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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orth of extract husk and cobs of the Seakso 1

(EHCS) for the functional food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proximate composition, fatty acids, amino acids, anti-

oxidant active substance contents, antioxidant activity, inhibitory activity of the α-amylase and α-glucosidase.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EHCS have represented 6.90% moisture, 7.31% crude ash, 0.52% crude fat and 7.07%

crude protein. Among the 17 kinds of amino acids that were analyzed in thd EHCS, the glutamic acid was the highest,

with 736.08 mg / 100 g. The fatty acids detected in the EHCS were palmitic acid oleic acid and linoleic acid. The pro-

portion of the unsaturated fatty acids was 83.33%. We determined the contents of the antioxidant active substance by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99.87 mg/g and 25.02 mg/g,

respectively.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the EHCS were determined using a DPPH and ABTS assay. In the antioxi-

dative activity determination,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95.62% (1,000 μg/mL) and

92.00% (10,000 μg/mL), respectively. The inhibitory activity of α-amylase and α-glucosidase (10 mg/mL) were

95.86% and 76.92%,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HCS could be potentially used as a resource for the

bioactive material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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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대사 과정 중 산화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superoxide

anion radical (·O2
−),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 nitric oxide (NO) 등과 같은 산화생성물은

free radical 형태의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으로 산소이온 및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불안정한 전

자상태의 화학적 반응이 큰 물질이다1,2). 이러한 활성산소

는 체내 대사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며 신체 항상성을 유

지시켜주는 순기능을 하고 체내 방어시스템에 의해 제거

되지만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나 다양한 병리적 요인

으로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손상을 일으켜 산

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2).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체내 항

산화체계의 이상과 불균형은 체내 지질과산화 축적 및 노

화 촉진, 암,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

인이 된다2,3).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시키고 정상적인

항산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산화스트레스로 야기된 다

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활성산소로 인

한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고 억제시킬 수 있는 폴리페놀,

플라보이드, 카로티노이드 등과 같은 천연물 기원의 생리

활성물질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하였을 시 만성질환 예방과 개

선,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그

러나 천연 유래 항산화제의 낮은 추출수율, 추출물의 안

정성 등의 문제와 합성 항산화제의 독성 유발 등과 같은

문제로 이를 보완하여 좀 더 안전하며 항산화 활성이 높

은 항산화 물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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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수용성 색소

로 적색, 자색, 청색 또는 흑색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과

일, 채소 그리고 유색 곡물의 표피에 집적되어 있는 천연

식물 대사 화합물이다8). 다양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천

연 안토시아닌 색소는 식품 산업에서 합성 식품 착색제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9)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용색소

인 ‘Corn red’에는 10여종의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

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0). 안토시아닌은 자연계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11,12) 항염증13), 항암14), 항비만 및 혈당

강하15)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한 안토시아닌은 지질과산화물과 활성산소의 생성억제 및

제거에 관하여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

었다16,17).

국내의 연구에서 자색옥수수 포엽에서 추출된 색소는 C-

3-G (cyanidin-3-glucoside), Pg-3-G (pelargonidin-3-glucoside),

Pn-3-G (peonidin-3-glucoside) 등이었고 이중 C-3-G의 상

대적 함량은 40% 이상이었으며 전체 색소 중 cyanidin 유

도체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색옥수수 포엽 색소 추출물은 항산화, 항당뇨 및 항비만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자색옥수수의 포엽,

속대, 잎에서 C-3-G, Pg-3-G, Pn-3-G 등을 포함한 총 10종

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확인되었고, 확인된 안토시아닌 색

소 중 C-3-G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9). 이에 따라 자색옥수수에 집적되어 있는 주요 안토시

아닌 색소는 C-3-G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

된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과 HPLC를 통하여 분석한 C-3-G의 함량은 각각

8.61 ± 0.11%, 1.46 ± 0.0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 자색

옥수수의 생리 활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자색 옥수수 알곡과 속대 추출물의 투여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의 간에서의 인슐린 신호전달의 개선과 염증

완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1) 또한, 색소 1

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이 pancreatic lipase 활성을

저해시키고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와 지방생성 관련 유전자

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색소 2호 알곡

및 속대 추출물이 첨가된 식이의 투여는 고지방-고콜레스

테롤 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흰 쥐의 간 조직 내 지질과산

화물 축적을 억제하고 catalase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비

만으로 손상된 체내 항산화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색소 1호는 알곡은 노란색인 반면, 알곡을 제거한 속대

와 알곡을 감싸고 있는 포엽에 자색이 발현되는 품종으로

속대와 포엽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집적된 반경립종 가공

용 옥수수이며 2008년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

에서 개발되어 2011년도에 품종 등록되었다23). 본 연구는

자색옥수수 색소 1호 포엽과 속대 혼합 추출물의 일반성

분 분석 및 생리활성 검정을 통하여 향후 천연 안토시아

닌 색소를 함유한 항산화제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색옥수수 색소 1호 품종은 2016년

도에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에서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재배되었다. 재배된 색소 1호를 수확하여 수염과

외피를 제거하고 건조하여 포엽과 속대를 분리한 다음 분

쇄하여 추출시료로 사용하였다. 옥수수 포엽과 속대 건조

분말시료 500 g에 0.1% citric acid가 함유된 30% 에탄올

을 10 L씩 첨가하고 12시간 동안 상온 교반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하여 감압농축하고 부형제로

30% dextrin을 첨가한 다음 분무건조하여 일반성분 분석

및 생리활성 검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일반성분 분석은

식품공전법24)에 따라 실시하였다. 일반성분 분석에 사용된

ethyl ether, H2SO4는 Merck Co. (Kenilworth, NJ, USA),

KOH는 Sigma Co. (St Louis, MO, USA), 분해촉매제

(Kjeltabs)는 FOSS (Hilleroed, Denmark)의 제품을 사용하였

다. 수분 함량은 수분 건조기(MA 40, Sartorius, Go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회분은 600oC 회화

로에서 직접 회화시켜 회화되기 전 시료의 무게와 회화된

후의 시료의 무게의 차이로 함량을 산출하였다. 조단백질

은 Kjeldahl 법에 의해 분석시료에 분해촉매제와 H2SO4

10 mL를 첨가하여 420oC에서 50분간 가열하여 분해시키

고 Kjeltec 장치(Kjeltec auto sampler system 1035 Analyzer,

FOSS, Hilleroed, Denmark)를 이용하여 조단백질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 자동추출장치인 Soxtec (2050 SOXTEC,

FOSS, Hilleroed, Denmark)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조지방

분석통을 1시간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 후 원통형 여

과지에 분석시료를 넣고 솜으로 위를 덮은 다음 ethyl ether

80 mL를 넣고 Soxtec에 장착하였다. 추출장치의 수기를

130oC에서 20분간 끓이고 40분간 세척, 20분간 회수, 20

분간 건조되도록 조절하였다.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통을

분리하여 흄후드에서 남아있는 ethyl ether를 휘발시키고

100oC의 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30분간 진공방냉하

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조섬유는 AOAC법25)에 의해 조섬

유 분석장치인 Fibertec (FOSS, Hilleroed, Denmark)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1.25% H2SO4과 1.25% KOH를 사용

하여 시료 내 섬유질만을 남긴 후, 회화를 통해 조섬유 함

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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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분석

본 실험에서 추출 및 전처리 과정에 사용한 유기용매인

petroleum ether, diethyl ether, chloroform, toluene, n-

heaxane은 Merck Co. (Kenilworth, NJ, USA)의 GR등급을

사용하였으며 pyrogallol, sodium sulfate anhydrous, BF3-

Methanol, 표준품으로 사용된 Supelco 37 Component

FAME Mix는 Sigma Co. (St Louis, MO, USA), 내부표준

물질 triundecanoin은 Nu-Chek-prep, INC. (Elysian, MN,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지방산 조성 및 함량은 시료 내 지방을 산분해

하여 diethyl ether로 추출하고 BF3-Methanol 용액으로

methyl-ether화하여 gas chromatography (Agilent GC,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료 0.1 g을 마조니

어관에 넣고 내부 표준물질 2 mL과 8.3 M 염산용액 10 mL

를 첨가하고 산화방지를 위하여 pyrogallol (50 mg/mL in

ethanol) 용액 2 mL을 첨가하여 혼합 후 밀봉하였다. 밀봉

된 마조니어관의 용액을 70~80oC 항온수조에서 40분간 분

해시킨 후 실온 냉각하여 에탄올을 첨가하고 petroleum

ether와 diethyl ether를 각각 25 mL씩 첨가하여 5분간 진

탕 추출 하였다. 분해된 용액을 1시간 이상 실온 방치한

후 분리된 상층액을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40oC에서 감

압 농축하였다. 용매가 제거된 농축물에 chloroform 2 mL

과 diethyl ether 3 mL를 첨가하여 재용해하고 질소로 농축

한 다음 7% BF3-Methanol 2 mL과 toluene 1 mL 첨가 후

밀봉 하여 100oC 건조기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실온에서 완전히 냉각 시키고 증류수 5 mL

과 n-heaxane 1 mL을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뒤 정치시켰

다. 수층으로부터 분리된 상등액에 sodium sulfate anhydrous

를 첨가하여 탈수하고 0.45 μm membrane filter에 통과시

켜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26). 

지방산 분석을 위한 column은 SP-2560 (100 m × 0.25

mm, 0.2 μm, Supelco, USA)을 사용하였다. 시료주입기와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er, FID) 온도는 각각 225oC,

285oC, split ratio는 200:1이었다. Carrier gas는 헬륨을 사

용하였으며, flow rate 0.75 mL/min으로 column 온도는

100oC에서 4분간 유지 후, 244oC까지 1분당 3oC씩 승온시

켜 15분간 유지하였다(Table 1).

아미노산 분석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은 시료 내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고 유도체화(ZORBAX

Eclipse AAA,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하여 HPLC (Agilent LC system, Santa Clara, CA, USA)

로 분석하였다(Table 2). 아미노산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Table 1. GC analytical condition of fatty acid 

 Classification Condition

Instrument GC (Agilent GC, Santa Clara, CA, USA)

Detector FID

Carrier gas He

Column SPTM-2560 (100 m × 0.25 mm, 0.20 μm)

Column flow 0.75 mL/min

Injection volume 1.00 μL

spilt ratio 200 : 1

Injection temperature 225oC

Detector temperature 285oC

Oven temperature
100oC (4 min), 208oC (3oC/min),

244oC (15 min)

Table 2. HPLC analytical condition of amino acid

 Classification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LC system

(Agilent GC, Santa Clara, CA, USA)

Injector Auto-sampler

Detector PDA (338 nm, 262 nm)

Column
Capcellpack UG120 C18 (Shiseido, Japan)

(250 × 4.6 mm, 5 μm)

Column temp 40oC

Injection

volume
Injector program

Flow rate 1.5 mL/min

Run time 38 min

Mobile phase
A: 40 mM NaH2PO4 (pH 7.8)

B: ACN : MeOH : d-water (45 : 45 : 10, v/v/v)

 Gradient table

Time (min) Flow rate (mL) %A %B

initial 1.5 95 5

31 1.5 44 56

33 1.5 44 56

34 1.5 0 100

38 1.5 0 100

Derivatization injector program table

1 DRAW 5.0 μL from Borate buffer

2 DRAW 1.0 μL from sample

3 MIX 6.0 μL in air, max. speed, 2 times

4 WAIT 0.5 min

5 DRAW 0.0 μL from d-water (washing)

6 DRAW 1.0 μL from Borate buffer

7 MIX 7.0 μL in air, max. speed, 6 times

8 DRAW 0.0 μL from d-water (washing)

9 DRAW 1.0 μL from FMOC reagent

10 MIX 8.0 μL in air, max. speed, 6 times

11 DRAW 16.0 μL from d-water

12 MIX 24.0 μL in air, max. speed, 6 times

13 IN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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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공전27)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

약으로 2-mercaptoethanol과 sodium citrate는 Sigma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HCl 용액은

Merck Co. (Kenilworth, NJ,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분석 시료 0.1 g에 0.05% 2-mercaptoethanol (w/v)을 함유

한 6 N HCl 10 mL를 첨가하고 드라이 아이스와 에탄올

로 동결한 다음 탈기장치에 장착하였다. 탈기장치에서 융

해, 동결을 반복하여 충분히 탈기시킨 다음 밀봉하여

110 ± 1oC에서 22~24시간 동안 가수분해 하였다. 가수분해

된 시료를 40oC에서 감압, 농축 건조를 반복하여 HCl을

최대한 제거하였다. 농축된 시료에 0.2 N sodium citrate

완충액(pH 2.2) 또는 0.02 N HCl용액을 가하여 재용해하

고 0.45 μm membrane filter에 통과시킨 다음 아미노산 분

석을 위한 유도체화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 분석을 위

한 유도체화 및 HPLC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항산화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Blois28)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반응

에 사용된 시약으로 DPPH 및 ascorbic acid는 Sigma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 용액

0.2 mL에 0.2 mM DPPH 용액 0.8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뒤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FLUOstar

Omega, BGM LABTECH, Ortenberg, Germany)를 사용하

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소거능은 시

료 용액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차이를 백분율

로 나타내었으며 대조구로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ABTS radical 소거활성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ABTS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Pellegrin 등29)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

다. 반응에 사용된 시약으로 ABTS, potassium persulfate,

ascorbic acid는 Sigma Co. (St Louis, MO, USA)의 제품

을 사용하였다. ABTS 반응시약은 7.4 mM ABTS 용액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실온 암소에서 15

시간 방치하여 radical을 형성시킨 다음 실험 직전에 ABTS

용액의 흡광도가 734 nm에서 0.70 ± 0.03이 되도록 에탄올

로 희석하여 조제하였다. 시료 용액 20 μL에 희석된 ABTS

용액 300 μL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20분간 실온 방치한 다

음 ELISA reader (FLUOstar Omega, BGM LABTECH,

Ortenberg, Germany)를 사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시료 용액 첨가구와 무

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대조

구로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항산화물질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내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하여 Folin-ciocalteu reagent

가 환원되어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30).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에 사용된 시약으

로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Na2CO3, tannic acid는

Sigma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

료 용액 0.2 mL에 증류수 1.8 mL를 첨가하고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를 0.2 mL 첨가하여 3분간 반응

시키고, Na2CO3 포화용액 0.4 mL와 증류수 1.4 mL를 첨

가하고 혼합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분광

광도계(Evolution 201, Thermo, Waltham, MA, USA)를 사

용하여 반응액의 흡광도를 76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 tann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색소 1

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정량

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Ja 등31)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 측정에 사용된 시약으로 NaNO2, AlCl3, NaOH,

rutin은 Sigma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

였다. 시료 용액 1 mL에 증류수 4 mL 첨가하고 5% NaNO2

0.3 mL 첨가, 혼합하여 5분간 실온방치 한 다음, 10% AlCl3

0.3 mL 첨가하고 혼합하여 5분간 실온방치 하였다. 반응

후 1 M NaOH 2 mL를 첨가하여 분광광도계(Evolution 201,

Thermo,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반응액의 흡광

도를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rutin을 사용하

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

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정량하였다. 

항당뇨 활성 측정

α-Amylase 저해활성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α-amylase에 대한

저해활성은 starch를 기질로 하여 측정하였다32). 반응에 사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무첨가구의 흡광도
------------------------------–

⎝ ⎠
⎛ ⎞

100×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무첨가구의 흡광도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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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시약으로 α-amylase, starch, 3,5-dinitrosalicylic acid,

sodium potasium tartarate, NaOH, acarbose, potassium

phosphate buffer 조제에 사용된 KH2PO4 및 K2HPO4는

Sigma Co. (St Louis, MO,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

0.5 μL에 pancreatin 기원의 12 unit/ml α-amylase 50 μL와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50 μL를 첨가

하여 혼합한 후 37o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1% starch 용액 100 μL을 가하여 37oC에서 5분

간 반응시키고 DNS 발색시약(3,5-dinitrosalicylic acid and

30% sodium potasium tartarate in 0.5 M NaOH)을 250 μL

첨가한 다음 100oC에서 10분 간 가열하여 발색시켰다. 발

색이 된 반응액을 4oC에서 5분간 냉각하고 이 반응액의 3

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교반한 후 ELISA reader (FLUOstar

Omega, BGM LABTECH, Ortenberg, Germany)를 사용하

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효소 저해활성을 계산하였다. 대조구로는 경구용 혈당강

하제로 쓰이는 acarbose를 사용하였다.

α-Amylase inhibitory activity (%) = 

α-Glucosidase 저해활성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활성은 Lee 등3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

응에 사용된 시약으로 α-glucosidase, pNPG (4-nitrophenyl-

α-D-glucopyranoside), acarbose, potassium phosphate buffer

조제에 사용된 KH2PO4 및 K2HPO4는 Sigma Co. (St Louis,

MO,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 100 μL에 yeast baker

기원의 0.15 unit/mL α-glucosidase 200 μL와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1 mL를 첨가하여 ELISA reader

(UVM-340, ASYS, Engendorf, Austria)를 사용하여 405 nm

에서 흡광도을 측정하고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5 mM pNPG 200 μL를 가하여 37oC에서 20분간 더 반응

시켰다. 최종 반응 후 ELISA reader (FLUOstar Omega,

BGM LABTECH, Ortenberg, Germany)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효소 저

해활성을 계산하였다. 대조구로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쓰

이는 acarbose를 사용하였다.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 = 

Results and Discussion

일반성분 분석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추출물의 수분은 6.90%, 조회분은

7.31%, 조지방은 0.52%, 조단백질은 7.07%인 것으로 나

타났다. 추출물의 조회분 함량은 색소 1호 포엽과 속대 건

조시료에 비하여 조회분 함량이 약 2배~2.8배 정도 높았

으며 조지방의 함량은 건조 포엽 시료의 함량과 유사하였

고 건조 속대 시료에 비하여 약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색소 2호 종실의 일반 성분34)과 비교하였을 때, 색

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조단백질과 조지방은

함량은 색소 2호 종실의 함량보다 낮았으며 조지방의 함

량은 약 10배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지방산 분석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은 palmitic acid (C16: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n-6), linolenic acid (C18:3n-3)이었으며 포화 지

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은 16.67:83.33로 oleic acid

와 linoleic acid가 각각 3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e

등35)의 연구에서 색소 2호 종실의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은 16.09:83.91이었으며 linoleic acid가 50.86%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ole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linolenic aicd 순으로 검출되었다. 국내 육성 옥수수

자식계통, F1과 F2 종실의 지방산 조성은 linoleic acid와

oleic acid가 주요 지방산으로 색소 2호 종실의 지방산 조

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36). Song 등37)의 연구에서 재배

방법 별 흑진주찰의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비율

1
시료 처리구의 흡광도

무처리구의 흡광도
------------------------------
⎝ ⎠
⎛ ⎞

– 100×

1
시료 처리구의 흡광도

무처리구의 흡광도
------------------------------
⎝ ⎠
⎛ ⎞

– 100×

Table 3. General components in husk and cob extracts of ‘Saekso 1’

General 

components (%)
EHCS1)

 Dried samples

Husk Cob Kernel

Carbohydrate 78.20 ± 0.302) 84.52 ± 0.15 81.39 ± 0.44 73.95 ± 0.73

Moisture 06.90 ± 0.03 7.26 ± 0.03 7.97 ± 0.01 8.84 ± 0.03

Crude ash 07.31 ± 0.11 2.60 ± 0.03 3.54 ± 0.04 1.44 ± 0.21

Crude fat 00.52 ± 0.08 0.55 ± 0.10 0.90 ± 0.16 5.46 ± 0.35

Crude protein 07.07 ± 0.09 5.07 ± 0.03 6.20 ± 0.27 10.31 ± 0.14

1)Extracts husk and cob of Saekso 1
2)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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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8:82이었고 주요 지방산은 oleic acid와 linoleic acid

라고 보고되었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의 종류는 옥수수 종실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의 종류수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포화 지방

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 및 주요 지방산이 oleic acid

와 linoleic acid로 검출된 것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옥

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oleic acid와 linoleic acid는 체내 합

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38) 옥수수 종실뿐만 아니라

옥수수의 포엽 및 속대에도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미노산 분석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17종의 아미노산이 분

석되었고 glutamic acid가 전체 아미노산의 29.09%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aspartic acid (22.11%), alanine

(8.93%), lysine (4.77%), valine (4.41%)의 순으로 조성비

가 높았다. 전체 구성아미노산의 51.21%를 차지한 아미노

산은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로 glutamic acid는 체내

알코올 분해과정에서 요구도가 높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고 간의 해독작용을 강화시켜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을

예방하고, aspartic acid는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아미노산 중 lysine, valine, leucine, threonine,

isoleucine, phenylalanine, histidine, methionine, tryptophan

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가 요구되는 필

수 아미노산이며 arginine, tyrosine, cysteine은 성장기 어

린이에게 영양적으로 중요한 준필수 아미노산이다40).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 중 필수 아미노산은 tryptophan

을 제외한 8종이 검출되었으며 전체의 23.08%를 차지하

였고 준필수 아미노산은 전체의 6.74%를 차지하였다. 

Son 등36)의 연구에서 국내 육성 옥수수 자식계통, F1 종

실, F2 종실의 아미노산 조성은 glutamic acid와 leucine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lysine이 함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 QPM (quality protein maize) 계통 및 non-

QPM 계통에서도 lysine의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41). 옥수수의 아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비교적 부족하고 특히 lysine은 옥수수와 같은 화곡류의

제한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육성 옥수수 자식

계통, F1 종실, F2 종실의 lysine의 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권장량인 5.5 g / 100 g

protein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6). 반면, 자색옥수수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lysine의 함량은 120.62 mg

/ 100 g으로 전체 아미노산의 4.77%를 차지하였으며 추출

물의 조단백질 함량 대비 lysine의 함량은 1.70 g / 100 g

protein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옥수수에 비하여 단백질

과 lysine의 함량을 높인 QPM 계통 옥수수 종실의 lysine

의 함량이 전체 아미노산의 1.02%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41),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lysine의 함량은 옥

수수 종실의 lysine 함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항산화 활성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을 통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한 결과

Table 4. Fatty acid contents in husk and cob extracts of ‘Saekso 1’

Fatty acids
% of sum

all fatty acids

Saturated

Lauric acid (C12:0) -

Myristic acid (C14:0) -

Palmitic acid (C16:0)  16.67 ± 0.011)

Stearic acid (C18:0) -

Arachidic acid (C20:0) -

cis-11-Eicosenoic acid (C20:1) -

Monounsaturated
Palmitoleic acid (C16:1) -

Oleic acid (C18:1n-9 cis) 33.33 ± 0.02

Poly-unsaturated
Linoleic acid (C18:2n-6 cis) 33.33 ± 0.02

Linolenic acid (C18:3n-3) 16.67 ± 0.01

1)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Table 5. Amino acids contents in husk and cob extracts of ‘Saekso 1’

Amino acids1)

Contents

mg/100g
% of sum all amino 

acids

Glu 736.08 ± 2.143) 29.09

Asp 559.61 ± 3.15 22.11

Ala 226.00 ± 1.54 8.93

Lys (EAA) 120.62 ± 1.05 4.77

Val (EAA) 111.49 ± 2.48 4.41

Gly 087.66 ± 0.98 3.46

Pro 085.61 ± 0.74 3.38

Leu (EAA) 082.02 ± 1.07 3.24

Ser 080.87 ± 2.06 3.20

Arg 070.96 ± 0.96 2.80

Thr (EAA) 069.30 ± 0.85 2.74

Tyr 066.01 ± 1.65 2.61

Ile (EAA) 065.37 ± 0.85 2.58

Phe (EAA) 054.18 ± 1.09 2.14

His (EAA) 051.37 ± 1.24 2.03

Cys 033.71 ± 0.99 1.33

Met (EAA) 029.85 ± 0.87 1.18

Sum of all amino acids 2497.00 100.00

Sum of EAA2) 548.20 23.08

1)Amino acids abbreviations follow IUPAC standard
2)Sum of essential amino acids
3)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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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6과 같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비교적 안정

적인 free radical인 DPPH가 ascorbic acid, tocopherol,

BHT 등과 같은 항산화제와 반응하여 짙은 보라색에서 노

란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시료 내 항산

화 활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42). ABTS radical 소

거능은 potassium persulfate와 ABTS 양이온 radical이 항

산화제와 반응하여 청록색에서 투명한 하늘색으로 탈색되

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용성과 지용성

물질의 항산화 활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43,44). 색소 1

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1,000 μg/mL에서 95.62%, ABTS radical 소거능은 10,000

μg/mL에서 92,00%로 각각의 radical에 대하여 우수한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같은 추출물을 대상으로 2종류

의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각 radical에 대한 소거

능이 모두 우수하였으나 추출물의 같은 농도처리에서 ABTS

양이온 radical보다 DPPH free radical의 소거능이 우수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DPPH 및 ABTS radical과 반응하는

항산화 성분의 차이로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

물에 함유되어 있는 hydroxyl기를 가진 화합물이 free

radical과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추론된다45,46).

Won 등45)의 연구에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다량 함유된 머

루 과피 추출물이 DPPH 및 ABTS radical의 소거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o 등47)의 연구에서 블루베리

보다 총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았던 상동열매 추출물의

DPPH 및 ABTS radical의 소거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또한, 국내 흑자색미에 속하는 벼 품종의 우수

한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C-3-G 색소농도 의존성을 나

타낸다고 보고되었으며48) Kim 등49)의 연구에서 타 계통보

다 C-3-G 함량이 높았던 일품검정콩의 DPPH radical 소

거활성이 타 품종 대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안토

시아닌의 페놀성 화합물은 활성 산소종을 제거함으로써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0)

본 연구에 사용된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 시료 내 함유되어 있는 주요 안토시

아닌 색소인 C-3-G의 항산화력에 기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99.87 mg/g, 25.02 mg/

g이었다(Table 7). Chung51)의 연구에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는 블랙 초크베리와 블루베리 70% 메탄올 추

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17.20 mg/g, 42.26 mg/g

이었고,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각각 32.50 mg/g, 26.39

mg/g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블랙 초크베리의 총 폴리페놀

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

출물의 함량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블루베리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Park 등52)의 연구에서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고 항산화 효과 및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오미자의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이드

의 함량은 각각 9.53 mg/g, 3.97 mg/g인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오미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

치로 추출물 내 풍부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을 함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anthocyanin을 비롯한 다양

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 존재하는 2차 대사산물로

과일 및 엽채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3).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에 속하는 화합물로 채소류,

곡물, 과일류 등 과 일반 식물의 잎, 꽃, 과실, 줄기 및 뿌

리 등 거의 모든 부위에 함유되어 있다54). 페놀성 화합물

에 존재하는 hydroxyl (-OH)기는 단백질 또는 효소 단백

질, 기타 거대분자들과 같은 여러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

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55). 페놀성 화

합물이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화합물 내 페놀

이 라디칼에 수소원자를 제공하여 유리 라디칼을 안정화

시키기 때문이다56).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은

Table 6.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husk and cob extracts of ‘Saekso 1’

  Contents

(μg/mL)

DPPH radical scavenging (%) ABTS radical scavenging (%)

1 10 100 1,000 IC50
1)

 10 100 1,000 10,000 IC50 

Vit.C 6.42 ± 1.072) 22.91 ± 0.65 97.09 ± 0.16 - 46 13.23 ± 2.33 48.07 ± 1.15 99.74 ± 0.59 - 321

EHCS3) - 6.83 ± 0.95 24.10 ± 0.46 95.62 ± 0.48 460 1.67 ± 0.88 19.19 ± 1.10 63.21 ± 2.64 92.00 ± 1.32 760

1)The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2)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3)Extracts husk and cob of Saekso 1

Table 7.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in husk

and cob extracts of ‘Saekso 1’

Contents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mg/g

EHCS2) 99.87 ± 0.571) 25.02 ± 0.28

1)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2)Extracts husk and cob of Saeks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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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산소종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여 항산화능이 우

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7). 

항당뇨 활성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 추출물의 항당뇨 활성을

α-amylase과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을 통하여 검정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

물의 α-amylase와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추출물 10

mg/mL의 처리농도에서 각각 95.86%, 75.45%이었으며 양

성대조구로 사용된 acarbose의 저해활성과 유사한 값으로

우수한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α-Amylase는 타액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탄수화

물의 α-D-(1,4)-glucan 결합을 분해하고,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의 brush-border에 존재하는 효소로 maltose

나 sucrose를 포도당과 같은 단당으로 분해한다58). 따라서

α-amylase와 α-glucosidase와 같은 효소들의 활성이 억제

되면 소장 내 탄수화물의 소화 및 포도당의 흡수가 지연

되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α-amylase와 α-glucosidase의 저해활성은 혈당수치 상승억

제의 지표로 사용된다59). 현재까지 acarbose를 비롯한 여

러가지 경구용 혈당강하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약물들은 지속적인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60) 이러한 약물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

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천연물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1,62). Kim 등63)의 연구에서 시판되고

있는 흑미의 품종인 흑진주쌀에 비해 C-3-G 함량이 5배

이상 높은 C3GHi 쌀추출물 및 C3GHi쌀 현미의 동결건조

분말이 당뇨 유발 모델에서 혈당 상승을 막고 산화적 손

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64)의 연구에서 C-

3-G가 acarbose에 비하여 α-amylase와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혈당 조절제로서의 가능

성을 시시하였다. 천연물질 중 항당뇨 활성이 있는 화합

물의 대부분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65) 본 연구결과,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과 항당뇨 활성을 가진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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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색소 1호 포엽과 속대 추출물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항산화 및 항당뇨 활성을 검정하여 향후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되

었다. 색소 1호 포엽과 속대 추출물의 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질은 각각 6.90%, 7.31%,

0.52%, 7.07%이었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

의 지방산은 palmit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

은 83.33%이었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물의

구성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glutamic acid, aspartic

acid 등을 포함한 총 17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glutamic acid의 함량이 736.08 mg / 100 g으로 가장 높

았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95.62% (1,000 μg/mL), 92.00%

(10,000 μg/mL)이었으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각각 99.87 mg/g, 25.02 mg/g이었다.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α-amylase 및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추출물 10 mg/mL의 처리농도에서 각각 95.86%, 76.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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