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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는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주로 이용되는 덩이뿌리뿐만 아니라 지상부의 잎과 줄기 또

한 식용이 가능하다. 특히 고구마 잎 중에서도 정단에 가까운 어린잎에서 기능성 성분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되

고 있다. 고구마 끝순은 씨고구마 파종 후 여러 번에 걸쳐서 수확이 가능하나 수확횟수에 따른 기능성분 차이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육성 품종 중 끝순 부위의 기능성분 함량이 우수한 ‘하얀미’, ‘주황미’, ‘고건미’ 품종을 

대상으로 수확 횟수에 따른 기능성 성분의 함량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시험포장내 비닐하우스에 고구마 묘상을 조성하여 수행하

였다. ‘하얀미’, ‘주황미’, ‘고건미’ 품종을 각각 1.2 m × 0.25 m(0.3m2)당 씨고구마 10개씩 파종하여 3반복으로 재배하였다. 

끝순은 상위 20 cm를 수확하였고, 총 3차에 걸쳐 수확하여 동결건조 후 –20°C에 냉동보관하였다. 루테인, 베타카로틴 함량은 

HPLC로 측정하였고, 총 폴리페놀 함은 Folin-Denis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DPPH,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첨

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고구마 끝순의 루테인 함량은 1차 수확에서 ‘하얀미’, ‘주황미’, ‘고건미’ 각각 26.1, 39.9, 18.6 mg/100g DW이었으나, 3차 수

확에서는 각각 36.1, 57.5, 25.5 mg/100g으로 1차에 비해 38.3 ~ 44.1%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타카로틴 함량 또한 1차 수

확에서 ‘하얀미’, ‘주황미’, ‘고건미’ 각각 66.2, 105.9, 49.0 mg/100g에서 3차 96.8, 183.1, 64.8 mg/100g으로 증가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1차 수확에서 ‘하얀미’ 7,557 mg/100g, ‘주황미’ 4,332, ‘고건미’ 7,748으로 나타났으며, 3차 시료에서 각각 

4,407, 4,142, 5,061 mg/100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루테인, 베타카로틴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DPPH 라디칼소거활성은 

‘하얀미’, ‘주황미’ 1차 수확 끝순에서 88.6, 90.1%, 3차에서 88.3, 89.8%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건미’ 끝순의 경우 1차 

89.1%에서 3차 86.2%로 약간 감소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

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구마 끝순의 수확횟수가 증가할수록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 베타카로틴은 증가하나 

폴리페놀은 감소하는 경향이나, 금후에 4차 이후의 수확 시료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수획횟수에 따른 기능성분 변화를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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