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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at seed juice was prepared with carrots, safflower seeds, evening primrose seeds, whole buckwheat,
sesame, and oats, which was the main ingredient and has various functions. The potential of this juice as a novel
functional meal replacement was assessed. The final amount of oats added was 60 g based on the combined results
of total phenolic content (TPC), total flavonoid content (TFC), and β-glucan content. Nutrient and mineral content
analysis revealed higher contents in naked oat seed juice, whereas vitamin analysis indicated higher levels in hulled
oat seed juice. Both hulled and naked oat seed juices showed high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ti-skin aging and anti-diabetic
activities were also observed, as indicated by high correlations with TPC, TFC, DPPH radical scavenging,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s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onsumption of oat seed juice,
an in vitro digestion model was used.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increases in TPC and TFC antioxidant contents
after digesti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nd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digest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excellent quality characteristics and
increased active ingredient contents of oat seed juice based on evaluation of an in vitro diges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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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 있는 β-glucan과 같은 식이섬유와 기능성 단백질, 지방,
전분, 피토케미컬 등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의 시장은

알려짐에 따라 최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Boz, 2015).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 고령화 등의

체내 이용률이 높은 귀리의 β-glucan은 배유 및 호분층의

다양한 영향으로 인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

세포벽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품종에 따라 함량은 다르지만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계층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반적으로 4.5~5.5%정도 함유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생리

가정간편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초기에는 간편하고 시간 대

활성이 우수한 수용성 β-glucan은 총 β-glucan의 약 80%

비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영양과 건

를 차지하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식후 당

강 및 맛을 중점으로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하였다

류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 인슐린의 분비 조절을 도와준다

(Jun, 2017).

(Wood, 2010; Park 등, 2005). 또한 귀리에는 전분이 약

귀리(Avena sativa L.)는 볏과(Gramineae)에 속하는 곡

60%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RDS,

물이며 탈곡하여도 겉껍질이 종실에 붙어있는 겉귀리(hulled

rapidly digestible starch)이 약 7%,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

oat)와 겉껍질이 쉽게 제거되는 쌀귀리(naked oat)로 나뉜

(SDS, slowly digestible starch)이 약 22%, 저항성 전분(RS,

다. 귀리의 소비량은 쌀과 밀에 비해 낮으나 귀리가 함유하

resistant starch)이 약 25%로 존재한다. 이중에서 SDS는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RS는 비만,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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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대장암 및 결장암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asane 등, 2015).
귀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귀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항산화 성분인 avenant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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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e는 항산화, 항염증 및 항아토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표준물질로 quercetin(Sigma-Aldrich Co.)을 이용하여 표

려져 있다. 또한, 귀리에 함유된 phenolic acid에는 ferulic,

준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 TFC를 구하였다.

p-coumaric, caffeic, vanillic, hydroxybenzoic acid 등이
있으며 이 중 귀리 겨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ferulic acid가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

함유되어 있다. 이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 효과, 혈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1958)의 방법을 응용하

당 강하 효과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여 측정하였다. DPPH 용액은 1.5 mM DPPH를 제조하여

져 있다(Peterson, 1998; Ham 등, 2016).

10배로 희석한 뒤 사용하였다. 분석용액 200 μL에 DPPH

착즙주스는 착즙방식에 따라 영양성분, 유효성분 등 품질

용액 600 μL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차광조건에서 30분간

특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뿔 스크류를 이용

반응시켰다. 그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하여 다단식 압착 착즙으로 정밀 분쇄가 가능한 저속 착즙기

광도를 측정하였다.

를 이용하여(Park 등, 2019) 귀리, 당근, 홍화씨, 달맞이꽃
씨, 통메밀 및 참깨를 혼합한 오트 씨앗즙을 제조하였다. 그

일반성분, 총 식이섬유 및 β-glucan 함량 분석

다음 항산화, 피부노화 억제, 항고혈압, 항당뇨 활성을 측정

겉귀리와 쌀귀리 씨앗즙의 일반성분 함량, 총 식이섬유

하였으며, in vitro digestion 모델을 통해 소화 과정에 따른

및 당류 분석은 식품공전(MFDS, 2020)의 방법에 따라 분석

활성 변화를 관찰하여 기능성 대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평

하였고, 수분 함량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 함량

가하였다.

은 자동질소 정량분석기(Kjeltec Auto 2300, Foss, Eden
Prairie, MN, USA)를 이용한 Micro-Kjeldahl법, 조지방 함

재료 및 방법

량은 산분해법, 조회분 함량은 직접회화법, 총 식이섬유는
효소-중량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당류 분석은 HPLC

실험재료 및 착즙

(Agilent1100,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겉귀리와 쌀귀리는 정읍명품귀리(Jeong-

당류를 정량하였다. β-Glucan 함량은 Megazyme β-glu-

eup, Korea)에서 구매하였으며, 당근, 홍화씨(Carthamus

can assay kit(Megazyme, Bray, Ireland)을 이용하여 분석

tinctorius, India), 달맞이꽃씨(Oenothera erythrosepala,
China), 통메밀(Fagopyrum esculentum, China) 및 참깨
(Sesamum indicum, India)는 아름다운 농원(Seoul, Ko-

하였다.

Collagenase 저해 활성

rea)에서 구매하였다. 본 연구의 오트 씨앗즙은 Park 등

Collagenase 저해 활성은 Mansauda 등(2018)의 방법을

(2017)의 혼합 씨앗즙을 응용하여 당근 400 g과 각각 10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Tricine buffer(pH 7.5) 50 μL에 겉

g의 달맞이꽃씨, 메밀, 참깨 및 홍화씨와 함께 귀리 투입량

귀리와 쌀귀리 씨앗즙 각 50 μL와 collagenase(1 mg/mL,

을 달리하여 쌍기어방식의 저속 녹즙기(Angelia 8000SS,

Sigma-Aldrich Co.) 50 μL를 첨가한 뒤 N-[3-(2-Furyl)

Angel Co., Ltd., Busan, Korea)를 사용하여 착즙하였다.

acryloyl]-Leu-Gly-Pro-Ala(0.48 mg/mL, Sigma-Aldrich
Co.) 50 μL를 첨가하여 25°C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총 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TPC, total phenolic content) 및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TFC, total flavonoid content) 측정은 Folin과

Elastase 저해 활성

Denis(1912), Davis(1947)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Elastase 저해 활성은 Kraunsoe 등(1996)의 방법을 응

TPC는 각 분석용액 500 µL와 0.1 N Folin-Ciocalteu’s

용하여 측정하였다. 겉귀리와 쌀귀리 씨앗즙 각각 80 μL,

phenol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porcine pancrease elastase(2.5 U/mL, Sigma-Aldrich

500 µL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3분간 방치한 뒤, 10% Na2CO3

Co.) 80 μL를 혼합한 뒤 N-succinyl-(L-Ala)3-ρ-nitro-

500 µL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anilide(0.5 mg/mL, Sigma-Aldrich Co.) 160 μL를 첨가하

후 원심분리기(LABOGENE,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분광광도계를 이용

1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회수한 뒤

하여 44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분광광도계(Multiskan Go, Thermo Scientific, Vantaa,
Finland)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ACE 저해 활성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이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Angiotensin Ⅰ-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은

작성한 다음 TPC를 구하였다. TFC 측정은 각 분석용액 60

Cushman과 Cheung(1971)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석하였

µL와 diethylene glycol 600 µL 및 1 N NaOH 60 µL를

다. 분석용액 25 μL에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

혼합하여 37°C의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75 μL와 기질인 N-hippuryl-histidyl-leucine(HHL) 50 μL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를 혼합한 후 ACE 조효소액 10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오트 씨앗즙의 이화학적 특성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효소반응의 종결을 위해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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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HCl 250 μL를 첨가한 뒤 ethyl acetate 용액 1.3 mL를 첨가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응용

한 다음 충분히 혼합하여 원심분리하였다(12,000×g, 4°C,

하여 수행하였다. 7.4 mM 2,2′-azino-bis(3-ethylbenzo-

5분). 이후 상등액 1 mL를 채취하여 120°C에서 15분간 가

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ABTS, Sig-

열하였고, ethyl acetate를 모두 제거한 후 증류수 1 mL를

ma-Aldrich Co.) 용액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Duksan Pure Chemical Co., Ltd.)를 혼합하여 차광조건으

다.

로 4°C에서 18시간 반응시켜 ABTS 라디칼을 생성시킨 다
음 흡광도 값이 734 nm에서 1.5 이하가 되도록 희석하여

α-Amylase 저해 활성

사용하였다. 각 소화물 50 μL와 ABTS 용액 1 mL를 혼합하

α-Amylase 저해 활성은 Hwang 등(2014)의 방법을 응

여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용액 50 μL에 α-amylase from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소화물 대신 증류수를 이용하여 동일

porcine pancrease(0.6 U/mL) 250 μL와 200 mM potas-

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ABTS 라디

sium phosphate buffer(pH 6.8) 250 μL를 첨가하여 혼합

칼 소거능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한 후, 37°C에서 5분간 pre-incubation한 뒤 0.5% starch
50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환원력 측정

DNS 발색시약 500 μL를 첨가하고 100°C에서 10분간 가열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는 Benzie와

한 다음 얼음을 이용하여 냉각시켰다. 이후 증류수로 희석하

Strain(199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FRAP reagent

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50 μL와 각 소화물 250 μL를 혼합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원심분리(12,000×g, 4°C, 5분)를 수행한

α-Glucosidase 저해 활성

다음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fer-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Hwang 등(2014)의 방법을

rous sulfate(FeSO4･7H2O, Junsei Chemical Co., Ltd., To-

응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용액 50 μL에 α-glucosidase

kyo, Japan)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μM FeSO4

(0.3 U/mL) 50 μL와 67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equivalent/g으로 표시하였다.

(pH 6.8) 50 μL를 첨가하여 혼합하였고, 37°C에서 5분간
pre-incubation한 뒤 10 mM p-nitrophenyl-α-D-gluco-

SOD 유사 활성 측정

side solution 10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시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 활성은 SOD assay

켰다. 이후 1 M Na2CO3 7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

kit(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Kumamoto, Japan)

킨 다음 p-nitrophenyl-α-D-glucoside로부터 유리되어 나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소화물 40 μL에 WST-1 solu-

오는 p-nitrophenol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tion 400 μL와 enzyme solution 40 μL를 첨가하여 충분히

측정하였다.

혼합한 후 40°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In vitro 소화 시험
In vitro 소화 시험은 Attri 등(2017)의 방법을 변형하여

통계처리

진행하였다. Pepsin-HCl solution은 NaCl(8.0 g/L)(Sam-

모든 분석은 3회 이상 수행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

chun Pure Chemical Co., Ltd., Pyeongtaek, Korea)과

였다.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는 SPSS(version 20.0 for Win-

pepsin(1.2 g/L, Sigma-Aldrich Co.)을 혼합하여 35% HCl

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Korea)로 pH

분산분석(one-way ANOVA)의 Duncan’s multiple range

를 1.2로 조정하여 제조하였다. Pancreatin solution은 0.1

test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in vitro

M phosphate buffer(pH 7.5)에 0.94 g/L pancreatin sol-

소화 시험에서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관계는

ution(Sigma-Aldrich Co.)을 첨가하여 녹인 후 pH를 7.5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조정하여 제조하였다. 각 오트 씨앗즙 5 mL에 pepsin-HCl
solution 20 mL를 첨가하고 37°C에서 1시간 동안 위장 소

결과 및 고찰

화시켰다. 이후 소화액 5 mL에 pancreatin solution 8 mL
를 첨가하여 37°C에서 2시간 동안 소장 소화를 진행하였다.

오트 씨앗즙에서 귀리의 최적 투입량 결정 및 제조

대조군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소화 과정을 거치도록

귀리의 투입량(10~70 g)을 달리하여 제조한 씨앗즙(이

수행하였다. 각 소화 단계별로 시료를 일정량 회수하여 -20

하 오트 씨앗즙)의 항산화 분석을 통해 귀리의 최적 투입량

°C에서 보관하며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귀리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TPC, TFC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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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PC and TFC of oat seed juice according to added oat amount
Content

10 g

20 g

30 g

40 g

50 g

60 g

70 g

HOSJ

TPC
TFC

106.2±2.71a
27.5±0.04a

109.4±0.32b
29.0±1.77a

113.5±0.93c
28.3±1.19a

114.1±1.21c
31.7±0.42b

115.4±0.25c
32.9±1.17b

124.6±0.44d
33.5±1.37b

124.2±0.25d
28.2±2.35a

NOSJ

TPC
TFC

105.4±5.03a
25.7±0.87a

108.9±7.01a
25.9±0.24a

121.1±4.49b
32.0±1.48b

122.0±0.37b
36.0±1.30c

127.3±2.08bc
36.5±1.24c

130.3±1.43c**
39.0±0.64d**

127.6±1.11bc
36.9±0.20c

The oat seed juice was prepared by extracting with low-speed juicer for green vegetable juice. The mixture ratio for materials
was composed with carrot (400 g), safflower seed (10 g), evening primrose seed (10 g), whole buckwheat (10 g), sesame (10 g),
and indicated amount of oat.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TPC: total phenolic content, calculated as mg GAE (gallic acid equivalents)/100 g sample.
TFC: total flavonoid content, calculated as mg QE (quercetin equivalents)/100 g sample.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using Student’s t-test.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PC의 경우에는 겉귀리의 투입

는 수분 다음으로 탄수화물, 조단백, 조지방 순으로 함량이

량이 60 g 이상일 때부터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쌀귀

나타냈으며 쌀귀리 씨앗즙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조지방, 조

리의 경우에는 투입량이 70 g일 때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단백 순으로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3). 귀리는 탄수화물

확인하였다. TFC의 경우에는 겉귀리의 투입량이 40 g 이상

및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밸런스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일 때부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투입량이 70

며 그중에서도 면역과 관련된 단백질인 globulin이 단백질

g일 때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쌀귀리 또한 투입

함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귀리에 존재하는 지방산 중에서

량이 70 g일 때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는 불포화 지방산이 79~9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미네

결과적으로 TPC 및 TFC의 결과를 통해 귀리 최적 투입량

랄, 비타민 및 피토케미컬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Rasane

을 60 g으로 선정했으며, 60 g의 귀리 투입량을 기준으로

등, 2015).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식품에 함유된 당류보다

쌀귀리 씨앗즙이 겉귀리 씨앗즙보다 TPC와 TFC가 유의적

는 식품을 가공 또는 조리할 때 첨가하는 당류의 섭취량이

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P<0.01). β-Glucan은 장내 미

많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한국인 성인남녀의 영양소 섭취기

생물의 기질로서 장의 이완을 촉진시켜 영양소 소화 및 흡수

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일 총 당류 섭취기준을 총 에너지

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Rasane 등, 2015), TPC,

섭취량(2,000 kcal)의 10~20%(200~400 kcal)로 제시하

TFC와 마찬가지로 귀리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증

고 있으며, 오트 씨앗즙 100 mL에 함유된 당류는 약 15.6~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하지만 겉귀리, 쌀귀리

18.2 kcal(3.9~4.5%)로 낮게 나타내었다(Lee 등, 2014).

모두 투입량이 60 g 이상일 때부터 통계상의 유의적인 차이

Park 등(2019)의 연구에서 쌍기어 방식으로 착즙된 당근주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귀리 투입량이 60 g일 때 기준으로

스의 인 함량은 38.01 mg/100 g으로 오트 씨앗즙과 비교했

쌀귀리 씨앗즙이 겉귀리 씨앗즙보다 β-glucan 함량 유의적

을 때 오트 씨앗즙이 약 2.2배~2.3배 높은 인 함량을 나타내

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P<0.001). 따라서 TPC, TFC

었다. 오트 씨앗즙의 칼슘 함량 또한 당근주스에 비해 약

및 β-glucan의 결과를 종합하여 귀리의 최적 투입량을 60

1.4~1.9배 증가하였으며, 겉귀리 씨앗즙에 비해 쌀귀리 씨

g으로 결정하였다.

앗즙의 칼슘 함량이 약 1.3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오트
씨앗즙의 비타민 B군의 함량 또한 당근주스에 비해 높은

오트 씨앗즙의 영양성분, 미네랄 및 비타민 함량 분석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당근주스 섭취 시 부

오트 씨앗즙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착즙 특성상 수

족한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을 당근, 귀리 및 씨앗

분이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였다. 겉귀리 씨앗즙의 경우에

4종을 혼합하여 착즙한 오트 씨앗즙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적

Table 2. β-Glucan of oat seed juice according to added oat amount
Content
HOSJ
NOSJ

10 g

20 g
a

0.02±0.001
0.03±0.002a

30 g
b

0.03±0.002
0.05±0.003b

40 g
c

0.05±0.002
0.08±0.003c

50 g
d

0.07±0.005
0.10±0.006d

60 g
e

0.10±0.005
0.15±0.004e

70 g
f

0.13±0.001
0.22±0.001f***

0.14±0.002f
0.23±0.001f

The oat seed juice was prepared by extracting with low-speed juicer for green vegetable juice. The mixture ratio for materials
was composed with carrot (400 g), safflower seed (10 g), evening primrose seed (10 g), whole buckwheat (10 g), sesame (10 g),
and indicated amount of oat.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β-Glucan: g/100 mL sample.
Different letters (a-f)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using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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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al composition of the oat-seed juice
Composition
Calorie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Moisture
Total dietary fiber

General
composition

Unit

HOSJ

NOSJ

kcal/100 g
%
%
%
%
%
g/100 g

98.50±0.19
13.39±0.06
3.74±0.04
3.58±0.05
1.01±0.03
78.28±0.18
1.54±0.01

110.66±0.55***
16.69±0.01***
3.56±0.03**
3.88±0.03**
0.93±0.01**
74.94±0.11***
1.83±0.02**

%
%
%
%
%

0.82±0.13
0.69±0.10
ND
ND
2.41±0.33

1.09±0.15
0.78±0.13
ND
ND
2.67±0.34

Glucose
Fructose
Maltose
Lactose
Sucrose

Sugar

Mineral

Phosphorus (P)
Calcium (Ca)
Potassium (K)
Iron (Fe)

mg/100
mg/100
mg/100
mg/100

g
g
g
g

82.86±0.72
31.27±0.51
293.65±3.16
1.44±0.05

88.76±0.91*
41.93±0.29**
294.58±10.45
1.34±0.11

Vitamin

β-Carotene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3

mg/100
mg/100
mg/100
mg/100

g
g
g
g

22.225±0.910
0.053±0.004
0.034±0.000
0.326±0.004

21.352±0.107
0.046±0.005
0.030±0.001
0.284±0.008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ND: not detected.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of each sample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using Student’s t-test.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 없었으나, 100%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80%
이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 또

오트 씨앗즙의 항산화 활성 측정

한 6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자유라디칼을 소거할 수 있는 화합물 또는 과산화물 생성

를 통해 오트 씨앗즙이 자유라디칼을 소거함으로써 활성산

억제 물질과 같은 항산화제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적 손

소로 인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

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로 기대된다. 활성산소는 생체 내 세포를 구성하는 지질, 단

유발되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 등, 2019).

백질, DNA의 산화 및 피부 진피 내 MMP-1(matrix metal-

따라서 오트 씨앗즙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

loproteinase-1) 등의 단백질 가수분해효소의 발현을 증가

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겉귀리와 쌀귀리 씨앗즙 간의 항산화

시켜 매트릭스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절단 및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Fig. 1).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비정상적인 교차결합을 유발함으로써 피부 노화를 촉진하

ABTS 라디칼 소거능 모두 오트 씨앗즙 간의 차이는 확인할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8). 이에 따라 라디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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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radical scavenging .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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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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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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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ach oat-seed juice.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of each samples. Different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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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B)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of each oat-seed juice.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of each samples. Different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소거능을 갖는 오트 씨앗즙을 이용하여 피부노화 억제 활성

귀리 씨앗즙 모두에서 r2=0.9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

을 측정하였다.

타내었다(data not shown). 이는 오트 씨앗즙이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가짐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오트 씨앗즙의 피부노화 억제 활성

피부노화 촉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결합조직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릴린 등이 있으
며, 그중에서도 콜라겐이 진피층의 90% 이상 차지한다. Col-

오트 씨앗즙의 ACE 저해 활성 측정

lagenase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결합조직을 파괴하여 주

귀리의 배유 및 호분층의 세포벽에는 고분자인 β-glucan

름과 탄력저하 및 피부 처짐을 야기한다. Elastase는 진피

및 단백 다당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질환 개선 및

내에서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인 엘라스틴을 분해하

항고혈압 등의 생리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는 효소로 주름 형성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이다(Hwang 등,

등, 2016). ACE는 불활성형인 angiotensin Ⅰ의 C 말단에

2012). 따라서 collagenase 및 elastase의 활성을 저해함으

존재하는 His-Leu를 절단하여 혈관벽의 수축작용을 하는

로써 피부노화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오트 씨앗즙의 colla-

angiotensin Ⅱ를 생성하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bradykinin

genase 및 elast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오트

을 불활성화시키는 효소이며 ACE 저해제는 ACE의 작용을

씨앗즙의 collagenase 및 elastase 저해 활성은 Fig. 2에

저해함으로써 혈압을 감소시킨다(Kim 등, 2019). 따라서 본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EGCG는 1 mg/mL의

연구에서는 항고혈압 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귀리

농도에서 60.2%의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나타냈으며,

가 첨가된 오트 씨앗즙의 항고혈압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쌀귀리 씨앗즙은 100% 농도에서 61.9%의 collagenase 저

ACE 저해 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ACE 저해 활성은 Fig.

해 활성을 나타내어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
다. 오트 씨앗즙 간의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비교해보면
활성이 다소 높게 나타내었다. Elastase 저해 활성의 측정
결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EGCG는 1 mg/mL의 농도에
서 49.6%의 elast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겉귀리 씨앗
즙의 경우는 50%의 농도에서부터 양성대조군보다 elastase 저해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냈으며, 쌀귀리 씨앗
즙의 경우에는 50%의 농도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활성을 나
타내었다. 두 종류의 오트 씨앗즙 100%의 농도에서 양성대
조군과 비교했을 때 81% 이상의 높은 elast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겉귀리 씨앗즙과 쌀귀리 씨앗즙 간에는 50%
농도에서부터 유의적인 저해 활성 차이를 나타냈으며 겉귀
리 씨앗즙이 비교적 높은 elast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TPC, TFC,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DPPH 라디칼 소거능과의 상관계수는 겉귀리 씨앗즙과 쌀

20.0

ACE inhibitory activity (%) .

100%의 농도에서 쌀귀리 씨앗즙이 겉귀리 씨앗즙보다 저해

16.0
e
d

12.0

c

8.0

b

4.0

a

a
0.0
10%

50%
HOSJ

100%

10%

50%

100%

NOSJ

Fig. 3. Angiotensin Ⅰ-converting enzyme inhibitory activity of
each oat-seed juice.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of each samples. Different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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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나타내었다. 겉귀리 씨앗즙과 쌀귀리 씨앗즙을 비교하

과 쌀귀리 씨앗즙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면 50% 및 100%의 농도에서 쌀귀리 씨앗즙이 겉귀리 씨앗

100%의 농도에서 각 60%, 58%의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

즙보다 유의적으로 ACE 저해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었다. α-Amylase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가수분해하는데

(P<0.05). 다만, 100%의 농도에서 겉귀리 씨앗즙와 쌀귀리

가장 먼저 작용하는 소화효소로 α-amylase의 활성을 저해

씨앗즙이 각각 10.8%, 13.1%의 ACE 저해 활성을 나타내는

함으로써 소화속도를 낮추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항고혈압 활성을 갖는 것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을 측정한

알려진 귀리를 이용하여 오트 씨앗즙을 제조했으나 ACE 저

결과, 100%의 농도에서 겉귀리 씨앗즙과 쌀귀리 씨앗즙 간

해 활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록 α-amylase의 저해
활성에 비해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이 다소 낮았으나,

오트 씨앗즙의 항당뇨 활성 측정

오트 씨앗즙을 섭취함으로써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데

α-Amylase 및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혈당수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지표이며 항당뇨 활성 측정법으로 이용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오트 씨앗즙의 항
당뇨 활성과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있다. 소장에서 소화 과정 중의 전분은 α-amylase 및
α-glucosidase에 의해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되고

In vitro 소화 모델을 통한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

흡수되어 식후 혈당을 상승시키는데 이 효소들의 활성을 저

오트 씨앗즙의 섭취 시 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체내에서

해함으로써 전분의 분해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

항산화 성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오트 씨앗즙에 대한 in

할 수 있다(Oh 등, 2010). 오트 씨앗즙의 α-amylase, α-

vitro 소화 모델에서 위장과 소장의 소화 단계에 따른 TPC

glucosidase의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

와 TFC의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5). 귀리는 페놀 화합물

었다. α-Amyl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겉귀리 씨앗즙

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약 40종의 서로 다른 유형

10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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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60.0

40.0
b

b

20.0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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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 .

α-Amylase inhibitory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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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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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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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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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α-Amylase inhibitory activity, (B)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each oat-seed juice.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of each samples.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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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phenolic content (TPC) and total flavonoid content (TFC) of oat-seed juice at different phases of in vitro digestion.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Data are mean±SD of at least three replicates of each samples.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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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venanthramide들은 귀리의 항산화 물질로 크게 주목받
고 있다(Boz, 2015). 오트 씨앗즙의 TPC와 TFC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소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함량이 증가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소장 소화까지 거친 후에는 소화전과 비
교해 겉귀리 씨앗즙은 TPC와 TFC 모두가 약 1.7배씩 증가
하였다. 또한 쌀귀리 씨앗즙의 경우는 TPC가 약 1.8배,
TFC가 약 2.3배 증가하였다. TPC는 100%의 농도에서 겉
귀리 씨앗즙와 쌀귀리 씨앗즙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
으며 TFC는 겉귀리 씨앗즙에서 다소 높게 나타내었다.
오트 씨앗즙의 소화 과정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서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및 SOD 유사활성
을 측정하였다. 오트 씨앗즙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
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모든 농도에서 소화 과정
을 거치기 전보다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ABTS 라디칼 소거
능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겉귀리 씨앗즙의
경우에는 소화전보다 소화 후 약 2.2~3.2배, 쌀귀리 씨앗즙
의 경우에는 소화 후 2.4~3.5배가 증가하였다. FRAP assay
는 직접적으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electron transfer에 기초한 방법으로 ferric tripyridyltriazine
(Fe3+-TPTZ)을 ferrous tripyridyltriazine(Fe2+-TPTZ)으
로 환원시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FRAP assay를
통해 오트 씨앗즙의 환원력을 조사한 결과, 두 종류의 오트
씨앗즙 모두에서 소화를 거치기 전보다 위장 및 소장의 소화
를 거침에 따라 환원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소화
전보다 위장 소화 후에 환원력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장
소화 후에는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일부 감소하였다(Table
4). SOD는 생체 내에서 superoxide radical(O2･-)을 과산
화수소로 분해하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로 산화방지 및 노화
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D 유사
활성 측정 결과도 ABTS 라디칼 소거능과 FRAP assay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생체 내에서 소화과정을
거치면서 산화방지 및 노화방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겉귀리 씨앗즙과 쌀귀리 씨앗즙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TPC, TFC,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FRAP 활성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
는 귀리에 존재하는 페놀 성분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
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Wootton-Beard
등(2011)과 Thaipong 등(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Table 5). 이에 반해 TPC, TFC 및 SOD 유사활성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항
산화 활성에 관여하는 성분인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외에 많은 성분이 관여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및 SOD 유사활성 모두가 위장 소화를
거치면서 소화전보다 활성이 크게 증가했다가 소장 소화를
거친 후 활성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식이성 폴리페놀이 위장 소화를 거치는 동안에
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소장 소화에서는 pH의 변화에
따라 유효 성분이 분해되거나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각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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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antioxidant activities by in vitro digestion
Content

TPC

TFC

ABTS

FRAP

SOD-like

HOSJ

TPC
TFC
ABTS
FRAP
SOD-like

1
0.996
0.944
0.862
0.577

0.996
1
0.911
0.815
0.504

0.944
0.911
1
0.869**
0.850**

0.862
0.815
0.869**
1
0.911**

0.577
0.504
0.850**
0.911**
1

NOSJ

TPC
TFC
ABTS
FRAP
SOD-like

1
0.987
0.933
0.916
0.362

0.987
1
0.978
0.968
0.505

0.933
0.978
1
0.886**
0.840**

0.916
0.968
0.886**
1
0.983**

0.362
0.505
0.840**
0.983**
1

HOSJ, hulled oat-seed juice; NOSJ, naked oat-seed juice.
TPC: total phenolic content, TFC: total flavonoid content,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SOD: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us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Ryan과 Prescott, 2010).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오트 씨앗즙은 소화전과 비교하여 소
화 후에 생체 내 유효성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에 따라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귀리를 주원료로 하여 당근,
홍화씨, 달맞이꽃씨, 통메밀 및 참깨를 첨가해 복합 씨앗즙
을 제조하고, 기능성 대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새
로운 식품형태의 섭취를 제안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귀리
투입량은 TPC, TFC 및 β-glucan 함량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60 g으로 결정하였다. 영양성분과 미네랄 함량을 분석
한 결과, 쌀귀리 씨앗즙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비타민
분석에서는 겉귀리 씨앗즙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겉귀
리 씨앗즙과 쌀귀리 씨앗즙 모두에서 높은 DPPH,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피부노화 억제 및 항당뇨 활
성 또한 항산화 활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오트 씨앗즙의 섭취에 따른 활성의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해 in vitro 소화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 TPC, TFC는 소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화전보다
소화 후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및 SOD 유사 활성 또한 소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화전보다 소화 후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트 씨앗즙의 우수한 품질 특
성 및 체내 소화 과정에 따른 유효 성분들의 증가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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