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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아의 열처리 가공에 따른 이화학  특성  In Vitro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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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s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in vitro biological activities of 
quinoa (Chenopodium quinoa Willd.) were investigated. Quinoa grains were subjected to two different heat treatment 
methods: boiling and steaming plus roasting (steaming/roasting). Compared with raw quinoa, boiled quinoa samples 
had slightly lower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and starch contents. However, steaming/roasting treatment did 
not caus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ximate composition. Heat treatments reduced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in quinoa extracts, and higher reduction was detected upon boiling treatment. Heat treatments also reduced lightness 
and increased yellowness of quinoa samples. Heat treatments increased water absorption index but decreased water 
solubility index. In vitro starch hydrolysis increased substantially after both heat treatments, and slightly higher values 
were observed in the boiled quinoa samples. 1,1-Diphenyl-2-picrylhydrazy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were reduced by heat treatments, and the boiled quinoa sample showed the lowest activity likely 
due to loss of activities in coo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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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퀴노아(Quinoa, Chenopodium quinoa Willd.)는 명아주

과 식물로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약 250여 종이 존재하며 

재배종인 Chenopodium quinoa 이외에 대부분 잡초종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1). 퀴노아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Bolivia, Peru와 Ecuador)에서 약 3,000∼4,000년 전

부터 재배되어 내려오는 작물로 전체 생산량 중 92%가 페루

와 볼리비아에서 재배되었고 나머지 8%는 미국,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이 차지한다(1). 퀴노아 종실은 직경 

1∼2.5 mm로 쌀보다 작고 둥글며 평편한 모양을 하고 있다

(2). 일반 곡류와 구성 성질과 쓰이는 용도가 유사하여 유사 

곡류(pseudocereal grain)로 불리며 유사 곡류에 해당하는 

곡류로는 퀴노아, 아마란스, 메밀이 있다(3). 퀴노아 종자의 

색은 일반적으로 옅은 노란색이지만 흰색, 회색, 빨간색 또

는 검은색 등으로 다양하다(4).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퀴노아 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이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잠재

적인 대체 곡물로 일부 재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퀴노아 종자는 일반 곡류보다 많은 단백질, 지질, 무기질

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미노산 및 지방산 조성이 매우 

뛰어나다(3). 퀴노아의 종실은 종피(pericarp), 외배유

(starch perisperm), 내배유(endosperm), 배아(germ)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류와 달리 배아가 외배유를 띠처럼 둘러

싸고 있는데(5) 외배유에는 전분을 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주로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배유와 배아에는 단백

질, 지질, 무기질이 풍부하다(6). 단백질 함량은 12∼23%로 

일반적으로 곡류에 비하여 높은데 곡류에 부족한 lysine 함

량이 높고, 대부분의 두류보다 함황 아미노산인 methionine

과 cysteine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8). 퀴노

아에는 밀단백질인 글루텐 성분이 없으므로 소아지방변증

(celiac disease)을 가진 사람들에게 밀, 호밀, 보리와 같이 

글루텐을 함유하는 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의 하나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9). 퀴노아에는 또한 비타민 A, E, B1, B2, 

B3 등 각종 비타민과 Ca, P, K, Mg, Fe 등 미네랄 함량이 

높으며(8,10), saponins, polyphenols, phytosterols, to-

copherols, squalene, 식이섬유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다(1l,12). 

퀴노아는 주로 종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가

공할 수 있다. 퀴노아 종실은 과실의 외부에 saponin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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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생으로 섭취할 경우 특유의 쓴맛이 느껴지는데, 

saponin은 세척과 도정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어 쓰고 떫은

맛이 감소한다(13). 퀴노아는 쌀 또는 밀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쌀과 같이 그대로 끓여서 조리

하여 섭취하거나 밀과 같이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빵류, 면

류, 과자류, 스낵류, 수프류 등 다양한 가공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14). 퀴노아는 영양소 및 생리활성을 향상할 수 있

는 잠재적인 건강기능성 식품재료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퀴

노아의 식품학적 활용을 위한 연구 결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며, 본 연구에서는 퀴노아를 열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가공 

처리했을 때 퀴노아의 이화학적 특성 및 일부 in vitro 생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퀴노아로 페루산 화이트 퀴노아(white 

quinoa)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4°C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

였다.

가열처리

퀴노아의 열처리 가공으로 열탕(boiling), 또는 증자 및 

볶음(steaming/roasting)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열탕처

리 방법으로 퀴노아를 5배량의 증류수로 100°C에서 20분

간 열탕 가열한 후 실온에서 냉각한 다음 45°C 열풍건조기

에서 18시간 건조하였다. 

증자 및 볶음처리 방법으로 퀴노아를 10배량의 증류수로 

실온에서 10분간 수침시킨 다음 찜기를 사용하여 15분간 

증자처리 하였으며 45°C 열풍건조기에서 18시간 건조하였

다. 증자 후 건조한 퀴노아를 180°C로 조절한 회전식 전열

볶음기(Taehwan Automatic Industry, Seoul, Korea)를 

사용하여 45 rpm의 속도로 저어주면서 5분간 볶음처리 하

였다. 열처리 가공한 퀴노아는 0.5 mm screen을 사용한 

Cyclotec sample mill(Tecator, Hoganas, Sweden)로 분

쇄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퀴노아 시료의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전분 함량은 

각각 AACC 방법(15) 44-16, 46-13, 30-10, 08-01, 

76-11에 의해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퀴노아 시료에 시료 중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증류수 또는 

80%(v/v)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2시간 추출

한 다음 원심분리(15,000 rpm, 30분)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의 분석은 Folin-Denis(16)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즉 퀴노아 추출액 0.2 mL에 증류수 0.8 mL를 가한 뒤 2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2 mL를 넣고 혼합

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7% Na2CO3 

용액 2 mL를 넣어 혼합하고 1시간 방치한 다음 spectro-

photometer(Karaltay Scientific Instruments, Beijing, 

China)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0~200 ppm 농도로 조제하여 작성한 검량선

에 의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7)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퀴노아 추출액 0.5 mL에 에탄올 1.5 mL, 

10%(w/v) 질산알루미늄(AlNO3･9H2O) 0.1 mL, 1 M 초산

칼륨(potassium acetate) 0.1 mL, 증류수 2.8 mL를 가하여 

충분히 교반한 후 40분간 실온에서 방치시켰다. 정치시킨 

상등액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반

응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quercetin(Sigma- 

Aldrich Co.)을 0~200 ppm 농도로 조제하여 작성한 검량

선에 의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색도, 수분흡수지수 및 수분용해도지수

퀴노아 시료의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

ness)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L, a, 

b 값은 각각 93.58, -0.34, 3.76이었다. 퀴노아 시료의 수분

흡수지수(water absorption index, WAI)와 수분용해도지

수(water solubility index, WSI)는 Anderson(18)의 방법

에 의해 측정하였다. 즉 퀴노아 가루 2.5 g과 30 mL 증류수

를 50 mL 원심분리 튜브에 넣고 분산시킨 후 가끔 흔들어주

면서 30°C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전부를 미리 항량을 구한 수분정량 

수기에 담아 105°C에서 하룻밤 건조하여 남은 고형분량을 

측정하여 2.5 g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수분용해도지수를 산

출하였다. 수분흡수지수는 원심분리 하여 침전된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건조시료 1 g에 함유된 수분함량 g으로 

계산하였다. 

α-Amylase 전분 가수분해율 측정

퀴노아 시료의 in vitro α-amylase 전분 가수분해율은 

Xue 등(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퀴노아 시료 0.5 

g에 0.04%(w/v) NaCl을 포함하는 0.05 M sodium phos-

phate buffer(pH 6.9) 용액 50 mL를 넣은 후 37°C 항온수

조에 넣고 유지하면서 0.2 mL α-amylase(504 U/mL)를 

넣어 37°C에서 반응시켰다. α-Amylase 효소액은 porcine 

pancreatic α-amylase(Sigma-Aldrich Co.)로부터 조제하

였다. 효소반응 중 30, 60분의 간격으로 0.2 mL 용액을 취

하여 생성된 환원당을 3,5-dinitrosalicylic acid 시약을 사

용한 비색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당으로 mal-

tose를 사용하였으며 전분의 가수분해율(%)은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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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1) of raw and heat-treated quinoa grains                            (%)

Moisture Crude protein2) Crude fat Crude ash Starch Total
carbohydrate3)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5.65±0.30a4)

2.68±0.15b

1.03±0.21c

14.59±0.04a

13.49±0.10b

14.57±0.09a

6.44±0.35a

5.73±0.03b

6.22±0.05a

2.35±0.03a

2.17±0.16b

2.27±0.18ab

54.23±0.90a

52.07±3.78a

53.35±0.83a

76.62±0.34b

78.62±0.19a

76.93±0.14b

1)Dry weight basis except moisture.
2)Nitrogen×6.25.
3)% Carbohydrate=100%－(%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4)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urve로부터 환산된 maltose 함량(mg)/ 전분 함량(mg)] 

×100으로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퀴노아 시료의 항산화력은 Blois(20)의 방법을 변형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자유라디칼 소거

능 측정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퀴노아 추출물 0.2 mL에 

1×10-4 M DPPH 용액(에탄올에 용해) 0.8 mL를 넣고 10초

간 진탕한 후 실온에서 정확히 10분 동안 방치한 다음 spec-

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바탕시험인 시료 무첨가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전자공여능)은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퀴노아 시료의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Kato 등(21)의 방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퀴노아 추출물 1 mL에 1 mM 아질

산나트륨(NaNO2) 용액 2 mL를 가하고, 0.1 N HCl로 pH를 

1.2로 조정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 2 mL와 30% 초산용액

으로 용해한 Griess reagent(1% sulfanilic acid : 1% naph-

thylamine＝1:1) 0.4 mL를 가한 다음 vortex 하여 실온의 

암소에서 15분간 방치하였다. 이를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

량을 산출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reagent 대신 증류수 

0.4 mL를 가하여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추출액

을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아질산염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1－{(A－C)/ B}]×100

A: NaNO2 용액에 시료와 Griess를 첨가한 흡광도

B: NaNO2 용액에 Griess를 첨가한 흡광도

C: NaNO2 용액에 시료와 증류수를 첨가한 흡광도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program(Ver.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제시

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적

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일반성분

두 가지 열처리 가공방법에 따른 퀴노아의 일반성분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퀴노아 원곡의 수분 함량은 

5.65%였으며, 가열처리한 퀴노아는 열탕처리구와 증자/볶

음처리구에서 수분 함량이 각각 2.68과 1.03%로 감소하였

다. 퀴노아 원곡은 조단백질 14.59%, 조지방 6.44%, 조회분 

2.35%로 분석되었다. 이는 퀴노아의 일반성분이 조단백질 

13.2~15.7%, 조지방 5.3~8.6%, 조회분 1.5~3.6%의 범위

로 보고한 결과(22-25)와 유사하였다. 밥 형태로 가열조리 

또는 가공을 할 때 행해지는 열탕처리에 따른 퀴노아의 조단

백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은 각각 13.49, 5.73, 2.17%로 

퀴노아 원곡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는 열탕처리 시 조리

수에 일부 용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미숫가루나 선

식 등의 형태로 가열조리 또는 가공을 할 때 행해지는 증자 

및 볶음처리에 따른 퀴노아의 경우,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

분 함량이 각각 14.57, 6.22, 2.27%로 나타나 원곡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퀴노아 원곡의 전분 함량은 54.23%로 

퀴노아의 전분 함량을 48.0~58.7%로 보고한 이전의 결과

(22,25)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열탕처리와 증자/볶음처리

에 의해 각각 52.07, 53.35%로 약간 감소하였다.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성 식품 속에 함유된 페놀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이질

적인 물질들이 포함되는데 유기용매에만 녹는 지용성인 것

도 있고, 수용성의 카르복실산이나 배당체, 그리고 크기가 

큰 중합체도 이에 포함되어 이들의 기능은 그 구조적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하다. 페놀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물 또는 에탄

올, 메탄올, 아세톤과 물의 혼합으로 추출된다. 퀴노아의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증류수와 80%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퀴노아 원곡의 총 페놀 함량은 각각 1.37 mg/g, 1.08 mg/g

으로 나타났다. 퀴노아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0.4~8.64 mg/ 

g의 함량을 가진다고 보고된(26-29) 바 있으며, 유사 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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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henolic (A) and total flavonoid (B) contents of 
raw and heat-treated quinoa grain extracts. ■, distilled water; 
□, 80% ethanol.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Color, WAI (water absorption index), and WSI (water solubility index) of raw and heat-treated quinoa grains
Color values

WAI (g/g) WSI (%)L a b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84.15±0.18a1)

79.32±0.28b

79.15±0.19b

-0.41±0.04b

-0.17±0.02a

-0.59±0.04c

 9.60±0.05c

12.02±0.06b

12.24±0.04a

2.38±0.07b

4.69±0.11a

4.59±0.17a

10.99±0.26a

 6.15±0.13c

 6.67±0.09b

1)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의 총 페놀 함량은 메밀이 가장 높고, 퀴노아, 아마란스 순으

로 많다고 분석한 바 있다(30). 가열처리한 퀴노아의 총 페

놀 함량은 증류수로 추출 시 열탕과 증자/볶음처리에서 각각 

0.85, 0.93 mg/g이었으며, 에탄올 추출 시에는 열탕과 증자

/볶음처리에서 0.82, 0.92 mg/g으로 두 가지 추출용매에서 

모두 가열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1A). 퀴노아의 총 페놀 함량은 다른 곡류에 비해 높으나 열

탕(boiling)이나 굽기(baking)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26,28), 본 실험에서 열탕처리한 퀴노아가 증

자/볶음처리한 퀴노아보다 총 페놀 함량이 더 낮은 것은 열

탕 시 조리수에 일부 침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퀴노아 원곡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증류수와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0.76 mg/g, 0.35 mg/g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퀴노아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0.1~1.8 mg/g으

로 보고한 결과(27-29)의 범위 내에 있었다. 퀴노아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열처리 가공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Fig. 1B). 가열처리한 퀴노아의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증류수로 추출 시 열탕과 증자/볶음 처리에서 

각각 0.42, 0.52 mg/g으로 가열처리 실험구 간의 함량이 

비슷하였으나 원곡보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에탄올 추출 시에는 열탕과 증자/볶음처리한 시료에서 

각각 0.13, 0.18 mg/g으로 분석되어 증류수 추출 시보다 

낮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퀴노아의 가

열처리 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손실 정도는 가공처리 

방법 및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26)고 하였다.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색도, 수분흡수지수 및 수분용해도

지수

퀴노아 원곡과 가열처리 가공한 분말의 색도, 수분흡수지

수 및 수분용해도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

다. 퀴노아 원곡의 L값은 84.15였으며 열탕과 증자/볶음처

리한 퀴노아의 L값은 각각 79.32, 79.15로 퀴노아를 열처리 

가공함에 따라 L값이 감소하여 색상이 다소 어둡게 나타났

다. 퀴노아 원곡과 열처리구의 a값은 (-)값으로 측정되어 

약간의 녹색도를 보여주었으며 b값은 퀴노아 원곡의 9.60

에 비하여 열처리한 퀴노아 분말에서 각각 12.02, 12.24로 

증가하여 황색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열처리 가공한 퀴

노아의 수분흡수지수는 퀴노아 원곡의 2.38 g/g보다 열탕과 

증자/볶음처리에서 각각 4.69, 4.59 g/g으로 증가하였으며, 

열처리에 따른 퀴노아 전분의 호화 정도가 수분흡수율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퀴노아의 수분용해도지

수는 퀴노아 원곡의 10.99%에서 열탕과 증자/볶음처리구

에서 각각 6.15, 6.6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분의 호화 

정도, 열탕처리 시에 가용성 고형물의 손실, 그리고 볶음처

리에 의한 고분자성분의 열적 분해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in vitro 전분소화율

퀴노아 원곡과 열처리 가공한 시료에 대한 전분소화율을 

pancreatic α-amylase를 이용하여 in vitro 가수분해에 따

른 전분 가수분해율(%)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퀴노아 원곡의 α-amylase에 의한 30분 전분 가수분해율은 

31.47%였으며, 열탕과 증자/볶음처리한 퀴노아는 각각 

61.05, 57.30%로 원곡보다 열처리 가공한 퀴노아의 전분 

가수분해율이 약 2배가량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α- 



692 고혜경 ․이영택

Table 3. Relative starch hydrolysis1) in vitro of raw and heat-
treated quinoa grains               (%)

Hydrolysis time (min)
30 60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31.47±1.93b2)

61.05±4.80a

57.30±2.33a

60.12±3.07b

80.69±1.83a

76.38±0.92a

1)Measured as starch degree of hydrolysis with α-amylase at 
37°C.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aw and heat-treat-
ed quinoa grain extracts                        (%)

Distilled water 80% ethanol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21.68±5.05a1)

17.40±2.52a

23.82±4.44a

20.02±3.68a

12.35±2.13b

15.25±3.83b

1)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raw and heat-treated qui-
noa grain extracts                        (%)

Distilled water 80% ethanol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41.88±5.85a1)

31.75±4.88a

34.55±4.92a

59.38±4.41a

58.88±2.30a

60.28±3.58a

1)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mylase 가수분해 60분에서는 퀴노아 원곡이 60.12%, 열

탕처리가 80.69%, 증자/볶음처리가 76.38%로 전분 가수분

해율이 증가하였으며, 열탕처리한 퀴노아가 증자/볶음처리

에 비해 호화 정도가 높아 소화성이 약간 더 향상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곡물 가공 시 열탕, 증자, 볶음과 같은 가열처

리는 전분을 호화시켜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고 바람직한 향

을 주며, 조직감 및 소화성을 향상해주는 중요한 공정으로 

작용한다. 전분의 in vitro 가수분해율에서의 차이는 전분의 

출처, 입자크기, amylose/amylopectin 비율, 결정성 정도, 

amylose-lipid 복합체, 식이섬유와 관련한 전분의 분포, α- 

amylase 저해제, 가공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31), 전분의 in vitro 가수분해의 차이는 인체의 식후 

혈당반응과 관계가 있어 in vivo 혈당반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일반적으로 특정 물질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DPPH 유리라디칼 소

거 활성법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대량으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증류수와 80% 에탄올 추출

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퀴노아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증류수 추출 

시 퀴노아 원곡, 열탕처리, 증자/볶음처리한 퀴노아에서 각

각 21.68, 17.40, 23.82%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80% 에탄올 추출 시에는 원곡의 20.02%에 비해 열탕처리

구 12.35%, 증자/볶음처리구 15.25%로 가열처리한 퀴노아

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다소 감소하였다. 퀴노아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열탕(boiling) 또는 토스팅(toast-

ing) 처리로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28,32), 퀴노아 

항산화 활성은 총 페놀 함량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페놀

성 물질 이외에도 아마 다른 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3)고 하였다.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 작용은 활성 라디칼

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척도로 사용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

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다.

열처리 가공 퀴노아의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은 추출물의 발암성 nitrosamine 생성의 

전구물질인 아질산염을 소거하는 활성을 측정한다. Nitrosa-

mine 생성반응은 아질산염과 반응할 수 있는 화합물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데, 특히 페놀화합물, 비타민 C, 토코페롤 등

이 nitrosamine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34). 

열처리 가공에 따른 퀴노아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증류수를 사용하여 추출한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원곡의 41.88%에 비해 가열처리구에서 

32~35%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열탕처리구에서 31.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퀴노아 원

곡, 열탕, 증자/볶음처리에서 각각 59.38, 58.88, 60.28%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에 의해 아질산염 

소거능이 감소하는 경향은 열탕처리에 의해 아질산염 소거 

물질들이 조리수에 용출되어 감소하고 열처리에 의해 일부 

파괴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열처리 방법에 따라 phenolic 

compounds, ascorbic acid, carotenoid, tocopherol 성분 

등 항산화 물질이 감소한다는 결과(28,32)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요   약

퀴노아의 열처리 가공방법이 퀴노아의 이화학적 특성과 in 

vitro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퀴노아의 가열

처리로 열탕처리와 증자 후 볶음처리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퀴노아의 일반성분은 열탕처리 하였을 때 조단

백질, 조지방, 조회분, 전분 함량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증자/

볶음처리 시에는 이들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퀴노

아의 총 페놀 함량은 증류수 또는 80% 에탄올 용매 추출물 

모두에서 원곡보다 가열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열탕처리가 증자/볶음처리에 비해 감소가 더 큰 편이

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두 가지 용매 추출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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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처리 가공에 의해 감소하였다. 열처리한 퀴노아의 

수분흡수지수는 원곡보다 증가했지만 수분용해도지수는 감

소하였다. 퀴노아의 in vitro 전분 가수분해율은 원곡보다 

열처리한 퀴노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퀴노아의 DPPH 라

디칼 소거능과 아질산염 소거능은 가열처리에 의해 감소하

는 경향이었는데 열탕 처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열처리 가공방법에 따른 항산화 물질 손실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퀴노아를 열처리 가공 시에는 조리수에 

의한 영양 생리활성 성분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열처리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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