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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영양성분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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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nutritional components and functional activities of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tea. Roasting burdock’ contained 75.87% carbohydrates; in addition, the 
moisture content, crude fat, crude protein, and crude fiber were 10.43%, 1.77%, 8.50%, and 3.43%, respectively. Roasting 
Jerusalem artichoke showed 77.477% carbohydrate content, with moisture content, crude fat, crude protein, and crude fiber 
of 10.67%, 1.23%, 7.83%, and 2.80%, respectively. Roasting burdock’s water-soluble dietary fiber content was 4.8 g/100 
g and insoluble dietary fiber content was 1.5 g/100 g; whereas, roasting Jerusalem artichoke’ water soluble dietary fiber 
content was 2.4 g/100 g and insoluble dietary fiber content was 1.6 g/100 g. The highest mineral contents in roasting burdock 
and Jerusalem artichoke were potassium and magnesium, in order. The results of amino acid analyses s indicated a total 
of 25 types in roasting burdock, with total amino acid content of 1,382.112 mg/100 g, and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of 766.031 mg/100 g. In total, 24 types of amino acids were separated and identified in roasting Jerusalem artichoke, with 
total amino acid content of 2,678.018 mg/100 g, and total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of 157.294 mg/100 g. Roasting 
burdock and Jerusalem artichoke’ polyphenol contents were 32.56 and 29.56 mg GAE/g each, and their flavonoid contents 
were 16.54 and 16.71 CE/g each. IC50 values of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roasting burdock and Jerusalem 
artichoke were 12.99 and 19.74, respectively; and IC50 values of hydroxyl radical-scavenging activity were 25.96 and 22.9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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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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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웰빙(well-being)’이라는 트렌드와 맞물려 기능성, 안전성

을 갖추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식품에서도 기능성 소재 개발 및 다양한 생리 활성이 포함

된 가공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Albertazzi 등 

2002; Park 등 2004; Shin & Chung 2007; Shin EH 2009). 특히 

건강 지향적 가공품 중에서 건강음료 및 차는 소비자들에게 

간편성, 선호도 및 기능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요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heim & 
Lawless 1996).

소비자보호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Team 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중학생 50.9%가 카페

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음료수 및 빙과류까지 카페인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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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커피, 녹차, 
코코아, 홍차 등 일반적 음료수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은 인

체에 여러 가지 생리적, 약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HK 2002).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심장․혈관․신

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소 약한 이뇨제로 작용하며, 
또한 뇌에 영향을 미쳐 각성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Hwang 등 2009).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음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음료 및 차 시장은 점점 더 차별화, 전
문화가 되면서 다양한 세대와 연령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마시

는 음료나 차에서도 자신의 기호에 맞으면서 몸에 좋은 음료

나 차를 찾고 있다(Lee HJ 2001).
우엉(Arctium lappa L.)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원산

지는 유럽 및 아시아의 온난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주로 경상남도 진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재

배되고 있다(Jeong & Shin 1990). 우엉은 민간요법으로 이뇨

제, 해열제로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고혈압, 통풍, 심혈관질

환, 간염에 효과가 있으며, 항변이원성, 항암, 항노화 등 항산

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ee MS 2011; Kim 등 2014).
우엉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우엉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과 항돌연변이 효과(Lin 등 1996), 우엉 뿌리의 항혈전 및 

항산화 활성(Kim 등 2014), 우엉 새싹채소의 재배환경 구축 

및 항산화 활성 탐색(Lee 등 2009), 우엉가루를 첨가한 조청

(Shin SY 2011), 우엉을 첨가한 설기떡(Park BK 2009), 우엉을 

첨가한 우엉죽(Hong & Choi 2014), 증숙 및 볶음 처리에 따른 

우엉차(Kwon & Youn 2014), 우엉가루와 올리고당 첨가 머핀

(Kim 등 2010) 등이 있고, 일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

품으로는 건 우엉, 볶은 우엉, 우엉 생식환, 우엉 분말, 우엉 

차, 우엉조림 등이 있다.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L.)는 국화과 해바라기속의 

쌍떡잎다년생 식물로 일명 돼지감자 혹은 뚱딴지로 불리며, 
다이어트에 좋고,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지면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작물로 북아메리카가 원산

지이며,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맞아 전국 각지에 자생하고 

있다(Go & Jeon 2003). 국내에서 재배가능성이 충분히 입증

됨에 따라 돼지감자 및 어린잎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

조, 분말가공, 나물통조림, 염장포장 등 중간가공품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돼지감자의 구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수확 전 어린잎을 솎아주는데, 이때 채취되는 어린잎을 민간

에서는 데쳐서 쌈을 싸먹거나, 그대로 무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

였으며, 물로 달여서 차처럼 음용하기도 하였다(Kim 등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손쉽게 가정에서 볶음 처리하여 우엉차

와 돼지감자차를 만들어 영양성분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여 

기능성 식품의 소재개발을 위한 기초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추출물의 조제
우엉 및 돼지감자를 충북 음성 농협에서 구입하여 동결건

조 후 후라이팬(80℃, 30분)에 볶은 후, 믹서기로 분쇄하여 영

양성분을 분석하였다. 항산화 활성 실험을 위한 추출물의 조

제는 볶음 처리한 우엉 및 돼지감자를 10 g 씩을 취하여 증류

수 100 mL로 4시간 가열추출하여 여과하여 여액을 5 g으로 

농축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우엉과 돼지감자의 일반성분 함량은 AOAC(2000)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수분은 105℃ 상압가열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은 micro-Kjeldahl법, 조회분은 550℃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탄수화물은 전체 100%에서 수

분, 조단백질,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나타내

었다.

3. 식이섬유 함량측정
불용성 식이섬유(IDF, insoluble dietary fiber) 함량은 AOAC 

(2000)법에 준하여 효소 중량법(enzymatic-gravimetric method)
으로 측정하였다. 건조시료를 phosphate buffer에 현탁시킨 

후, Termamyl(Novozyme Nordisk, Bagsvaerd, Denmark) solution 
을 첨가하여 95℃의 수욕상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Rotease 
(50 mg/mL) 용액을 가하여 반응시킨 후 다시 냉각하여 amylo-
glucosidase을 가하고, 30분간 반응시켜 전분 및 단백질의 효

소적 가수분해과정을 거쳐 감압여과하여 여액과 잔사를 분

리하였다. 그 후 잔사는 증류수, 95% 에탄올 및 아세톤 순으

로 세척하여 건조 후, 함량을 구하고, 각각 조회분과 조단백질

을 측정한 후, 감하여 불용성 식이섬유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수용성 식이섬유(SDF, soluble dietary fiber)는 불용성 식이

섬유 측정과정에서 얻어진 여액 및 세척액을 60℃로 가열된 

95% 에탄올로 실온에서 1시간 침전시킨 후, 95% 에탄올을 

가하고, 침전물과 용액을 여과하여 잔여물을 78% ethanol로 

세척하였다. 그 후 78% 에탄올, 95% 에탄올 및 아세톤 순으

로 세척하여 건조한 다음 각각 조회분과 조단백질을 측정한 

후, 감하여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하였다. 총 식이섬유

(TDF, total dietary fiber)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

유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4. 무기성분 분석
시료에 분해용액를 가하여 열판(hot plate)에서 무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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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때까지 분해하여 여과(Whatman No. 2, Whatman plc, 
Maidstone, Kent, UK)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n 
scan 25, Thermo Jarnell Ash Co., Vitrolles, France)로 분석하였

다(Jeong 등 2006a). 분석조건 중 radio frequency power는 1.4 
kW이며, analysis pump flow rate는 1.5 mL/min으로 하였고, gas 
flows는 plasma 15, auxiliary 0.2, nebulizer 0.8 L/min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5. 아미노산 분석
시료를 일정량 취하여 6 N HCl 용액을 가하고, 가수 분해

시킨 후 glass filter로 여과한 여액을 회전진공농축기(Eyela, 
N-N serie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Cl을 제거하였다. 그
리고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감압 농축하여 sodium citrate buffer 
(pH 2.2) 2 mL로 용해한 후 0.2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여액을 아미노산분석기 S430(Sykan, Eresing, Germany)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Jeong 등 2006b). 분석에 필요한 column은 

cation separation column(LCA K07/Li 4.6×150 mm, Sykan)을 

사용하고, flow rate은 Buffer 0.45 mL/min, reagent 0.25 mL/min, 
Buffer pH range 2.90~7.95로 하며, column 온도는 37~74℃로 

분석하였다. 

6.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s phenol method (Folin & 

Denis 1915)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에 2 N Folin-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고, 1 N sodium carbonate(Na2CO3)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V-530, Jasco, 
Tokyo, Japan)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Sigma-Aldrich)를 표

준물질로 하여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을 계산하였다.

7.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ang 등(2011)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90% diethylenglycol과 1 N NaOH를 가하

여 37℃수욕상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Catechin(Sigma-Aldrich)을 표준물질로하

여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8.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Dahl 등(1972)의 방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에 DPPH 시약을 

첨가하여 암조건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50% 감소시키는 IC50을 구하였다.

9. Hydroxyl radical(HO․) 소거 활성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은 Chung SK(1997)의 방법에 따

라 EDTA가 포함된 Fenton 반응계에서 측정하였다. 10 mM 
FeSO4․7H2O 용액, 10 mM EDTA․2Na 용액, 10 mM 2- 
deoxyribose 용액을 첨가하여 Fenton 반응 혼합물에 일정농도

의 시료용액에 0.1 M Phosphate buffer 용액(pH 7.4)을 넣어 총 

용액을 조제하였다. 여기에 10 mM H2O2 용액을 가하여 혼합

한 후 37℃에서 4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2.8% TCA(trichloroacetic 
acid)와 1% TBA(thiobarbituric acid)를 가하여 끓는 물에서 반

응시킨 후 급냉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50% 감
소시키는 IC50을 구하였다.

10.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statistical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0.0, Chicago, USA)를 이용하여 평균±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1. 볶음처리한우엉과돼지감자의일반성분및식이섬유
함량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

다. 볶음 처리한 우엉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및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10.43, 8.50, 1.77, 3.43 및 75.87%로 나

타났다. Lee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생우엉과 증건 우엉을 

비교했을 때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함량의 증가는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볶음 처리한 돼지감자의 수

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및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10.67, 
7.83, 1.23, 2.80 및 77.47%로 나타났다. Kim 등(2015)의 연구

에서 돼지감자 분말의 수분 함량은 7.53%, 탄수화물은 71.05%, 
조단백질은 10.81%, 조지방은 5.00%, 조섬유소는 3.59%, 회
분 함량은 5.61%였다.  

Components Wooung Jerusalem artichoke
Moisture  10.43±0.321) 10.67±0.15
Crude protein  8.50±0.10  7.83±0.06
Crude fat  1.77±0.06  1.23±0.06
Crude ash  3.43±0.06  2.80±0.10
Carbohydrate 75.87±0.40 77.47±0.12

1) All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ion
2) Carbohydrate－(moisture+crude protein+crude fat+crude ash)

Table 1. General components of roasting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dry basis, g/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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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ung Jerusalem 
artichoke

Raw1) Roasting Raw Roasting
Total dietary fiber (TDF) 
(Unit: g/100 g) 3.4  6.32) 2.0 4.0

Soluble dietary fiber (SDF) 
(Unit: g/100 g) 3.3 4.8 1.6 2.4

Insoluble dietary fiber (IDF)3) 

(Unit: g/100 g) 0.1 1.5 0.4 1.6

1) Reference: http://koreanfood.rda.go.kr/kfi/fct/fctFoodSrch/list/2016 
0607

2) All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ion.
3) TDF=(IDF+SDF)

Table 2. Dietary fiber and ascorbic acid content of roasting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
choke (Helianthus tuberosus L.)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식이섬유 함량은 Table 2
와 같다. 볶음 처리한 우엉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1.5 g/ 
100 g, 불용성 식이섬유소 함량은 4.8 g/100 g으로 나타났다. 
볶음 처리한 돼지감자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1.6 g/100 
g, 불용성 식이섬유소 함량은 2.4 g/100 g으로 나타났다. IDF
의 경우에는 가열처리에 의해 일어나는 Maillard 반응의 생성

물과 탄닌이 식이섬유 분석과정에서 리그닌 값에 포함되기 때

문에 IDF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Matthee & Appledorf 
1978), 또한 가열과정으로 인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resistant starch가 생성되고, 이것이 식이섬유로 측정되기에 IDF
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Englyst 등 1993). 또한 가

열처리를 통하여 일부 불용성 식이섬유가 분해되어 수용성 

성분으로 측정되어 SDF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Nyman 등 1987). 식이섬유소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작용으로 식후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여 당뇨병 예

방 및 혈중 콜레스테롤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chneeman BO 1998).

2.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무기질 함량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무기질 함량은 Table 3과 

같다. 볶음 처리한 우엉 및 돼지감자에서 가장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칼륨 함량이었다. K은 에너지 대사, 세포막의 운

반작용, 세포막 내외의 전압차 유지, Na과 상호작용을 통한 

신경계의 자극정도,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혈압의 유지, 산
염기의 평형유지 등 중요한 생리작용(Suter PM 1998)을 담당

하기 때문에 K의 섭취가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

라고 보고(Goto 등 1981)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볶은 우엉과 

돼지감자를 차로 이용하여 고혈압 예방으로 효과가 있을 것

Mineral Wooung Jerusalem artichoke
Ca 270.8 89.3
K 2,785.0 2,697.0

Mg 257.4 85.9
Fe 5.07 3.5
Na 41.9 1.4
Mn 3.1 0.1
Cu 1.5 0.4
Zn 3.4 1.4

Total 3,368.1 2,879.0

Table 3. Minerals content of roasting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으로 보인다. 
우엉과 돼지감자의 무기질 함량이 칼륨 다음으로 마그네

슘과 칼슘의 함량도 높아 알칼리성 재료인 것을 알 수 있으

며, 차로 음용했을 때 뼈와 골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인다. 아연, 마그네슘, 구리는 유해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생
체 내에 효소들의 보조인자나 또는 촉매인자로 중요한 무기

질로(Macgregor 등 1982; Lee 등 2003) 특히 볶음 처리한 우엉

에는 다량의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었다. 

3.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Table 4와 같다.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는 볶음 우엉은 총 25종이 분리, 동정되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1,382.112 mg/100 g이었고,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766.031 mg/100 g으로 나타났다. 또한 볶음 돼지감자는 

총 24종이 분리, 동정되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2,678.018 
mg/100 g이었고,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157.294 mg/100 g으로 

나타났다.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에서 아동기에 필요

한 arginine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4.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항산화 활성
폴리페놀성 물질은 항산화, 항염, 항균 등 다양한 생리 활

성을 나타내는 항산화능의 지표물질로써(Sato 등 1996) 돼지감

자에는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있다고 보고되었다(Rosengard 
& Cochrane 1983; Jhon & Kim 1988; Chae & Chol 1991; Kim 
등 2010). 또한 우엉에는 카페산 유도체(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ynarin)와 퀘르세틴(quercetin) 등의 폴리페놀 물질은 항

산화 활성 및 종양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n 등 2011; Pari & Prasath  2008; Ferracane 등 2010).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5



이  연  리 한국식품영양학회지874

Free amino acid Wooung Jerusalem artichoke
Phosphoserine 10.171 12.346 
Taurine 14.128 3.510 

Aspartic acid 126.991 40.938 
Hydroxyproline 73.745 N.D. 
Threonine 20.663 19.083 
Serine 14.285 13.960 
Asparagine 173.597 764.324 
Glutamic acid 19.972 46.088 

Sarcosine N.D. 8.525 
Proline 7.543 126.563 
Glycine 2.482 1.795 
Alanine 65.531 30.500 
Valine 21.265 21.131 
Methionine 35.135 N.D.

Isoleucine 29.331 14.145 
Leucine 30.233 11.375 
Tyrosine 22.239 24.968 
Phenylalanine 37.294 21.853 
γ-Amino-n-butyric acid 81.752 22.908 
Histidine 16.851 50.594 

Tryptophan 5.715 60.320 
Hydroxylysine 0.892 1.466 
Ornitine 0.831 4.965 
Lysine 5.733 33.425 
Ethanolamine 1.920 2.187 
Arginine 563.811 1,341.048 

Total E.A.A1) 766,031 1,572,974
Total A.A 1,382,112 2,678,018 

1) Total E.A.A: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Histidine, Tryptophan lysine, Arginine

Table 4. Free amino acid content of roasting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Unit: mg/100 g)

와 같다.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

각 32.56 및 29.56 mg GAE/g으로 나타났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6.54 및 16.71 mg CE/g으로 나타났다. Lee 등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생 우엉에 폴리페놀 함량은 11.12 mg 
GAE/g의 함유량을 보였으며, 9회 증건 우엉에서 13.30 mg 
GAE/g의 함량을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15)의 연

구에서도 돼지감자 분말 31.43 mg TAE/g의 함유량을 보였다

고 하였다. Tchone 등(2006)은 건조된 돼지감자에서 에스쿨

린(esculin), 젠티틴산(gentisic acid), 카테친(catechin), 클로로

Sample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llic acid 
equivalent/g)

Total flavonoid 
content

(mg catechin 
equivalent/g)

Wooung 32.56±1.11 16.54±0.58
Jerusalem artichoke 29.56±0.53 16.71±0.22

Table 5.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of roasting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겐산(chlorogenic acid), 바닐릭산(vanillic acid), 에피카테친

(epicatechin), 살리실산(salicylic acid) 등의 페놀성 화합물이 

분리 및 동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Jin 등(2012)의 연구에서

도 인삼을 증건함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Xu 등(2007)의 연구에서도 감귤류 

껍질의 가열 전과 후의 페놀성 화합물을 HPLC로 분석한 결

과, 가열 후 유리 페놀성 화합물은 증가하고, 에스터 결합의 

분자량이 큰 페놀화합물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엉과 돼지감자의 볶음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유리되어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Kang 등 2006)
DPPH는 안정한 자유 라디칼로서 그것의 비공유전자로 인

해 517 nm 부근에서 최대 흡수치를 나타내며, 전자 또는 수

소를 받으면 517 nm 부근에서 흡광도가 감소하는 원리를 이

용하여 시료에서 이러한 라디칼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이 크면 높은 항산화 활성 및 활성산소를 비롯한 다른 

라디칼에 대하여 소거 활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도 이용할 수 있

다(Manian 등 2008).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 value은 각각 12.99, 19.74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보다는 낮았지만 모두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

였다. Yamaguchi 등(2001) 연구에 의하면 우엉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은 당근, 양파, 청고추 등 18가지 채소 중에서 가장 높

으며, 가열에 의해서 활성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

다. Song 등(2012)의 연구에서도 생 더덕 물 추출물에서 IC50 
value가 6.68 mg/mL를 보였으나, 증건 후 1.65 mg/mL로 감소

한다고 하여 증숙처리에 의한 항산화력의 증가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Hydroxyl radical은 DNA의 핵산과 결합함으로써 발암성, 

돌연변이 및 세포독성를 유발하게 되며, 지질과산화 과정에

서도 빠른 개시제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은 지질과산화 과정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 또는 활

성산소종을 제거함으로써 연쇄반응을 저해한다고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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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C50 (mg/mL)

DPPH OH
Wooung 12.99±0.53 25.96±0.61

Jerusalem artichoke 19.74±0.23 22.93±0.05
L-Ascorbic acid  0.84±0.03  1.25±0.03

Table 6.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oasting Wooung 
(burdock, Arctium lappa L.) and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있다(Manian 등 2008).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의 

IC50 value도 각각 25.96, 22.93으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보다는 낮았지만 모두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항산화능의 증가는 열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조직

의 연화로 인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의 증가, 또는 열처

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반응으로 멜라노이딘과 같은 MRPs 
(Maillard reaction products)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Murakami 등 2004).
  

요 약

본 연구는 손쉽게 가정에서 볶음 처리하여 우엉차와 돼지

감자차를 만들어 영양성분과 항산화 활성을 검색하여 다양

한 기능성 식품으로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볶음 처리한 우엉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및 탄

수화물 함량은 각각 10.43, 8.50, 1.77, 3.43 및 75.87%로 나타

났으며, 볶음 처리한 돼지감자는 각각 10.67, 7.83, 1.23, 2.80 
및 77.47%를 보였다. 볶음 처리한 우엉의 수용성 식이섬유소 

함량은 4.8 g/100 g, 불용성 식이섬유소 함량은 1.5 g/100 g으
로 나타났다. 볶음 처리한 돼지감자의 수용성 식이섬유소 함

량은 2.4 g/100 g, 불용성 식이섬유소 함량은 1.6 g/100 g으로 

나타났다.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에서 무기질함량 중

에서 가장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칼륨>마그네슘으로 나타

났다.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는 볶음 처리한 우엉은 총 25종
이 분리, 동정되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1,382.112 mg/100 
g이었고,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766.031 mg/100 g으로 나타났

다. 볶음 처리한 돼지감자는 총 24종이 분리, 동정되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2,678.018 mg/100 g이었고,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157.294 mg/ 100 g으로 나타났다.
볶음 처리한 우엉과 돼지감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2.56, 

29.56 mg GAE/g으로 나타났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6.54, 16.71 mg CE/g으로 나타났다. 볶음 처리한 우엉 및 돼

지감자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 value은 각각 12.99, 

19.74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보다는 낮았지만 

모두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볶음 처리한 우엉 및 

돼지감자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은 각각 25.96, 
22.93으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보다는 낮았지

만 모두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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