

특히 환원당, 총당 및 조사포닌의 함량에 있어서 180
o
C 이상

의 온도에서 로스팅 처리한 맥문동에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로스팅 처리 시 가해지는 열에 의하여

올리고당을 구성하는 당의 일부 결합이 분해되고, 가열에 의

한 수분 증발로 인한 팽윤으로 수용성 물질의 추출이 용이하

게 맥문동 조직의 구조가 변형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스팅 온도가 증가할수록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삼의 열처리에서

가열온도가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진다는 보고와 유사하였

다(26). 열처리 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pH가 저하되는 원

인은 유기산의 전구물질인 환원당인 aldohexose의 aldehyde

기가 산화로 인한 carbonyl기가 생성과 염기성 아미노산이

당과 결합하여 갈변반응에 관여함으로써 점차 가용의 염기

성 아미노산이 감소로 판단된다(26,27).

색도 및 갈변도

로스팅에 따른 맥문동의 열수 추출물의 색도 및 갈변도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L(lightness) 값은 로스팅 처리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97.15(무처리군)에서 계속 감소하여 180oC

의 로스팅 온도에서 66.38 그리고 190oC의 로스팅 온도에서

는 41.44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a(redness) 값은 로스팅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160oC 이상의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0oC에서는 36.20을 나타내

었다. b(yellowness) 값은 150
o
C에서는 7.50으로 무처리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60oC 처리 이후부터 급

격히 증가하여 180oC에서는 79.29를 나타내었고, 190oC에서

는 오히려 감소하여 69.83을 나타내었다. 환원당과 질소화합

물을 함유한 식품을 가열하게 되면 이들 성분들은 감소하게

되고 갈변도는 증가되는데, 이것은 로스팅 과정의 중요한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16). 갈변도의 변화는 170
o
C 처리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0oC에서는 1.662의 값을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로스팅 처리 온도에 따른 맥문동 열수 추

출물의 색은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연한 갈색을 나타내다

가 170oC 이후의 온도에서는 진한 갈색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경향은 로스팅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갈변반응이 촉진

되어 갈색 색소가 많이 생성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로스

팅 처리 온도에 따른 율무 침출액의 갈변도를 측정한 결과가

온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였으며(28),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고려홍삼의 수용성 갈변물질에 대한 연

구에서 색도의 L 값과 b 값은 감소하고, a 값은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며, 갈변도도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

록 증가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29).

항산화능

로스팅 처리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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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lor and browning index of hot water extract from Liriopis tuber roasted at various temperatures

Roasting temperature (oC)
Browning index
(at 420 nm)

Color

L a b

Non-roasting
150
160
170
180
190

0.039±0.001a
0.218±0.002b
0.394±0.001c
0.701±0.004d
0.737±0.007e
1.662±0.012f

97.15±0.23f
87.25±0.13e
79.03±0.12d
67.76±0.30c
66.38±0.07b
41.44±0.12a

-1.07±0.03a
-0.39±0.02b
5.26±0.04c
16.28±0.02d
17.59±0.04e
36.20±0.14f

7.57±0.08a
7.50±0.03a
61.32±0.05b
77.87±0.22d
79.29±0.09e
69.83±0.25c

Values are mean±SD.
a-f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DPPH scavenging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 from
Liriopis tuber roasted at various temperatures. Values are
mean±SD. a-d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Antioxidative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 from Liriopis tuber roasted at various temperatures

Roasting temperature (oC)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TEAC
(μM Trolox equivalent)

Non-roasting
150
160
170
180
190

31.48±4.90a
42.59±4.90ab
43.21±2.83ab
51.23±7.01bc
59.88±5.95cd
74.69±9.13d

18.93±6.05a
23.52±15.46ab
31.26±8.09abc
44.83±10.41bc
51.57±5.87c
76.09±1.51d

0.078±0.004a
0.141±0.015b
0.165±0.005b
0.221±0.004c
0.258±0.007d
0.384±0.020e

Values are mean±SD.
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concentration used in all cases was 6 mg/mL.

은 Fig. 1과 같다. 무처리군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250 μg/mL, 500 μg/mL 및 10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2.35%, 4.97%, 7.39%인 반면, 190oC의 온도로 처리한 경우

각각 15.75%, 32.21%, 50.00%로 증가하였다.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농도와 로스팅 처리 온도에 의존적으로 DPPH 라

디칼 소거능이 증가되었으며, 무처리군에 비해 150oC의 온

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60
o
C 이상

의 온도처리에서 250 μg/mL, 500 μg/mL 및 1000 μg/mL의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 이러

한 결과는 Maillard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갈색 반응생성물

인 melanoidin의 항산화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30).

Xanthine/xantine oxidase 반응계에서 형성되는 super-

oxide radical에 대한 저해작용의 측정을 통해 로스팅 처리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무처리군의 경우 31.48%의 소거능을 보였

으나 로스팅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1) 170
o
C 이상의 온도처리에서는 50% 이상

의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특히 190oC의 온도에서는 74.69%

의 높은 소거능 결과를 나타내었다.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열처리 하지 않

은 맥문동에서는 18.93%를 나타내었고 150oC에서 로스팅

처리한 경우에는 23.52%로 약간 증가하였다. 로스팅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60
o
C 이상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

여(p<0.01) 190oC에서 로스팅 처리한 맥문동 열수추출물의

경우에는 76.09%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조리 중에 용이하게 생성되는 Maillard 반응

생성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1), 본 실험에서 로스팅 처리에 따라 생성되는 갈색

도의 변화와 아질산염의 소거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높은 상관계수(r2=0.9735)를 보여 갈변 물질이 많을

수록 아질산염의 소거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총 항산화능은 ABTS 양이온 소거능을 trolox 표준곡선

과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처리군의

ABTS 양이온 소거능은 0.078 μM trolox equivalent을 나타

냈으나, 150
o
C로 처리한 맥문동의 경우 0.141 μM trolox

equivalent로 그 값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로스팅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ABTS 양이온 소거능은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으며(p<0.01), 190
o
C의 경우 0.384 μM trolox equ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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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hot water extract from Liriopis tuber roasted at various temperatures

Roasting
temperature
(
o
C)

Acceptability
for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Purchase
intentSweet taste Bitter taste Sour taste

Astringent
taste

Savory taste

Non-roasting
150
160
170
180
190

2.76±1.55a
4.29±1.52b
5.76±1.61cd
6.14±1.68d
4.57±1.69bc
4.00±1.70ab

4.24±2.00NS
4.81±1.60
5.05±1.69
5.48±1.08
4.76±1.97
4.57±2.48

B2.81±1.83a
2.90±1.67a
3.33±1.65a
3.10±2.02a
4.24±2.34ab
5.10±2.47b

2.52±1.72NS
2.24±1.45
2.48±1.72
2.38±1.66
2.57±1.80
3.10±2.34

2.95±1.96a
3.38±1.86ab
3.76±1.97a
3.00±1.48ab
4.10±2.30a
5.24±2.39b

2.62±1.47a
3.43±1.54ab
3.62±1.69ab
4.95±1.40c
3.57±1.69ab
3.24±1.34bc

3.95±1.80a
5.05±1.96ab
4.90±1.51ab
6.10±1.79b
5.05±1.66ab
4.86±1.74ab

3.48±1.69a
4.29±1.76a
4.29±1.95a
6.24±1.64b
4.43±1.75a
3.62±1.83a

2.67±1.56a
3.67±1.39ab
3.52±1.36ab
6.05±2.09d
4.29±2.00bc
3.10±1.84ab

Values are mean±SD.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lent의 소거능을 나타냈다.

맥문동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항산화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며 또한 Lee 등(32)의 연구에

의하면 1～10 Brix%의 높은 농도로 처리해야 항산화능이

검출될 정도로 맥문동은 낮은 수준의 항산화능을 나타내었

다. 본 실험에서 로스팅 처리 후 맥문동의 항산화능이 2.37배

에서 6.77배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식품의

열처리 가공에 따른 다양한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리활성물

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항산화 활성이 증가된다

(33-36)는 보고들과 일치하며 맥문동의 열처리를 통하여 항

산화능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능적 특성

로스팅 조건에 따른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관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실험으로, 음료로서 적합한 최적농도를

선정하였다. 열수 추출물을 1～10배의 범위에서 희석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5배로 희석한 농도에서 색, 맛, 향

및 종합적 기호도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data not

shown). 이 농도를 기준으로 로스팅 조건에 따른 맥문동 열

수 추출물의 기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평가 항목은 색(외

관), 맛(단맛, 쓴맛, 신맛, 떫은맛, 감칠맛), 향, 종합적 기호도

및 구매 의향에 대하여 9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20대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색, 감칠맛, 향, 종합적 기호도 및 구매

의향에서 170
o
C에서 로스팅한 맥문동 열수 추출물이 각각

6.14, 4.95, 6.10, 6.24, 6.05의 점수를 받아 다른 로스팅 온도

조건 및 로스팅하지 않은 맥문동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쓴맛, 신맛 및 떫은맛과

같이 기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170oC에서 로스팅한 결과가 다른 온도로 로스팅한 결과와

비슷한 점수를 얻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 170oC에서 로스팅한 후 열수 추출한 맥문

동이 기호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기호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im 등(3)은

맥문동 열수 추출물은 떫은맛이 높고, 보통 정도의 단맛과

신맛이 있어 종합적인 기호도가 낮기 때문에 기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결과에서는 로스팅 유무 또는 로스

팅 온도조건에 따라 떫은맛, 단맛 및 신맛에 있어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색, 감칠맛, 향에서의 기호도 증가

가 종합적 기호도 및 구매의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맥문동을 이용한 음료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로스팅 처리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품질

및 관능적인 특성이 개선되고 항산화 기능성이 증진된 맥문

동의 차음료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맥문동(Liriopis tuber;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의 로스팅 처리에 따른 열수 추출물의 이화

학적 특성, 항산화능 및 관능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맥

문동을 150～190oC의 온도범위에서 10분간 로스팅 한 후 2

시간 30분간 열수로 추출물을 조제하였다. 로스팅 처리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고형분, 총당, 환원당, 단백질, 조사포닌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로스팅 처리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갈변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색도에 있어서 L(light-

ness) 값은 감소하였으나, a(redness) 값과 b(yellowness) 값

은 증가하였다.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superoxide anion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및 총 항산화능

은 로스팅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90oC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각각 6.77, 2.37, 4.02, 4.92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로스팅 처리한 맥문동 열수 추출물의 관능

평가결과 색, 감칠맛, 향, 종합적 기호도 및 구매의향에서

170oC에서 로스팅한 맥문동 열수 추출물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아 다른 로스팅 온도 조건 및 로스팅하지 않은 맥문동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기호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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