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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Amaranth)

아마란스(Amaranth)는 비름과(Amaranthus spp. L.)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식물학 으로 옥수수, 귀리, 벼, 

과 같은 단자엽 식물이 아니고 자엽 식물이다. 지구상에 

략 60여종이 존재하는데, 단지 몇 종만이 종실용으로 

재배되고 있고 나머지는 부분 잡 종이다. Aztec과 

Inca시 에 그들의 주식작물이었으며, 종실, 어린잎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양 생리학 으로 구성성분이 우수하

여 최근 유망한 식품신소재작물로 심을 끌고 있다.

아마란스는 분류학상 화곡류(cereal)로 분류되지 않으

나 일반 곡류와 성질이 비슷하고 쓰이는 용도도 유사하여 

pseudocereal(Amaranth, Quinoa, Buckwheat)로 불리워

지며, 백립 은 약 0.55 g으로 매우 작으며 종자의 형태를 

보면 배가 고리처럼 배유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데, 주로 고리 모양의 배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축 되어 

있고 배로 감싸져 있는 외배유에 분이 축 되어 있다. 

주로 종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종실을 parching, roasting, 

popping시켜 후 이크(flakes), 곡류 가공제품(cereal- 

based food)의 첨가제와 잡곡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남미

를 비롯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아마란스는 48～69%의 분을 함유하며 분 입자의 

크기는  분 입자보다 더 작은 1～4 μm로 분  가장 

작아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마란스는 곡류에 

비해 지방질의 함량이 높고 불포화도가 높은 양질의 지방

산을 함유하며, lysine과 황 함유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아

미노산 조성이 뛰어난 단백질을 15～16% 함유하는 우수

한 곡류 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 신

소재로 가공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마란스는 Ca, Fe, Mg, Zn 등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Table 1). Fe함량은 보다 4배 높으며 철분제제

와 함께 섭취시 체내 철분 흡수의 상승(vehicle 작용)효과

도 보고되었다. 특히 스쿠알 , 토코트리에놀, 비 발효성 

식이섬유, 인지질, 틴, 기타 항산화 성분 등 다수의 유용

한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기능성을 이용하기 

한 제품 개발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 원

산지인 남미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도 

경쟁 으로 새로운 연구소재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아마란스의 스쿠알 은 종실의 0.34%, 총 지방의 

4.6～8%의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며 피부화장품, 컴퓨터디

스켓의 매활제 등 공업  용도와 함께 식품용도에서는 식

물성 스쿠알 으로서의 여러 장 이 보고되었다. 국내에

서는 본 자가 아마란스 종실에서 고순도 식물성 스쿠알

을 량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 특허출원 

되었으며 추출된 아마란스 스쿠알 과 동물성 스쿠알

의 콜 스테롤 하 효과에 한 동물(rats) 비교 실험에

서 동물성 스쿠알 은 청 콜 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향이 미비한 반면 아마란스 스쿠알 은 유의하게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 다. 고려  생명공학원에서 실시한 실험

에서는 고콜 스테롤 식이를 여시킨 Sprague Dawley

계 수컷 흰쥐에서 아마란스종자, 아마란스유의 청, 간에

서의 지질개선효과를 알아보기 한 4주간 식이 실험을 

한 결과에서 아마란스종자, 아마란스유 처리군이 조군

에 비해 청 총콜 스테롤, triglyceride를 낮추어주는 효

과를 확인하 다. 한편 체내지질 사 효과가 섬유소에만 

기인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아마란스 스쿠알 과 동

물성 스쿠알 으로 7일 동안 1일 1회 복강투여 비교실험

에서 아마란스 스쿠알 이 청 총콜 스테롤, trigly-

ceride, LDL-콜 스테롤을 간의 triglyceride와 총콜 스

테롤을 낮추어 주어 동물성 스쿠알 의 미미한 효과에 비

해 월등한 효과를 보 다. 이 결과 아마란스는 높은 스쿠

알  함량의 향으로 청, 간에서의 지질 하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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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grains (USDA & National Research Council)

Grain type
Protein

(%)

Lysine

(%)

Carbohydrate

(g/100 g)

Calcium

(mg/100 g)

Iron

(mg/100 g)

Phosphorus

(mg/100 g)

Amaranth

Corn

Rye

Buckwheat

Wheat

Rice

Milk, human

16

9

13

12

10

7

3.5

0.85

0.25

0.40

0.58

0.35

0.27

0.49

63

74

73

72

71

77

5

162

20

38

33

41

32

118

10.0

 1.8

 2.6

 2.8

 3.3

 1.6

trace

455

256

376

282

372

360

 93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이들 효과의 기 을 밝히는 

실험에서 아마란스 스쿠알 의 지질 사 개선효과는 배

설  콜 스테롤 합성과 분해에 모두 향을 받고, 합성

보다는 분해과정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스트렙토조토신을 이

용한 당뇨를 유발시킨 후에 스쿠알 이 다량 함유된 아마

란스종실과 아마란스유의 당과 지질의 개선효과를 보

는 실험(고려  생명공학원)에서 한 당뇨 조군에 비

해 당 해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지단백농도는 당뇨 

조군에서 VLDL과 LDL-콜 스테롤이 유의 으로 증가

되었으나 아마란스와 아마란스유에 의해 수치가 낮아졌

으며, 당뇨에 의한 간기능 손상을 해 GOT와 GPT의 활

성도 측정에서 당뇨 조군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아마란스와 아마란스유 섭취에 의해 감소되는 양상을 보

다. 따라서 당뇨에 의한 체내지질 증가는 체내의 당과 

지질 사 이상으로 인해 증가된 지질이 제 로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 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란스와 아

마란스유에 의해 체내의 지질이 분변으로 배출을 진시

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여겨진다. 한 MTT법으로 실시

한 아마란스 조 추출물의 항암효과 비시험에서도 상 

식물 11종  가장 높은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마란스의 잎은 채소 형태(채소용 아마란스)로 소비되

고 있으며 남미를 심으로 시 치 용으로 양가가 

풍부한 어린이 학교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수와 잎의 

색소는 알콜성 음료 등에 착색제로 쓰이고 있으며 아마란

스에 함유된 betacyanine 계의 색소인 amaranthine은 

비트의 색소(betanine)와 함께 우수한 천연 색소자원으

로 그 개발가치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FD＆C Red No. 

40 등 일부 식용색소의 해성이 보고되면서 천연색소 자

원을 선호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마란스에 함

유된 천연 색색소 자원의 이용을 한 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아마란스 잎(Dark green leaves)에는 어린이 성장에 필

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양성분(protein, calcium, 

iron, carotene, riboflavin, folic acid, ascorbic acid etc.)이 

풍부하며 India에 있는 Sri Avinashilingam Home Science 

College for Women의 학교어린이 상으로 한 아마란스

의 철분과 베타카로틴의 이용가능성 임상실험을 보면

(Fig. 1～3) 아주 뛰어난 소재로서 학교 어린이 식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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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increase in hemoglobin values of children.

S1: School lunch (basal diet) control

S2: School lunch＋amaranth supplement

S3: School lunch＋iron tonic supplement

S4: School lunch＋iron salt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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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increase in packed cell volume (PCV)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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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β-carotene supplementation on blood 

hem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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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잎이 유용하게 사용되며 과테말라를 심으로 남미

에서도 채소와 녹즙형태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잎 이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마란스는 C4 식물에 속하는 유일한 떡잎 식물로서 

생육기간  타 작물보다 수분 요구량이 어(옥수수의 

1/2～1/3수 ) 건조지역에 잘 자라며 타 작물에 비해 건물

수량이 높다. 한 forage에 양가가 높아 silage 는 

부산물이용(pellet)에 한 연구가 미국  유럽에서 시작

되고 있으며 사료로 사용할 때 가축의 건강에 해가 없고 

옥수수 silage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식물자원연구소는 아마란스를 문 으로 연구하

고 재배하는 아마란스 문 재배연구기 으로서 독일 호

헨하임 학에서 40여종의 종실이용 아마란스 종자를 국

내에 소개하 고 세계의 다양한 아마란스 유 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경기도지역

의 재배여건을 악하고 품종선택과 더불어 합리 인 재

배방법을 연구하여 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아마란스 소재 이용 식품 양학 으로 뛰

어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재배여건이 아마

란스 생육  수량형성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일부 품

종은 응성과 수량이 높으며, 재 경기도 지역의 경우 

10 a 당 250～350 kg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어 식품

양학 으로 뛰어난 식품소재의 다양한 이용가능성을 지

속 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아마란스는 종실수량이 10 a당 300～450 kg으로 나타

나(독일 호헨하임 학, 미국 펜실바니아, 농진청 작물시험

장, 한국식물자원연구소 자료) 단 면 당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며 건조  병충해에 강해 매년 늘어나는 휴경지 

 경작지에 건물생산이 많은 아마란스를 재배한다면  

등 수입곡물의 의존도 감소, 고 양 식품이나 고가 사료

의 수입 체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재 미국 Pennsylvania에 아마란스연구소, Guatemala

에 아마란스 연구소가 설립되어 품종개량  재배기술의 

향상, 그리고 가공체계  식품개발에 걸쳐 활발히 연구가 

진행 이며 미국  유럽지역의 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에서도 아마란스에 한 연구보고서  다양한 제품이 나

오고 있으며 재배면 이 차 증가되고 건강식품으로 상

품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원산지인 남미에서는 국가 주

력(안보)작물로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란스를 이용한 제품으로는 제과제빵용 혼합분, 

noodle, 비스켓류가 많고 cereal  gruel(네팔의 satto
Ⓡ
), 

팽화시킨 아마란스를 이용한 캔디(멕시코의 alrgriaⓇ, 인

도의 laddoosⓇ), 시럽과 혼합한 드링크(atoleⓇ) 형태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내소비자의 식습   기

호도와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소

비자들은 식품이나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 성분을 선호하

며 이들 기능성 성분에 해 정제품, 캡슐제의 사용보다는 

식사의 일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형태의 가공품이나 

음료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한국식물자원연구소에서는 아마란스 소재 식사 용 

양바, 효소발효제품, 강정식과 잡곡용 등 한국인 건강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으며 지속 으로 양생리학

으로 우수한 아마란스를 이용하여 국내 기호도에 맞는 

다양한 고품질 가공제품을 개발할 정이며 국민 건강증

진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할 정이며 재 지역특화작

물로 공동연구를 진행 이다.

농업신소재 개발기술은 최근 각국의 기술보호 정책에 

따라 그 도입이나 활용이 매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환경

에 알맞은 유망 작물의 발굴  신수요 창출이 시 하며 

따라서 아마란스와 같은 식품신소재작물의 발굴, 한국지

역 특성에 맞는 응품종 선발과 재배기술의 선진화, 국내 

토착화, 국민건강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고품질 가공제품

개발  수출화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하며, 고  

식품원료와 기능성 소재를 해 다량의 유용성분을 함유

한 식품신소재작물 아마란스의 보   가공산업 육성은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농업 신소재 개발을 해 필요

하다. 국내에서도 아마란스 보   환경친화  고품질 

재배법 개발이 한국식물자원연구소에 의해 개발될 망

이므로 안 하고 양가가 풍부한 독특한 가공제품의 개

발로 기존의 곡류와 채소 소재와는 차별화 되는 식품가공

소재로 산업화 망이 크다고 생각된다.

퀴노아(Quinoa)

퀴노아(Chenopodium quinoa Willd.)는 명아주과에 속

하며 Chenopodium속은 지구상에 략 250여종이 존재하

며 재배종인 Chenopodium quinoa 이외에 부분 잡 종

으로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재배종인 퀴노아는 allote-

traploid(2n=4×=36)인 반면 다른 명아주종(Chenopodium 

species)은 diploid, tetraploid, hexaploid 는 octoploid를 

보이고 있다. 를 들면 Ch. nuttalliae는 2n=4×=36, Ch. 
pollidicaule는 2n=2×=18이다. 퀴노아는 잉카제국  이미 

오랫동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Andes)지역에서 어도 

5000년 동안 재배되었으며 콜롬비아시  이 에 이 지역 

주요작물은 옥수수, 감자 그리고 퀴노아 다. C3 작물인 

퀴노아는 다른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해발 3000 m 

이상의 고지 의 건조한 조건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한다.

발아 최 온도는 5oC이며 퀴노아는 품종과 생육단계에 

따라 다른 온 항성을 나타낸다. 즉 품종 Sajama는 페

루지방에서 -5oC까지도 해가 없이 자라는 반면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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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ola는 같은 온도에서 서리의 피해를 받는다. 국 

Cambrige에서 칠 산 품종인 Baer, Faro, Lifu, Valdivia 

그리고 Pichaman과 페루산 품종인 Blanca de Junin은 유

묘기에 5
oC이하의 온도에서도 서리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퀴노아는 종자의 발아와 포장출  시기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나 그 이후에는 건조에 상당히 강하다. 를 

들면 Altiplano지역의 극심한 한발기간인 1982～1983년에 

볼리비아에서 과 감자는 각각 44%, 66%의 수량감소를 

보 으나 퀴노아는 거의 수량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퀴노

아는  품종에 따라 산성토양( : pH 4.5를 갖는 페루의 

Cajamarca지방) 뿐만 아니라 알카리토양( : pH 9.5를 갖

는 볼리비아의 Uyuni지방)에서도 잘 자라며, 특히 가벼운 

모래토양에도 재배가 합하다고 한다.

퀴노아 종자에는 보리,  등 일반 화곡류에 비해 많은 

조단백, 조지방, 미네랄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와 더

불어 특히 아미노산  지방산 구성이 매우 뛰어나 최근 

들어 독특한 맛에 양가치가 높은 식품개발(빵류, 면류, 

죽류, 과자류, 스 류 등)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퀴노아 종실이 함유하고 있는 일반성분을 보

면 100 g당 수분은 9.6～10.5%, 탄수화물은 61.7～74.3%, 

단백질은 12.8～15.7%, 지방은 6.2～9.3%, 섬유는 2.1～

3.2%, 회분(미네랄)은 2.4～3.7%이다. 단백질함량은 지역, 

품종, 특히 질소비료 시비수 에 따라 20%가 넘는다는 여

러 보고가 있다.

퀴노아 단백질은 특히 화곡류에서 부족한 lysine 함량 

를 들면 단백질 100 g당  3.2 g, 옥수수 3.4 g에 비해 

6.6 g으로 높으며, 두과작물에서 부족한 methionine 함량

도 단백질 100 g당 두 1.7 g에 비해 2.4 g으로 높으며 

균형있는 아미노산 구성과 함께 분유(우유)와 유사한 아

미노산 구성을 갖고 있다. 퀴노아 지방은 90%가 불포화지

방산이고 리놀 산이 주 지방산이다. 한편으로 퀴노아 기

름의 99%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퀴노아 기름은 높은 불포화지방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에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화곡류에 비

해 이 종자가 많이 함유하고 있는 α-tocopherol의 항산화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퀴노아는 한 화곡류에 비해 K, Ca, Mg, Na, Fe 그리

고 Cu함량이 높아 식품 이용시 유용한 미네랄 공 원이

다. 특히, 퀴노아에 함유된 Fe은 FeSO4의 Fe와 매우 유사

한 평가를 받아 인체에 있어 Fe의 좋은 공 원으로 이용된

다. 한 퀴노아는 아메리카 항공우주국(NASA)에서 

CELSS (Controlled Ecological Life Support System: 장

기간 우주특무비행의 승선원을 한 공기 의 이산화탄

소를 제거하고 식량, 산소, 물을 만들어 내기 해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합한 작물후보로서 선택되어 신규식

품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퀴노아 종실은 특히 과실의 외부(Perianth, Pericarp, 종

피, 큐티큘라와 비슷한 층)에 saponin을 함유하고 있지만 

식품이용시 이 부 가 제거된다. Saponin함량은 품종에 

따라 다르며 69품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0.65%(0.01～4.65%)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품이용시 제거

된 껍질부 를 이용하면 높은 함량의 saponin을 추출 이

용할 수 있다. 옛 문헌에 퀴노아와 Canihua는 이뇨제, 구토

제로 쓰 으며 한 간에 생기는 병, 결핵, 콜 라, 맹장염 

그리고 암의 치료에 효과 이었다고 하며 한 기증 그

리고 고공병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 Andes 지역

의 학자들은 퀴노아는 고산병, 에 생기는 병에 좋으며 

일반 으로 퀴노아는 모유를 좋게 하고 임신과 산후조리

에 좋은 양원이라 한다. 특히, 검은 종자를 갖는 품종이 

결핵과 소화기능에 좋다고 하 다.

사포닌의 기능과 퀴노아 사포닌의 성분인 triterpenoid 

glycoside의 수용액을 흔들면 거품이 나고 용 작용, 소독

작용 등이 있는 saponin의 성질이 나타난다. Saponin에는 

거담, 진해, 항염증, 추억제, 피로방지, cholesterol 사

진, 핵산과 단백질의 합성 진, 감염방어, 항암, 항균작

용 등 다양한 작용이 알려져 의약품 개발에 기 가 크다. 

잠재 으로 상업  가치가 높은 리코사이드인 tri-

terpene saponins는 하나 는 두개의 당 측사슬(Sugar 

side chains)로써 체된 tetra- 는 pentacyclic tri-

terpene aglycone( 리코사이드의 비탄수화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화합물은 항염증, 콜리스테롤 하, 

항균, 피임  거품을 내는 특성들이 있어 의약, 농업  

상업  이용에 유용하다. 여기에 표 인 작물은 사탕무

우, 알팔 , 시 치, 두 등이 있다. Triterpene saponins 

 oleanane형 triterpenes는 식물에 가장 리 분포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로서 다양한 약리 인 특성 즉 항염증, 

항생제, 피임약, 콜 스테롤 하효과 등이 있어 큰 흥미

가 있다.

지 까지 알려진 바로 퀴노아는 구조 으로 다양한 사

포닌을 함유하고 있는데 퀴노아 사포닌이 가지는 표

인 triterpenes의 aglycones은 oleanolic acid와 heder-

agenin 그리고 phytolaccagenic acid이다. 지 까지 밝

진 퀴노아 사포닌의 주 aglycones인 oleanolic acid, he-

deragenin 그리고 phytolaccagenic acid의 화학구조식에 

따른 성분차이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최근에 퀴노아종실

을 도정하여 얻은 겨(Bran of quinoa)로부터 13가지의 

oleanane계 사포닌을 분리하 는데 13가지 사포닌  3개

는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화합물로서 즉 Hedera nepal-

ensis로부터 분리된 HN-Saponin F, panax spp.의 

Rizomes에서 분리된 chikusetsusaponin Va와 이 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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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얻어진 quinoside D인 oleanolic acid 사포닌이다. 

나머지 10개의 화합물 퀴노아 사포닌은 지 까지 알려지

지 않은 새로운 사포닌이다. 이들 화합물은 methyl sper-

gulagenate, oleanolic acid, phytolaccagenic acid와 he-

deragenin의 aglycone을 가진 사포닌으로써 화학식을 보

면 다음과 같다.

퀴노아사포닌 1: 28-O-β-glucopyranosyl esters of 

hederagenin 3-O-β-glucopyranosyl-(1->3)-α- 

arabinopyranoside 

퀴노아사포닌 2: 28-O-β-glucopyranosyl esters of 

hederagenin 3-O-β-glucopyranosyl-(1->3)-β- 

galactopyranoside

퀴노아사포닌 3: 28-O-β-glucopyranosyl esters of 

phytolaccagenic acid 3-O-a-arabinopyranoside

퀴노아사포닌 4: 28-O-β-glucopyranosyl esters of 

phytolaccagenic acid 3-O-β-glucopyranosyl-(1->3) 

-α-arabinopyranoside

퀴노아사포닌 5: 28-O-β-glucopyranosyl esters of 

phytolaccagenic acid 3-O-β-glucopyranosyl-(1->3) 

-β-galactopyranoside

퀴노아사포닌 6: 3-O-(β-glucopyranosyl(1->2)-β- 

glucopyranosyl(1->3)-α-arabinopy-ranoside)-28-

O-β-glucopyranoside of 30-O-methyl 

spergulagenate

퀴노아사포닌 7: 3-O-(β-glucopyranosyl(1->2)-β- 

glucopyranosyl(1->3)-α-arabinopy-ranoside)-28-

O-β-glucopyranoside of oleanolic acid

퀴노아사포닌 8: 3-O-(β-glucopyranosyl(1->2)-β- 

glucopyranosyl(1->3)-α-arabinopy-ranoside)-28-

O-β-glucopyranoside of phytolaccagenic acid

퀴노아사포닌 9: hederagenin 3-O-β-glucuronide-28- 

O-β-glucopyranoside

퀴노아사포닌 10: hederagenin 3-O-β-xylopyranosyl 

(1->3)-β-glucuronide-28-O-β-glucopyranoside

퀴노아 종실로부터 더운물 추출분리한 사포닌을 갖고 

가재의 치사율로 검정한 유독성과 맛으로 검정한 쓴맛 실

험에서 사포닌 1, 2, 3은 강한 독성과 쓴맛을 나타내었으나 

사포닌 4는 이러한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 는데 독성과 

쓴맛의 원인은 사포닌 2와 3에 있는 glucuronic acid의 

free-COOH 그룹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따라서 퀴

노아종실을 물로 씻으므로 인해 제거되는 주요한 생물 활

성물질은 oleanolic acid 사포닌 1, 2, 3과 퀴노아시드 A인 

것으로 실험에서 추정되었다. 여기서 퀴노아시드 A는 

olean-12-ene-28-oic acid,3,23-bis(0-β-D-gluco-pyr-

anosyloxy)-0-β-D-glucopyranosyl-(1->3)-0-α-L- 

arabinopyranosyl ester(3β,4α)이고 사포닌 1～4는 ole-

anolic acid의 리코사이드로서 사포닌 4의 경우는 3-0- 

[(β-D-xylopyranosyl) (1->3)]-β-D-glucuronopyranosyl 

-6-0-methyl ester]- oleanolic acid로서 새로운 천연 화합

물이다.

이상과 같이 퀴노아 종실, 특히 겨 부 에는 구조 으로 

다양한 사포닌의 종류를 함유하고 있어 이들 다양한 사포

닌 성분들에 한 다양한 다른 생물 활성 특성이 존재하리

라는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퀴노아 사포

닌을 밝 야 함과 동시에 이들에 한 다양한 생물활성 

특성을 조사하여 의학, 농업, 산업이용에 유용하게 쓰여져

야 될 것이다. 식물에는 그들의 부 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부 에 따라 사포닌이 

없는 식물들도 있다. 비록 사포닌 함량이 식물에 따라, 부

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략 0.1에서 5%

의 범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외 으로 많이 함유한 

식물도 있다. 즉 quijalla(Quijalla saponaria)피부에는 

10%의 사포닌 함량이 들어 있고 Gypsophila paniculata의 

뿌리에는 20%의 사포닌 함량이 들어 있다. 사탕무우, 토마

토, 시 치, 아스 라거스등과 같은 작물처럼 퀴노아도 높

은 사포닌 함량을 지니며 사포닌 함량은 략 0.01%에서 

5.6%의 범  안에 있으며 사포닌은 퀴노아 종실의 외층에 

분포되었으며 이 종실의 외층은 perianth, pericarp, 종피

층 그리고 큐티큘라와 비슷한 층이 포함된다.

일반 으로 크로마토그라피 방법은 산이나 효소로 가

수분해함으로 인해 사포닌으로부터 유도된 아 리콘(a-

glycones:sapogenols)분석에 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차 으로 사포닌함량의 측정은 크로마토그라피법을 이용

한 사포닌성분(Sapogenol)에 한 양 인 수치와 질량분

석법(mass-spectrophotometry)을 통한 사포닌의 분자무

게를 측정한 질 인 수치를 혼합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편화 되고 있다. 지 까지 조사된 내용은 미미하

지만 퀴노아 사포닌 함량은 상당히 유 인, 작물학 인 

특성 그리고 가공방법에 향을 받는다고 한다. 퀴노아 

사포닌을 정리한 보고에 의하면 afrosimetry법(물에서 거

품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조사한 8개 퀴노아 품종에 있어

서 품종간 사포닌 함량변이가 0.4에서 5.6%(건물  기 )

에 달한다고 하며, 동일방법으로 퀴노아 69개 품종을 조사

한 바 품종간 사포닌 함량 변이가 0.01에서 4.65%에 달함

을 보고한바 있다. Gas chromatography방법으로 퀴노아

의 사포닌을 분석한 근거에 의하면 국에서 1987년과 

1988년에 자란 퀴노아 종자의 사포닌함량은 각각 1.03%, 

1.19%를 나타내었고 이 두 시료 (1987, 1988년산)의 요 

사포닌 성분을 보면 oleanolic acid 사포닌이 각각 3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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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molytic activity,  saponin content, 1,000-seed weight,  and abrasive hardness index of 17 quinoa cultivars
1)
 

Cultivar
Hemolytic activity

2)

(HA/3 g)

Saponin
3)
 content

(%)

1,000-seed weight

(%)

Abrasive hardness

index (sec)

Oca Suca

Blanca de Juli

Blanca de Junin

Puno 8-80

Puno-15

Kancolla

Cheweca

Kancolla Rosanna

Real

Kaslala

Wila Coymini

Janku

Kellu

Puca

Pasancalla

Chullpi

Amarilla de Junin

 2.6±0.0
 2.8±0.4
 2.9±0.0
 3.2±0.0
 3.7±0.5
 4.4±0.5
 4.8±0.3
 9.9±0.5
11.7±0.6
12.7±0.3
13.0±0.7
14.1±0.4
14.2±1.9
14.5±0.8
15.3±1.6
16.5±0.4
22.3±3.5

0.14

0.15

0.16

0.17

0.19

0.23

0.26

0.46

0.50

0.53

0.54

0.57

0.57

0.58

0.60

0.63

0.73

2.42

2.60

1.99

2.46

2.08

2.31

2.39

2.55

4.04

4.71

4.50

4.82

5.08

3.45

2.65

3.19

3.87

51.4

50.8

46.7

60.2

48.1

45.9

40.3

55.9

56.9

65.2

66.7

60.6

80.0

46.2

43.6

54.5

55.4

1)Hemolytic activity and saponin content are based on duplicate determinations, whereas 1,000-seed weight is based on quad-

replicate analyses. Abrasive hardness index is based on the slope of a line with 5 or 6 points. All analyses are on a dry 

weight basis.
2)Mean and standard error.
3)Calculated from hemolytic activity on the basis of a saponin standard obtained from the Fisher Scientific Co.

34%이고 heder agenin 사포닌은 각각 27%와 24%이고 

phytolaccagenic acid 사포닌은 각각 43%와 42%를 기록

하여 동일품종간의 사포닌과 사포게닌간의 함량 차이가 

환경에 크게 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반 로 품종뿐만 

아니라 사포닌 함량은 미국 Colorado지역안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퀴노아는 지역간 변이를 보이며, 한 

환경 에서도 특히 고도에 따라 사포닌함량이 달라 따뜻

하고 낮은 지 에서 자란 퀴노아가 사포닌함량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 한 hederagenin(1.4 mg/g)에 한 ole-

anolic acid(3.0 mg/g)의 비율은 2.3에서 8.6정도의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변이는 품종에 많은 향을 받고 있으

며, triterpene함량은 품종 Real de Puno의 6.3 mg/g에서

부터 Sajama의 0.06 mg/g에 이르며 이 함량은 총사포닌 

함량과 고도의 상 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 다.

앞장에서 설명한 퀴노아종실 겨의 퀴노아 사포닌 1～5

의 성분함량 비율은 각각 0.7, 0.02, 0.03, 0.3 그리고 0.03%

로서 퀴노아 사포닌 1이 가장 많았고, 퀴노아 사포닌 6～

10과 기존에 밝 진 두개의 사포닌의 성분함량비율은 각

각 0.08, 0.02, 0.16, 0.1, 0.02, 0.06 그리고 0.08%로서 퀴노아

종실 겨에 퀴노아 사포닌 9의 성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퀴노아종실의 외층에 고립되어 있는 사

포닌은 쓴맛 때문에 식품 이용시 이 사포닌을 반드시 제거

하거나 아니면 사포닌 함량이 거의 없는 품종을 택하여야 

한다. 식품 이용시 종실로부터 사포닌을 제거(추출)하여 

제거된 사포닌은 사포닌 자체로 여러 기능에 이용하면서 

사포닌이 제거된 종실은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Abrasive Dehulling을 사용한 Reichert 등의 실험

에서 17개 품종의 용 활성(Hemolytic Activity)에 따른 

사포닌 함량을 보면 Table 2와 같다.

즉 품종에 따라 Hemolytic Activity는 2.6에서부터 22.3 

HA/3g 변이를 보이고 사포닌함량은 0.14에서 0.73%의 변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00립 은 사포닌 함량과 높은 

정의 상 (r=0.72, p<0.01)을 나타내어 종실이 큰 품종이 

일반 으로 더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000립 은 abrasive hardness index와 높은 정의 

상 (r=0.79, p<0.01)을 나타내어 커다란 종자를 갖은 품

종이 더 단단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

서 abrasive hardness index는 정확하게 종실의 1%를 제

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나타내고 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외 기술 패권주의에 의한 

무한경쟁시 에 응하여 경쟁력 확보, 지속농업발 을 

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생물산업 육성 책이 시 한 바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분, 기름, 섬유 등 공업원료

와 신기능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새로운 작물을 

국내환경에 알맞은 새로운 품종개발  재배기술체계를 

확립하고, 기존식량자원과는  구성성분이 다른 새로

운 작물을 고 식품, 가공산업  사료분야에 활용한다면 

식품  사료분야의 수입 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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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따라서 수량이 높고 건조에 강하며 한 이들이 

가지는 식품 양학  가치뿐만 아니라 생리활성기능을 

나타내는 스쿠알 ,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사포닌  

필수아미노산을 량 함유하고 있는 아마란스와 퀴노아

를 한국 지역성에 알맞은 응품종을 선발함과 동시에 국

민기호에 알맞은 식품, 상업  이용가능성을 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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