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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햇순나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 개발 및 식소재의 상품화

정용진
계명대학교

<햇순 나물 선도 연장 및 차류의 제품화>

□ 연구수행 내용

1) 이온화 칼슘을 이용한 햇순 나물의 shelf-life연장

2) 햇순 나물을 이용한 차 제품가공 및 상품화

3) 대량생산공정 개발 및 품목표준화 제품 개발

□ 주요 결과

1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햇순 나물(엄나무, 참죽, 오가

피, 두릅)은 2012 4월 중순에서 5월 초경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채취한 햇순 나물을 상주시 외서농헙

통해 구입하였다. 이온화 칼슘은 (주) KMF에서 구

입․사용하였으며, 간장 절임액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 간장은 (주)샘표식품(진간장: 금S), 정제수,

그림 1. 햇순 나물 4종의 이온화 무기염류 처리 방법

식초는 (주)오뚜기 사과식초, 섵탕은 CJ제일제당 백

설탕을 사용하였다. 햇순차 제조에 필요한 이차순

은 구입 후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1-1 이온화 칼슘을 이용한 햇순 나물의 shelf-life

연장을 위한 조건 설정

햇순 나물 4종(오가피, 엄나무, 두릅 및 참죽)을

수확 후 햇순 나물의 성장 억제 및 저장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산지에서 채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연발효수용성칼슘-R(4,000 mg/100 mL)을 이

용하여 이온화 칼슘 처리농도(0, 20, 50 ppm) 및 처

리시간(0, 24, 48, 72 시간) 및 저장조건(냉장 및 실

온)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1-2 햇순 나물 순을 활용한 차류의 가공 및 상품화

2012년 5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오가피와 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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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차 순을 구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제다공정 중 매우 중요한 첫 제다의 방법을 증제

와 덖음으로 분류하여 덖음기(TH DR-01, TaeHwan

Automation INC.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190℃의 중온에서의 덖음 처리 후 덖음 횟수를 1, 3,

5회로 구분하여 오가피차와 엄나무차를 제다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차 가공방법에 따라 가공

한 시료 2.5 g을 증류수 50 mL을 넣어서 70℃, 1시

간씩 2회 가온추출한 후 여과지(Whatman. No. 1,

England )로 여과하여 시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 햇순차 제조 과정

□ 연구 결과 및 고찰

2-1. 이온화 칼슘을 이용한 햇순 나물의 shelf-life

연장

2-1-1 햇순 나물 4종의 이온화 무기염류 침지기

간에 따른 변화

수확한 햇순 나물을 선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온화 칼슘(자연발효수용성칼슘-R(4,000

mg/100 mL)) 을 농도별로 조제된 칼슘액에 침지시

켜 저온(4℃)에 보관하면서 저장성 연장 실험을 한

결과 저장 48시간 이후에는 잎 부분부터 건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칼슘액에 침지 시켜 저온 보관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2-1-2 지퍼팩을 이용한 이온화 칼슘 처리에 따른

변화

수확한 햇순 나물을 선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온화 칼슘(자연발효수용성칼슘-R(4,000 mg/100

mL)) 을 칼슘 농도별로 하여 잎 부위를 중심으로 살

포하여 지퍼팩에 포장하여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실

험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두릅 및 엄나무는

저장 4일 이후부터 줄기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갈변

화와 조직 연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참죽은 저장 5일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가피는

저장 5일째 잎과 줄기 부분이 건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2-1-3 포장용기를 이용한 이온화 칼슘 처리에 따

른 변화

햇순 나물 4종을 판매용 포장필름에 100 g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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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온화 칼슘 농도에 따른 햇순 나물의 변화

종류
저장
기간
(일)

색
(갈변화)

잎의 상태
(마른 정도)

줄기의 상태
(조직감)

전반적인 상태

대조구 A
1)

B 대조구 A B 대조구 A B 대조구 A B

오가피

0 ◉
2)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5 ▴ ▴ • × ▴ • × ▴ • × ▴ •

엄나무

0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5 × × × × × × × × ▴ × × ×

두릅

0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5 × × × × × ▴ × × ▴ × × ▴

참죽

0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5 × ▴ ▴ × ▴ ▴ × ▴ • × ▴ •

1)
A: 20 ppm의 이온화 칼슘 처리구

B: 50 ppm의 이온화 칼슘 처리구
2)
상태: 최상-◉, 양호-•, 보통-▴, 나쁨-×

를 각각 넣어서 이온화 칼슘(자연발효수용성칼슘

-R(4,000 mg/100 mL)) 을 칼슘 농도별로 하여 실온

에 보관하면서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오가피 및 참죽은 이온화 칼슘을 살포하여 비닐에

포장하여 저장이 가능 하였으나, 두릅 및 엄나무는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증청 및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변화

2-3-1 수분함량

첫 덕음 온도를 190℃로 하여 덖음 횟수에 따른

오가피 및 엄나무차의 수분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내었다.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 생엽

의 수분함량이 74.3 및 78.8%였으나 100℃, 1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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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후 수분함량은 오가피 이차순 86.1%, 엄나무 이

차순 83.3%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덖음 횟수에 따라

수분함량은 감소하였다.

그림 4. 저장 기간 동안의 햇순 나물 4종의 변화

표 12.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수분함량

(단위 : %)

덖음 횟수
오가피 엄나무

증청차 덖음차 증청차 덖음차

0 86.1±0.2
1)

74.3±0.5 83.3±0.3 78.8±0.3

1st 67.4±0.3 58.9±0.3 64.2±0.2 56.7±0.2

3rd 40.1±0.2 33.7±0.2 37.6±0.3 28.4±0.2

5th 24.1±0.3 17.6±0.3 22.4±0.5 15.1±0.2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3-2 색도 변화

덖음 횟수에 따른 오가피 및 엄나무차를 70℃,

1hr씩 2회 가온 추출한 추출액을 이용하여 색도 변

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내었다. L값은 엄

나무 이차순을 이용하여 증청차 제조에서 3회 덖음

처리를 한 구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

적으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덖음 횟수가

가해질수록 b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3-3 조사포닌 함량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증청차와 덖음차의

조사포닌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에 나타내었

다.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가공하지 않은 생엽

의 조사포닌 함량이 0.09 mg/g로를 나타냈으며, 오

가피 증청차는 100℃, 1분간 찐 후 0.12 mg/g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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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색도 변화

햇순 나물 가공 방법 덖음 횟수
Hunter color value

L a b

오가피

증청차

0 32.3±0.3
1)

-1.5±0.3 7.4±0.4

1st 26.6±0.2 -0.1±0.1 5.7±0.1

3rd 26.3±0.2 -0.2±0.4 5.9±0.3

5th 28.3±0.3 -1.1±0.3 5.4±0.1

덖음차

0 26.6±0.2 -0.9±0.3 5.0±0.2

1st 26.1±0.2 -1.6±0.1 4.3±0.2

3rd 26.6±0.2 -0.1±0.2 5.6±0.2

5th 26.5±0.2 0.3±0.2 5.7±0.2

엄나무

증청차

0 31.1±0.3 2.7±0.4 13.8±0.3

1st 30.1±0.1 -4.3±0.2 13.2±0.1

3rd 34.7±0.4 -8.7±0.4 8.9±0.4

5th 32.6±0.4 -6.0±0.3 8.7±0.5

덖음차

0 32.9±0.3 -0.2±0.3 12.3±0.3

1st 28.9±0.1 1.3±0.2 9.5±0.2

3rd 27.9±0.3 1.8±0.3 9.4±0.2

5th 27.6±0.2 1.9±0.3 9.3±0.2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회 덖음이 0.15 mg/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

가피 덖음차는 1회 덖음 0.09 mg/g, 3회 덖음 0.07

mg/g로 감소하였다가 5회 덖음 0.08 mg/g로 조금 증

가하였다. 엄나무 증청차는 100℃, 1분간 찐 후 0.11

mg/g였으나, 3회 덖음 0.19 mg/g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엄나무 덖음차는 1회 덖음 0.08 mg/g, 3회

덖음0.10 mg/g, 5회 덖음 0.07 mg/g을 나타내었다.

표 14.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조사포닌 함량 변화

(단위 : mg/g)

덖음 횟수 0 1st 3rd 5th

오가피
증청차 0.12±0.02

1)
0.10±0.02 0.15±0.02 0.12±0.02

덖음차 0.09±0.01 0.09±0.05 0.07±0.03 0.08±0.01

엄나무
증청차 0.11±0.02 0.12±0.04 0.19±0.05 0.15±0.02

덖음차 0.09±0.03 0.08±0.01 0.10±0.03 0.07±0.03
1)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3-4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증청차와 덖음차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

이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가공하지 않은 생엽

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84.67 및 82.01 mg%였

으며, 오가피 증청차는 100℃, 1분간 찐 후 112.51

mg%였으나, 덖음 횟수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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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회 덖음에 114.72 mg%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오가피 덖음차는 1회 덖음에 79.46 mg%, 3

회 덖음 89.59 mg%로 증가하였다가 5회 덖음 78.52

mg%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엄나무 증

청차는 100℃, 1분간 찐 후 119.62 mg%였으나, 덖음

횟수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가 5회 덖음에 86.62

mg%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엄나무 덖음

차는 1회 덖음 75.31 mg%, 3회 덖음 84.67 mg%로

증가하였으나 5회 덖음 75.89 mg%로 조금 감소하였

다. 오가피 및 엄나무는 3회 덖음을 한 덖음차의 함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5.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총 페놀성 화합물 함
량의 변화 (단위 : mg%)

덖음 횟수 0 1st 3rd 5th

오가피
증청차 112.51±0.021) 117.65±0.13 129.69±0.12 114.72±0.03

덖음차 84.67±0.11 79.46±0.02 89.59±0.03 78.52±0.01

엄나무
증청차 119.62±0.02 78.31±0.03 96.43±0.02 86.62±0.03

덖음차 82.01±0.02 75.31±0.03 84.67±0.13 75.89±0.11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3-5 DPPH radical 소거능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증청차와 덖음차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이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가공하지 않은 생엽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76.85 및 75.00%였으며, 오가

피 증청차는 100℃, 1분간 찐 후 82.21%였으나, 덖

표 16.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능 변화

(단위 : %)

덖음 횟수 0 1st 3rd 5th

오가피
증청차 82.21±0.021) 61.98±0.03 63.53±0.02 62.95±0.03

덖음차 76.85±0.11 62.27±0.02 62.56±0.03 62.56±0.01

엄나무
증청차 78.72±0.02 54.68±0.03 55.27±0.02 52.07±0.03

덖음차 75.00±0.02 55.56±0.03 55.67±0.13 55.07±0.11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음 횟수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으며, 3회 덖음에

63.53%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오가피 덖

음차는 3회 덖음 62.56%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

냈다. 엄나무 증청차는 100℃, 1분간 찐 후 78.72%

였으나, 3회 덖음에 55.27%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다. 엄나무 덖음차는 덖음 횟수에 따라 비슷

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3회 덖음 55.67%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오가피 및 엄나무는 3회 덖음을 한 덖

음차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3-6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

음차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

음의 표 17과 같이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의 가공

하지 않은 생엽의 종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98.89 및

80.27 mg%였으나, 오가피 증청차는 100℃, 1분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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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2.14 mg%였으나, 덖음 횟수에 따라 조금씩 증

가하였다가 5회 덖음에 59.89 mg%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오가피 덖음차는 1회 덖음에 86.79

mg%, 3회 덖음 96.32 mg%로 증가하였다가 5회 덖

음 86.79 mg%로 조금 감소하였다. 엄나무 증청차

는 100℃, 1분간 찐 후 81.21 mg%였으나, 덖음 횟수

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가 5회 덖음에 77.95

mg%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엄나무 덖음

차는 1회 덖음 78.34 mg%, 3회 덖음 72.55 mg%로

증가하였으나 5회 덖음 66.30 mg%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오가피 및 엄나무는 3회 덖음을 한

표 17. 오가피 및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의 변화 (단위 : mg)

덖음 횟수 0 1st 3rd 5th

오가피
증청차 72.14±0.12

1)
57.76±0.03 63.25±0.10 59.89±0.02

덖음차 98.89±0.03 86.79±0.03 96.32±0.02 86.79±0.02

엄나무
증청차 81.21±0.13 70.05±0.15 83.54±0.03 77.95±0.02

덖음차 80.27±0.13 78.34±0.10 72.55±0.10 66.30±0.02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nations.

표 18. 오가피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카테킨 함량의 변화

(unit : μg/g)

Treatment C1) EC EGC ECG EGCG Caffein Total

Parched
tea

Control 0.42±0.05
2)

3.15±0.02 trace 5.45±0.03 trace 9.24±0.06 18.26

0 0.53±0.07 3.57±0.02 trace 5.48±0.07 trace 10.45±.05 20.03

1st 0.66±0.21 3.73±0.03 trace 3.39±0.11 trace 16.94±0.07 24.72

3rd 1.19±0.05 5.44±0.02 trace 4.07±0.05 trace 18.14±0.05 28.84

5th 0.53±0.07 5.04±0.03 trace 3.89±.11 trace 14.51±0.21 23.97

Steamed
tea

Control 0.86±0.07 4.22±0.03 trace 5.47±0.02 trace 10.35±0.12 20.90

0 1.00±0.21 4.78±0.02 trace 5.47±0.13 trace 11.33±0.11 22.58

1st 1.40±0.05 4.80±0.02 trace 3.34±0.03 trace 18.05±0.02 27.59

3rd 1.51±0.07 5.48±0.01 trace 4.66±0.07 trace 17.13±0.35 28.78

5th 1.42±0.05 3.95±0.02 trace 4.25±0.05 trace 17.63±0.04 27.25
1)C: (-)-catechin, EC: (+)-epicatechin, EGC: (-)-epigallocatechin, ECG: (-)-epicatechingallate,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2)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증청차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덖음횟수를 3

회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2-3-7 카테킨 함량

폴리페놀의 주체는 catechin으로 차의 맛, 향기 및

색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 성분이며, 그 함량은 약

10-15%로 녹차의 가용 성분 중 가장 함유량이 많으

며, 광합성에 의해 형성되므로 채엽시기가 늦을수

록 함량이 높아지며 90℃이상의 고온에서 잘 용출

된다. 가공방법에 따른 오가피차의 카테킨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19에 나타내었다. 오가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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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테킨류 중에서 카페인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ECG는 미량 나타났으나, 증청차에서의

함량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EGCG 및 EGC는 검출

되지 않았다. 덖음 횟수에 따른 오가피차의 총 카테

킨 함량은 초청차로 3회 덖음 처리를 한 구가 28.84

μg/g로 가장 높게 함유되어 있다. 엄나무차는 EGCG

표 19. 엄나무 이차순을 이용한 증청차와 덖음차의 덖음 횟수에 따른 카테킨 함량의 변화

(unit : μg/g)

Treatment C
2)

EC EGC ECG EGCG Caffein Total

Parched tea

Control
1)

0.74±0.073) 2.41±0.02 3.31±0.03 1.80±0.01 trace 12.91±0.07 21.17

0 0.95±0.05 2.45±0.11 3.49±0.04 1.31±0.04 trace 8.21±0.05 16.41

1st 1.02±0.07 2.53±0.07 1.72±0.07 1.34±0.12 trace 5.87±0.05 12.48

3rd 1.99±0.30 3.90±0.05 2.12±0.08 1.54±0.11 trace 8.57±0.07 18.12

5th 1.46±0.11 3.01±0.21 2.94±0.11 1.43±0.07 trace 5.03±0.32 13.87

Steamed
tea

Control 0.84±0.07 3.70±0.03 3.41±0.02 1.38±0.02 trace 12.38±0.05 21.71

0 1.03±0.11 2.90±0.04 3.52±0.05 1.49±0.05 trace 9.37±0.07 18.31

1st 2.42±0.08 3.58±0.05 1.74±0.05 1.34±0.09 trace 9.61±0.21 18.69

3rd 2.66±0.07 4.03±0.07 4.27±0.07 1.83±0.21 trace 8.17±0.08 20.96

5th 2.52±0.21 4.42±0.11 3.53±0.08 1.52±0.07 trace 7.58±0.05 19.57
1)
Control: no product leave.

2)
C: (-)-catechin, EC: (+)-epicatechin, EGC: (-)-epigallocatechin, ECG: (-)-epicatechingallate,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3)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카페인의 함량은 덖음 횟수

를 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EC 함량

이 높은 구에서는 EGC 함량은 낮게 나타나 서로 상

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엄나무차는 증청차로 3

회 덖음 처리를 한 구 20.96 μg/g로 총 카테킨 함량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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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순 나물의 기능적 특성 전략적 차별화>

표 1. 햇순 나물 1차, 2차 순의 일반성분

(%)

일반성분 햇순 나물 1차순 2차순 t값

수분

엄나무 88.40±0.32a 85.50±0.25b 12.557**

참죽 87.20±0.06b 81.20±0.12c 67.278***

두릅 86.50±0.10c 85.60±0.15b 14.00**

오가피 87.40±0.15b 86.20±0.20a 7.400*

조회분

엄나무 0.93±0.14c 1.34±0.07b -3.461

참죽 0.97±0.06bc 1.54±0.06a -8.632*

두릅 1.11±0.09ab 1.33±0.06b -3.977

오가피 1.27±0.05a 1.06±0.02c 8.857*

조지방

엄나무 0.98±0.14b 0.73±0.01c 3.104

참죽 1.43±0.29ab 1.17±0.18a 1.049

두릅 1.05±0.25b 0.78±0.07bc 2.143

오가피 1.66±0.29a 0.96±0.04b 4.203

조단백

엄나무 3.88±0.03b 4.67±0.15c -7.734*

참죽 4.64±0.19a 6.88±0.08a -33.525**

두릅 3.83±0.04b 5.22±0.09b -24.269**

오가피 3.86±0.03b 3.60±0.16d 2.245

조섬유

엄나무 5.15±0.15a 5.22±0.18b -0.395

참죽 3.59±0.26c 6.51±0.34a -55.675***

두릅 4.77±0.23a 4.61±0.17c 0.835

오가피 4.21±0.24b 4.48±0.29c -4.603*

탄수화물

엄나무 0.63±0.29c 2.50±0.65b -3.843

참죽 2.21±0.51ab 2.66±0.41b -1.898

두릅 2.73±0.41a 2.50±0.15b 0.783

오가피 1.57±0.37b 3.69±0.41a -12.811**

Mean±SD(n=3).

Value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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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햇순 나물 1차, 2차 순의 환원당 함량

(mg/100g fresh weight)

햇순 나물 1차순 2차순 t값

엄나무 462.91±2.27c 233.54±2.79d 505.383***

참죽 1014.68±6.55a 1585.01±9.55a -77.424***

두릅 450.33±5.13c 660.43±1.28c -85.707***

오가피 987.60±11.32b 1022.77±3.47b -7.747*

Mean±SD(n=3).
Value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p<0.05,

***
p<0.001.

표 3-1. 엄나무 및 참죽 1차, 2차 순의 유기산 함량

(mg/100g fresh weight)

유기산
엄나무 참죽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Oxalic acid 0.73±0.01 0.28±0.00 91.000
**

0.60±0.02 0.73±0.02 -3.857

Tartaric acid 0.95±0.03 6.25±0.14 -46.043
*

3.66±0.14 2.77±0.01 9.889

Pyruvic acid 0.12±0.00 0.20±0.00 -17.000
*

0.46±0.01 0.95±0.02 -95.000
**

Malic acid 1.33±0.14 6.57±0.14 -1047.000
**

58.64±1.73 62.10±0.11 -2.655

Latic acid 4.05±1.30 20.66±0.58 -12.438 6.44±0.94 19.70±0.79 -126.333
**

Maleic acid Tr Tr - Tr Tr -

Citric acid 0.37±0.01 2.04±0.01 -167.000
**

0.72±0.06 0.83±0.04 -23.000
*

Succinic acid 125.87±29.20 175.88±23.94 -1.331 130.60±19.42 49.67±15.26 3.300

Total 133.44±30.31 211.87±24.52 -2.032 201.13±18.40 136.75±14.41 2.774

Mean±SD(n=3).
*p<0.05, **p<0.01.

표 3-2. 두릅 및 오가피 1차, 2차 순의 유기산 함량

(mg/100g fresh weight)

유기산
두릅 오가피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Oxalic acid 0.73±0.04 0.82±0.00 -3.800 0.68±0.01 0.63±0.00 4.000

Tartaric acid 0.93±0.02 1.54±0.01 -24.200* 3.21±0.02 3.20±0.01 3.000

Pyruvic acid 0.16±0.00 0.16±0.00 1.000 0.21±0.00 0.13±0.02 5.000

Malic acid 0.89±0.09 1.49±0.01 10.818 2.52±0.05 2.60±0.25 -0.571

Latic acid 19.23±0.56 25.87±0.24 -29.489
*

70.93±0.10 64.25±0.75 11.133

Maleic acid Tr Tr - Tr Tr -

Citric acid 0.46±0.05 0.44±0.03 1.667 0.23±0.00 0.18±0.01 11.000

Succinic acid 189.87±8.54 153.41±9.94 2.790 193.83±17.60 193.11±8.04 0.105

Total 212.28±9.18 183.73±9.64 2.146 271.61±17.68 264.12±7.07 0.999

Mean±SD(n=3).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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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엄나무 및 참죽 1차, 2차 순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mg/100g fresh weight)

유리아미노산
엄나무 참죽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필수
아미노산

Threonine 17.38±0.41 29.47±0.11 -58.951
*

14.65±2.72 12.05±0.09 1.301

Valine 22.93±0.90 38.99±0.09 -27.922
*

18.07±0.17 20.71±0.04 -27.737
*

Methionine 3.57±0.49 7.99±0.01 -12.629 13.36±0.03 17.91±0.07 -182.200
**

Isoleucine 13.43±0.76 23.16±0.05 -19.257
*

10.16±0.19 9.19±0.10 14.846
*

Leucine 14.66±1.88 39.15±0.05 -18.907* 15.63±0.25 14.74±0.15 14.833*

Phenylalanine 13.59±4.96 25.11±0.01 -3.289 8.36±0.16 7.51±0.10 19.000
*

Lysine 22.85±2.08 31.95±0.15 -6.67 15.74±0.26 12.86±0.04 18.548*

Tryptophan Nd Nd - Nd Nd -

총 필수아미노산 108.42±11.48 195.82±0.44 -11.205 95.97±1.67 94.97±0.59 0.625

비필수
아미노산

Aspartic acid 25.68±0.05 130.15±0.06 -1305.875*** 14.45±2.82 7.19±0.04 3.692

Serine 23.33±0.48 14.19±0.17 42.488
*

46.40±0.25 47.09±0.10 -6.524

Glutamic acid 3.62±0.68 110.87±0.10 -261.585** 175.64±0.98 349.89±2.28 -188.384**

Glycine 3.86±0.41 9.49±0.04 -21.654
*

9.92±0.11 9.68±0.05 6.000

Alanine 17.37±1.77 33.08±0.00 -12.514 28.21±0.05 53.79±0.20 -142.111
**

Cystine Nd Nd - 0.87±0.02 0.61±0.03 -

Tyrosine 9.03±3.78 17.33±0.01 -3.113 8.34±0.15 9.31±0.09 -24.250
*

Histidine 4.16±0.24 8.90±0.01 -29.625* 3.89±0.09 3.13±0.06 50.333*

Arginine 48.97±1.42 2.15±0.10 43.588
*

16.46±0.11 17.33±0.11 -173.000
**

Proline 12.29±0.16 19.45±0.18 -477** 38.49±0.21 29.66±0.51 42.048*

총 비필수아미노산 148.30±8.99 345.59±0.35 -32.29
*

342.68±4.65 527.69±3.42 -212.655
**

총 아미노산 256.72±20.46 541.41±0.79 -20.467
*

438.65±2.98 622.66±4.01 -253.800
**

총 필수아미노산 /
총 아미노산

0.42±0.01 0.36±0.00 6.000 0.22±0.01 0.15±0.00 -　

Mean±SD(n=3).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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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두릅 및 오가피 1차, 2차 순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mg/100g fresh weight)

유리아미노산
두릅 오가피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필수
아미노산

Threonine 19.69±0.03 14.26±0.19 36.200
*

12.29±0.02 7.78±0.04 129.000
**

Valine 32.71±0.51 20.33±0.25 22.706
*

19.62±0.03 10.92±0.01 290.000
**

Methionine 3.98±0.04 1.87±0.02 52.750* 1.73±0.11 1.35±0.01 5.923

Isoleucine 20.63±0.06 8.59±0.15 185.154
**

11.07±0.05 5.84±0.05 1045.000
**

Leucine 27.31±0.04 13.10±0.26 88.812** 14.26±0.21 9.32±0.11 70.571**

Phenylalanine 20.64±0.08 16.32±0.22 43.200
*

6.99±0.18 5.58±0.12 31.222
*

Lysine 24.37±0.10 12.38±0.37 63.105
*

12.24±0.19 8.33±0.09 52.067
*

Tryptophan Nd Nd - Nd Nd -

총 필수아미노산 149.32±0.31 86.83±1.46 49.789
*

78.19±0.75 49.11±0.42 121.167
**

비필수
아미노산

Aspartic acid 12.84±0.01 4.50±0.21 55.667* 22.24±0.02 3.32±0.01 946.000**

Serine 29.45±0.08 20.11±0.21 43.465
*

13.75±0.01 11.44±0.02 461.000
**

Glutamic acid 0.86±0.03 1.03±0.01 -17.000
*

Nd 0.36±0.04 -14.200
*

Glycine 4.87±0.04 3.52±0.06 90.333
**

2.95±0.06 2.47±0.03 19.000
*

Alanine 15.61±0.02 25.91±0.25 -64.313
*

11.36±0.15 14.02±0.06 -38.000
*

Cystine Nd Nd - Nd Nd -

Tyrosine 11.11±0.03 9.33±0.08 59.000
*

4.00±0.11 4.17±0.04 -3.600

Histidine 11.30±0.03 2.65±0.07 115.400** 2.25±0.09 1.00±0.06 11.857

Arginine 21.97±0.86 17.93±0.08 7.364 43.410.09 19.38±0.01 320.333
**

Proline 7.31±0.12 15.28±0.13 - 5.65±0.16 4.34±0.32 3.853

총 비필수아미노산 115.33±0.98 100.25±1.09 201.133** 105.60±0.14 60.51±0.52 163.945**

총 아미노산 264.66±0.67 187.08±2.55 58.323
*

183.79±0.89 109.62±0.93 2119.000
**

총 필수아미노산 /
총 아미노산

0.56±0.00 0.46±0.00 10.000 0.43±0.00 0.45±0.00 -5.000

Mean±SD(n=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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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두릅 및 오가피 1차, 2차 순의 무기질 함량

(mg/100g fresh weight)

무기질
두릅 오가피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Ca 134.74±2.41 126.62±0.42 5.796* 108.53±2.52 112.26±2.10 -2.187

Co 0.12±0.03 0.19±0.03 -2.598 0.24±0.01 0.24±0.02 0.277

Cu 2.89±0.02 1.69±0.01 83.048*** 2.27±0.04 1.13±0.01 74.631***

Fe 44.94±1.70 12.27±0.58 39.466** 12.91±0.47 19.25±0.45 -27.557**

K 2288.83±14.83 2055.27±1.99 24.073** 1842.30±9.70 1883.97±2.24 -6.234*

Mg 169.80±2.70 190.66±0.19 -12.938** 134.18±2.51 151.83±0.95 -8.846*

Mn 21.85±0.56 33.14±0.15 -38.898** 11.05±0.28 34.10±0.35 -63.136***

Mo 0.74±0.04 0.80±0.02 -1.677 0.70±0.02 0.81±0.02 -6.047*

Na 30.71±0.19 18.50±0.05 149.169*** 50.31±0.43 47.83±0.28 8.495*

Zn 36.63±1.23 11.35±0.09 33.072** 6.02±0.32 7.27±0.08 -9.122*

Total 2731.26±23.25 2450.48±2.44 19.269** 2168.51±10.92 2258.67±4.94 -10.510**

Mean±SD(n=3).
*
p<0.05,

**
p<0.01,

***
p<0.001.

표 6. 햇순 나물 1차, 2차 순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mg/100g fresh weight)

　 햇순 나물 1차순 2차순 t값

총 폴리페놀

엄나무 16.09±0.10
c

15.01±0.04
c

20.552
**

참죽 25.63±0.13
a

19.36±0.28
a

36.140
**

두릅 14.91±0.10
d

17.70±0.27
b

-13.694
**

오가피 20.04±0.14
b

13.72±0.04
d

78.206
***

총 플라보노이드

엄나무 11.69±0.06
b

11.36±0.05
b

7.981
*

참죽 13.58±0.02
a

12.73±0.04
a

47.813
***

두릅 7.99±0.01
d

10.13±0.02
c

-140.096
***

오가피 10.65±0.02
c

7.29±0.05
d

88.749
***

Mean±SD(n=3).

Value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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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엄나무 및 참죽 1차, 2차 순의 전자공여능

(%)

농도
(㎍/mL)

엄나무 참죽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0 1.46±0.35 0.46±0.20 3.452 0.64±0.40 0.35±0.35 0.695

50 26.87±0.44 33.87±0.43 -23.513
**

54.36±0.97 47.96±0.58 13.535
**

100 54.75±0.46 56.26±0.58 -2.948 81.63±0.54 72.75±1.13 25.845
**

200 87.74±0.42 85.98±0.56 4.793 92.27±0.59 91.31±0.71 1.788

300 88.21±0.61 92.04±0.05 -11.472
**

92.27±0.59 91.31±0.71 1.788

400 88.09±0.48 93.64±0.12 -23.692** 92.27±0.59 91.31±0.71 1.788
**

p<0.01.

표 7-2. 두릅 및 오가피 1차, 2차 순의 전자공여능

(%)

농도
(㎍/mL)

두릅 오가피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0 0.85±0.73 0.00±1.17 0.656 1.21±0.30 0.16±0.27 79.000***

50 19.52±0.51 18.80±0.25 1.652 30.79±0.51 2.34±0.83 67.333
***

100 27.44±0.57 31.20±0.80 -7.039* 51.04±0.94 45.49±0.50 13.878**

200 68.18±0.97 73.90±.044 -17.929
**

84.43±0.05 84.12±0.69 0.825

300 83.03±0.08 81.72±0.09 17.504
**

87.20±0.32 86.29±0.44 2.604

400 83.45±0.08 85.38±0.22 -21.556** 88.58±0.03 86.29±0.17 19.795**

*
p<0.05,

**
p<0.01,

***
p<0.001.

표 8-1. 엄나무 및 참죽 1차, 2차 순의 환원력

농도
(㎍/mL)

엄나무 참죽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0 0.06±0.00 0.05±0.00 3.488 0.05±0.00 0.05±0.00 0.896

100 0.19±0.01 0.17±0.01 2.798 0.23±0.01 0.21±0.01 3.995

200 0.30±0.01 0.29±0.01 3.422 0.39±0.02 0.32±0.01 5.366
*

300 0.40±0.02 0.39±0.01 1.420 0.49±0.01 0.43±0.02 3.881

400 0.54±0.01 0.48±0.02 5.695* 0.62±0.02 0.53±0.02 3.622

500 0.60±0.01 0.59±0.02 1.272 0.74±0.03 0.66±0.01 3.93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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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두릅 및 오가피 1차, 2차 순의 환원력

농도
(㎍/mL)

두릅 오가피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0 0.06±0.00 0.05±0.00 11.000
**

0.05±0.00 0.06±0.01 -1.315

100 0.17±0.01 0.17±0.01 -0.303 0.26±0.01 0.22±0.01 6.177*

200 0.27±0.01 0.27±0.01 -0.202 0.36±0.01 0.35±0.01 0.575

300 0.35±0.02 0.38±0.01 -2.293 0.52±0.04 0.51±0.01 0.344

400 0.41±0.01 0.48±0.01 -9.903
*

0.65±0.02 0.58±0.01 4.574
*

500 0.52±0.03 0.58±0.02 -2.256 0.80±0.01 0.78±0.01 2.963
*
p<0.05,

**
p<0.01.

표 9-1. 엄나무 및 참죽 1차, 2차 순의 철 킬레이팅 효과

농도
(mg/mL)

엄나무 참죽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0 0.38±0.38 0.64±0.44 -1.999 1.28±0.45 2.46±0.80 -5.278
*

0.5 10.18±0.52 7.66±0.38 8.382
*

18.82±0.04 11.01±0.91 15.279
**

1 22.52±0.52 13.79±0.77 57.907
***

40.85±0.28 22.51±0.78 43.614
**

2 44.62±0.39 36.14±0.22 44.297
**

66.97±0.32 41.27±0.84 39.537
**

3 55.67±0.84 49.04±0.66 4.191 72.22±0.79 48.94±0.75 28.943**

4 61.11±0.91 50.80±1.00 9.919
*

78.25±0.59 68.52±1.04 36.656
**

*p<0.05.

표 9-2. 두릅 및 오가피 1차, 2차 순의 철 킬레이팅 효과

농도
(mg/mL)

두릅 오가피

1차순 2차순 t값 1차순 2차순 t값

0 1.02±0.22 0.90±0.44 1.000 0.14±0.23 0.39±0.68 -0.535

0.5 7.55±0.60 10.36±0.40 -4.861
*

4.18±0.21 3.79±0.47 1.000

1 25.70±0.82 24.68±1.02 1.144 16.71±0.27 15.01±0.66 6.538
*

2 51.79±0.49 48.98±0.55 4.921* 30.16±0.62 30.94±0.14 -2.000

3 58.57±0.09 58.70±0.13 -1.910 41.12±0.79 34.72±0.75 68.536
***

4 74.61±0.96 79.76±0.98 -4.938* 42.99±0.73 37.17±0.36 9.381*

*
p<0.05,

**
p<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