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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메  (Fagopyrum esculentum Moench)은 막

국수, 냉면, 메 묵, 수제비, 메 부침 등으로 이용

되고 그 껍질은 베갯속에 사용되어 왔다 (Kim et 

al., 2001). 본 강목에 의하면 메 은 를 튼튼하

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정신을 맑게 할뿐만 아니

라 오장의 꺼기를 제거한다고 하 다.

  메 은 로부터 구황작물로 이용되어 왔는데, 

약리성이 강하여 내과 으로 홍역, 궤양성 장병, 

여성 하증, 폐각 , 흉통, 조산방지, 산후출 , 

장출 , 간염, 황달  백일해에 쓰이고 외과 으

로는 타박상, 악성종기  심한 하복부 부기치료

에 쓰 다 (Choi et al., 1996).  

  양학 으로 볼 때 메 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라이신, 루탐산, 알긴산  리유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우수한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망간, 

구리  철분과 같은 무기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B1, B2, E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양학 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다 (Ikeda et al., 

1995; Pomeranz et al., 1975).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 되어감에 따라 증

가하는 성인병의 방과 치료에 메 이 효과가 있

다는 각종 보고로 메 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메 이 새로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평가되는 이

유 의 하나는 rutin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

으로 메 은 rutin의 기원식물로서 알려져 있다 

(Couch et al., 1946). Rutin이란 황색～담황색의 

flavonoid계 물질로서 의 지나친 투과성에 의

해 발생하는 계 질환의 치료와 모세  강

화, 항염증성 효과, 폐출   망막출 의 방  

구충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천연물로 의약분야에

서 매우 요하다 (Havesteen, 1983; Marshall & 

Pomeranz, 1983; Xiaoling et al., 1992). 

  본 연구는 메 을 이용하여 지 까지 이용된 바 

없었던 콩나물 형태의 채소로 재배하여 rutin, 아

미노산  각종 무기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메 싹기름” (buckwheat sprouts) 재배에 한 

것으로 메 싹기름 (특허 제0217884호)을 새로운 

신선채소로의 이용은 물론 건강 기능성식품소재로 

활용하고자 하 다.

연 구 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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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d washing

↓

Germinate at 25±2℃, dark

Moisturize↓

After 2 days, buckwheat sprouts 

grow up 2-3cm long

↓

Change of water supply system

Water spray

↓

Water spray for 1-2 min. every 3 hrs.

↓

Harvest at 6-8 days after seeding

그림 1. Scheme for the mass production of buckwheat sprouts by automatic culture 

system.

Ⅱ. 재료  방법

1. 메밀싹기름의 재배 및 분석시료의 준비
  본 시험에 사용된 메 은 작물과학원에서 육성

된 다산메 을 공시하 다.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 싹기름의 재배는 온도와 살수(撒水)가 

자동으로 조 될 수 있도록 제작된 발아상을 이용

하 고 메 싹기름의 일반특성은 재배일수별 

(DAS: days after seeding)로 검토하 다. 생산된 

메 싹기름의 각종 이화학성분은 채취된 시료를 

-70℃로 속 동결 후 동결건조기로 건조시켜 시

료보 용기에 넣고 4℃에 보 하면서 해당 분석시

료로 사용하 다.

2. 물성 (Texture)
  메 싹기름의 물성의 분석은 Two column형  

물성분석기 (Texture analyzer, Model: TX, XT2, 

England)로 T.P.A 방식의 two-cycle compression 

test를 하여 hardness, cohesiveness, chewness, 

springiness  gumminess를 측정하 다. 

3. 유리당 (Free sugar)의 분석
  유리당의 분석은 YMC-Pack Polyamine Ⅱ 컬

럼 (5 μm, 250×4.6 mm) (YMC Co., Ltd. Kyotyo, 

Japan)으로 분석하 다. 20% ethanol 용액 20 ml

를 동결건조된 메 싹기름 분말 1.0 g에 가하고 

35℃ 항온수조에서 60분간 교반추출하 으며 5,000 

g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Sep-Pak 

NH2 solid-phase extraction cartridge (Waters, 

USA)에 통과시켜 수거된 1.0 ml를 50℃ dry-bath

에서 N2 기류하에 건조시킨 후 0.2 ml의 순수로 

용해시켜 20 ㎕를  HPLC에 주입하 다.

  유리당의 분석에 사용된 HPLC는 Waters 510 

Pump, Waters 410 R.I. Detector, Waters 746 

Integrator를 사용하 다. 분석조건으로는 컬럼의 

온도 35℃, 검출기의 온도 39℃가 유지되도록 하

으며 이동상(mobile phase)으로는  acetonitrile : 

water (65:35, v/v);  flow rate 0.7 ml/min 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 당은 Sigma (St. Louis, USA)

사 제품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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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산 (Fatty acids)의 분석
  지방산의 분석은 Rafael & Mancha (1993)의 방

법에 따라 0.5 g의 메 싹기름 동결건조 분말시료에  

methanol : heptane : benzene : 2,2-dimethoxypropane 

: H2SO4 (37:36:20:5:2, v/v)로 조제된 용액을 가하고 

80℃로 가열하여 digestion  lipid transmethylation

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가열이 끝

난 single phase는 상온에서 냉각 후 fatty acid 

methyl esters (FAMEs)를 함유하고 있는 상등액

을 취하여 capillary GC에 주입하 다. 지방산 분

석에 사용된 GC system은 HP 6890 system FID 

(HP Co., USA)이었고, HP-Innowax capillary 

(Cross-linked polyethylene glycol) column(0.25

㎛×30m)을 사용하 다. 분석조건으로는 initial 

temperature 150℃, final temperature 280℃로서 

분당 4℃씩 증가되도록 하 고, carrier gas로서 

N2 gas를 분당 10 ml를 흘려주었다. 분석이 진행

되는 동안 inlet과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250℃ 

 300℃가 유지되도록 하 다. 표  FAME mix 

(C14-C22)는 Supelco (Bellefonte, USA)사 제품을 

사용하 다.

5. 유리아마노산 (Free amino acid)의 
분석

  Free amino acid (FAA)는 L-8800 high-speed 

amino acid analyzer (Hitachi, Japan)로 분석하

다. 동결건조된 메 싹기름 분말 1.0 g에 3% 

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 10 ml를 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후 10,000 g으로 15분간 원

심분리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Millipore 0.45 ㎛ 

syringe filters (Milford, USA)로 여과하여 Amino 

acid auto-analyzer로 분석하 다. 유리아미노산의 

표 시약은 Wako (Wako-shi, Japan)사의 Type 

AN-Ⅱ과 Type B용액을 사용하 다.

6. Phenolic compounds의 분석
  동결건조된 메 싹기름 분말 1.0 g에 30 ml의 

methanol을 가한 후 80℃에서 1시간 환류추출 후 

Sep-Pak C18 solid-phase extraction cartridge로 

여과하여 HPLC에 주입하 다. Rutin과 phenolic 

compounds의 분석에는 photodiode array detection 

system(Waters 996)이 장착된 Waters 2690 

separation module (Waters Milford, USA)을 사용

하 고, XTerra MS C18, 5 ㎛ (150×2.1 mm) 

column을 25℃가 유지되도록 하 다. 이동상으로

는 2% acetic acid (eluent A)와 0.5% acetic acid

를 함유한 50% acetonitrile (eluent B)용액을 사용

하여 분당 0.2 ml의 유속으로 10% B에서 55% B

까지 50분간, 55% B에서 100% B까지 10분간, 

100% B에서 10% B까지 5분간 gradient하 다.  

Injection volume은 2 ㎕ 고, 200～450 nm에서 

측정되는 spectra를 검출하 다. Mass spectrometry

는 Micromass electrospray interface ZMD 4000 

(Micromass, Manchester, UK)로 측정하 는데, 

N2를 nebulizing gas로 사용하 고 이때 source 

block과 desolvation temperature는 150  250℃를 

유지하 다. Mass의 조건은 electrospray ionization 

(negative mode)로서, cone voltage ramp를 

10-50V; acceleration lens potential 0.5 kV; scan 

rate 0.4 scan/s, multiplier voltage 650 V 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 물질로 chlorogenic acid, 

quercitrin과 rutin은 Sigma (St. Louis, USA)사 

제품을 사용하 다.

7. 수용성 vitamin의 분석
  동결건조된 메 싹기름 분말 1.0 g에 20 ml 

Milli-Q water (Millipore, USA)를 가하여 10분간 

sonicate후 5,000 g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

액을 0.4 ㎛ membrane filter로 여과하고 Waters 

2487 dual wavelength detector (Milford, USA)가 

부착된 HPLC에 20 ㎕를 주입하여 254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Nova-Pack C18 (150×3.9 

mm) column을 상온에서 사용하 는데, ion-pair 

mobile phase로는 5 mM tetrabutyl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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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 acetonitrile (75:25, v/v)을 분당 0.6 

ml의 속도로 흘려주었다. 분석된 chromatogram은 

Autochro-WIN data module (Younglin instrument, 

Korea)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고, vitamin B1 

(thiamin), B6 (pyridoxine) 와 vitamin C (ascorbic 

acid)은 Sigma (St. Louis, USA)사 제품을 사용하

다. 

Ⅲ. 결과  고찰

1. 메밀싹기름의 재배
  메 싹기름 (그림 2)은 메 을 싹을 틔워 메

의 기가 속히 신장할 수 있도록 생육조건을 

조성하여 메 의 싹이 마치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과 그 형태가 비슷하도록 기른 것을 말한다. 지

까지 메 은 주로 막국수, 냉면과 같은 면류로 이

용하거나 종 후 어린 메 의 순을 솎아서 메

나물로 이용하는 것이 부분이었다. 따라서 메

을 콩나물 형태의 새싹채소로 재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메 의 이용의 용도상 지 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메 싹기름의 장 은 간편한 방법으로 건강식품

을 선호하는 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채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 싹기름의 생산을 한 과정을 요약하면, 1) 메

종자를 물로 세척하여 이물질과 먼지 등을 제거

한다. 2) 25±2℃가 유지되는 어두운 곳에 보 하

면서 매일 2～3회 물을 뿌려 건조되지 않도록 유

지 시켜 다. 3) 약 2일이 경과하면 발아가 완료되

고 약 3～4일이 경과하면 메 싹이 약 3～4 ㎝ 정

도로 자라게 되며 메 싹은 뿌리매트(그림 2)를 

형성하게 된다. 4) 메 의 싹이 뿌리매트를 형성하

게 되면 3시간 간격으로 약 2～3분간 살수재배법

으로 환시켜주면 약 6일 이후부터 메 싹기름을 

수확할 수 있게 된다. 메 싹기름 재배시 빛에 노

출시키면 메 이 발아하면서 머리와 기에 엽록

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에 anthocyanin계의 

붉은 색소를 형성하고 기가 자라지 못하며 자엽

이 신속히 개되기 때문에 상품가치를 낮게 하고 

콩나물과 같은 형태의 메  싹기름으로 재배할 수 

없다. 한 메 싹기름을 균일하게 생육할 수 있

도록 하기 해서는 메 의 싹이 뿌리매트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

는데 뿌리매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수식

으로 재배수를 공 하게 되면 메 싹이 쓰러지거

나 기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뿌리매트 형성이 유

도는 재배상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 싹기름을 재배함에 있어 종자의 선택은 매

우 요한데, 이는 메 의 품종에 따라서 발아율

이 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산 메 은 발아율이 매우 낮아서 메 싹기름을 생

산하기 한 종자로 사용하기에는 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국산 메 의 종자일지라도 메

싹기름 생산에 부 합한 종자가 ( 부분 묵은 

종자) 있기 때문에 종자의 선택은 메 싹기름을 

재배에 있어 가장 요한 요인이 된다. 콩나물은 

재배하기 에 침종하 다가 콩나물로 재배를 하

지만 메 싹기름은 콩나물과는 달리 침종을 할 경

우 오히려 발아율이 히 낮아지고 침종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수용성 고형물들이 용출되기 때

문에 침종을 하지 않고 종자에 혼입되어 있는 이

물질의 제거를 한 간단한 세척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림 2. Buckwheat sprouts (a) and mass 

production system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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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position
Hardness
(g/3.14㎟)

Springness Gumminess Cohessiveness Chewiness

Cotyledon 330.4 0.766 192.1 0.581 147.2

Hypocotyl

Upper 86.1 0.645 28.3 0.327 18.4

Middle 93.9 0.611 34.0 0.362 21.0

Bottom 140.8 0.725 50.2 0.357 37.7

표 1. Texture analysis of buckwheat sprout

2. 메밀싹기름의 일반특성 
  상기된 메 싹기름의 재배법에 따라 메 을 치

상하면 약 6일 후부터 콩나물 형태의  메 싹기름

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데, 메 싹기름의 일반특

성은 품종  재배조건 등에 의하여 다소 변화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

이가 12～15 ㎝ 정도이고 기의 두께는 체로 

0.8-0.9 ㎜정도에 이른다. 메 싹기름의 수량은 

100 g의 종실을 재배할 경우 약 9～10배의 수율을 

나타내고 껍질 (果皮)의 탈피는 재배 5일이 경과

되면서 자연 탈피가 시작되는데 7일을 후로 탈

피율이 높다. 과피의 자연탈피율은 메 싹기름의 

외 인 품질에 향을 미치는데 과피의 자연탈피

를 유도하기 해서는 살수식 재배가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메 싹기름은 콩나물과는 달리 비린내가 나지 않

고 오히려 그 향이 독특하며 조직이 연하고 부드

럽기 때문에 (표 1) 생식하거나 샐러드 즉석나물

무침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메 싹기름을 소재

로 한 각종 음료  식품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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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rowth and yield of buckwheat sprout 
according to days after seeding.

3. 유리당 (Free sugar)의 함량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 의 종실에서는 

rhamnose,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raffinose, DP3 (degree of polymerization), DP4와 

같은 8종의 유리당이 검출되었다. 메 의 종실에 

함유된 유리당  sucrose와 raffinose는 함량이 

가장 높았던 반면 rhamnose, fructose, glucose, 

maltose, DP3와 DP4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재배일수가 경과됨에 따라 메 싹기름에

서는 fructose  glucose와 같은 monosaccharide

의 함량이 히 증가되었으나, disccaharides 

(sucrose, maltose), trisaccharides(raffinose, DP3) 

 tetrasaccharide (DP4)의 함량은 격히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tose, DP3  DP4는 2 

DAS까지 검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

았고, sucrose는 6 DAS까지 지속 으로 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hamnose는 8 

DAS까지 검출되었으나 그 변화 pattern은 다른 

유리당의 변화에 비하여 비교  완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로 살펴볼 때 메 의 

발아가 진행시 장양분  분의 효소분해가 본

격 으로 활성화되기 이 에 종실에 함유된 di-, 

tri-  tetrasaccharide들은 신속히 분해되어 단순 

carbohydrates 는 fructose나 glucose와 같은 

monosaccharides로 환되어 메 의 기 발아를 

한 energy원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메

싹기름은  발아기간을 통하여 monosaccharide

의 함량이 지속 으로 증가되는데, 이와 같은 유

리당 조성은 메 싹기름이 건강에 유리한 기능성 

채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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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산(Fatty acid)의 조성
  재배일수에 따른 메 싹기름의 지방산 조성의 

변화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메 종실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의 비율이 높고 포화지방

산(saturated fatty acid)의 비율이 낮았는데, 불포

화 지방산  oleic acid (18:1), linoleic acid (18:2) 

 linolenic acid (18:3)의 조성비는 36.8, 38.1와 

2.7%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메  종실의 주요 포

화지방산으로는 palmitic acid (16:0)임을 알 수 있

었고 이들의 조성비는 약 17.7%에 해당하 으나 

포화지방산  myristic acid (14:0), stearic acid 

(18:0), arachidic acid (20:0)  behenic acid (22:0)

의 조성비는 매우 낮았다. 메 의 발아가 진행됨

에 따라 포화지방산의 조성은 격히 감소하기 시

작하는데, myristic acid와  stearic acid의 경우 

발아후 1일 (1 DAS) 경과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

고 arachidic acid와 behenic acid의 경우 3DAS에 

검출되지 않았다. 불포화지방산  oleic acid는 발

아일수가 경과됨에 따라 차 으로 감소되지만 

linoleic과 linolenic acid의 경우 그 조성비가 차

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아후 6～8일된 메 싹기름의 총 불포

화지방산(oleic+linoleic+linolenic acid)의 비율은 83% 

이상에 달하 으며 이들  linoleic acid의 조성비

는 약 5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Linoleic acid (18:2), linolenic acid (18:3)  

arachidonic acid (20:4)와 같은 polyunsaturated 

fatty acid는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산 

(essential fatty acids)으로 이들  linolenic acid

는 피부의 이성과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bioactive

한 물질이며 호르몬 유사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arachidonic acid로 환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Wassef, 198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메 싹기름은 불포화지방

산이 주종을 이루며 이들   linoleic acid가 주요 

지방산임을 고려할 때 메 싹기름은 인의 요

구를 충족하는 기능성 채소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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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mparison of HPLC chromatogram of 
free sugars between buckwheat seeds 
and sprouts (A), and the changes of 
free sugar contents in buckwheat 
sprouts according to days after seeding 
(B). (1) rhamnose; (2) fructose; (3) 
glucose; (4) sucrose; (5) maltose; (6) 
raffinose; (7) DP3; (8) DP4; (9) DP5; 
(10) DP6; (11) DP7. Values are the 
means of thre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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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atty acid composition of buckwheat sprouts according to days after seeding 

Days 

after 

seeding

Composition of fatty acids (%)

C14:0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C22:0

Seeds 0.33±0.0* 17.7±1.9 1.8±0.1 36.8±2.1 38.1±2.5  2.7±0.1 1.1±0.3 1.6±0.2 

1 - 18.7±1.8 1.7±0.1 35.4±1.9 39.9±2.5  2.9±0.2 - 1.5±0.0

2 - 18.6±2.0 1.5±0.2 33.6±2.0 41.6±2.9  3.4±0.1 - 1.3±0.1

3 - 19.1±1.9 - 31.3±2.2 45.6±3.1  4.0±0.2 - -

4 - 18.0±1.5 - 28.7±1.7 45.1±3.0  8.2±0.3 - -

5 - 18.4±0.9 - 25.9±2.1 46.7±3.2  9.1±0.3 - -

6 - 17.5±0.8 19.5±1.6 50.7±3.6 12.3±0.6 - -

7 - 16.9±1.0 - 16.9±1.9 52.1±2.7 14.1±0.9 - -

8 - 14.6±0.8 - 15.4±1.4 51.1±3.0 18.9±0.8 - -
*Means ±SE, n=3

5. 유리 아미노산 (Free amino acids)의 
함량

  표 3은 메 의 종실과 치상 후 3, 5, 7일이 경과

된 메 싹기름의 유리아미노산 (free amino acid: 

FAA)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메 의 종실에서

는 NH3를 포함한 총 32종의 FAA가 함유되어 있

었는데, 치상 후 7일이 경과된 메 싹기름에서는 

34종의 FAA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FAA 함량은 발아가 진행될수록 그 함

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 싹기름의 

FAA함량은 메 종실에 비하여 약 4배 이상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Cystine, β-amino isobutyric 

acid, 1-methylhistidin과 3-methylhistidine은 메

의 종실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나, 메 싹기름

에는 함유되어 있었던 반면 sarcosine과 carnosine

는 7 DAS의 메 싹기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anserin의 경우에는 5 DAS의 메 싹기름

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01)은 메 싹기름의 total amino 

acid (acid hydrolysis with 6N-HCl) 함량은 28～

38% 정도가 메 의 종실보다 증가되며 특히 14종

의 아미노산이 히 증가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시험의 결과 메 싹기름의 FAA 함량은 메

의 종실에 비하여 4배 이상이 높았으며 lysine, γ

-amino-n-butyric acid (GABA)  황함유 아미

노산 (sulfur containing amino acids)인 cystine, 

methionine과 cystahionine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메 싹기름은 높은 양학  가치를 

지닌 것으로 단되었다. 특히 lysine의 함량은 각

종 화곡류의 제한 아미노산이 될 뿐만 아니라 

GABA  황함유 아미노산은 기능성 아미노산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 싹기름은 양학  가

치 매우 높은 기능성채소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의 기능성  유용성에 있어서도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Hamad & Fields, 1979). 

  메 이 allergy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일반 인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llergy의 유발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allergy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각종 메

련 제품을 식용으로 하고자 할 경우 주의를 요하

기도 한다 (Davidson et al., 1992; Horesh, 1972). 

메 에 있어 allergen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분자량이 14～18 kDa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잠재 인 allergen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Yoshimasu et al., 2000). 메 싹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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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메 의 종실과는 달리 발아된 채소에 해

당하기 때문에 종실과는 단백질의 구성이 상이할 

것으로 단이 되지만 각종 메 련 식품에 민감

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6. Phenol성 물질
  그림 4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 의 종실

에는 소량의 rutin, quercitrin  chlorogenic acid

가 함유되었고 negative ion mode ESI mass로 2

종의 미확인 물질A와 B를 검출할 수 있었으며 이

들의 분자량은 각각 451 m/z, 431 m/z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 의 발아일수가 진행됨에 따라 rutin 

(quercetin-3-O-rutinoside)과 quercitrin (quercetin 

-3-O-rhamnoside)의 함량은 차 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tin과 quercitrin의 최  함량

은 발아 후 7 DAS와 8 DAS에서 찰되었으며 

이들의 함량은 각각 2236.7 ㎎/100 g과 2312 ㎎

/100 g이었다. Rutin (7 DAS)과 quercitrin (8 

DAS)의 함량은 메 종실 (rutin 63.3 ㎎/100 g, 

quercitrin 35.4 ㎎/100 g)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인 

면에서 각각 35배  65배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

다. 2종의 미확인 물질 분자량이 431 m/z에 해당

하는 compound B는 발아일수가 진행됨에 따라 그 

함량이 하게 증가되었던 반면 compound A 

(451 m/z)와 chlorogenic acid는 비교  변화가 

었다. 메 은 rutin의 기원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Couch et al., 1946; Havesteen, 1983), 메 싹기름

에 있어 rutin (quercetin-3-O-rutinoside), quercitrin 

(quercetin-3-O-rhamnoside)과 미확인 물질 com- 

pound B (431 m/z)의 함량은 발아일수가 진행될

수록 그 함량이 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hlorogenic acid의 biosynthesis pathway는 

quercetin-3-glysoside와 cyanidin-3-galactoside

의 생합성 경로와 동일한(Lancaster, 1992)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hlorogenic acid의 생합성은 quercetin 

-3-glysoside이나 cyanidin-3-galactoside의 생합

성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Mohamed et 

al., 2001). 그러나 메 싹기름에 있어 flavonids와 

phenolic compounds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 정

확한 이유에 해서는 그 원인이 밝 진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후에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최근 메 에 함유된 rutin에 한 심이 높아

지고 있으나 chlorogenic acid나 quercitrin에 한 

심이 상 으로 낮았었다. 그러나 이들 성분이 

메 의 종실뿐 만 아니라 메 싹기름에도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이들에 한 

심도 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7. 수용성 vitamin
  그림 5는 메 싹기름에 함유된 수용성 vitamin

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메 싹기름에는 vitamin 

B1+B6, vitamin C  2종의 미확인 물질이 함유되

어 있었으며 메 의 종실에는 그 함유량이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vitamin B1과 B6는 본 시험의 분석조건에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overlay되었는데 (그림 5A), 

발아일수가 진행될수록 vitamin B1+B6의 함량은 

비교  완만한 증가를 보여 7 DAS에 그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11.8 ㎎/100 g), vitamin C의 경우 

발아 후 일수 경과에 따른 함량의 증가가 하

여 7 DAS에는 함량이 최  171.5 ㎎/100 g에 

달하 다. Vitamin B1 (thiamin)은 각종 energy 

사와 신경계의 신호 달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vitamin B6 (pyridoxine)는 각종 

enzyme의 기능, 탄수화물  지방 사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Zangen 

et al., 1998), vitamin C (ascorbic acid)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DNA  세포막의 지질  단백

질의 산화를 방지하며 각종 생체물질의 생합성에 

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kkers et al., 

1996; Fraga et al., 1991; Frei, 1991).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볼 때 메 싹기름에는 vitamin 

B1+B6과 vitamin C의 함량이 풍부하고, 발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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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ree amino acid contents of buckwheat sprouts according to days after seeding 

Free amino acids
Seed

Day after seeding

3 5    7

(mg/100g, DW)

Phosphoserine 4.3±0.2* 6.1±0.2 10.3±0.2 36.2±2.3 
Taurine 2.1±0.1 2.3±0.0 4.3±0.8 1.6±0.0 
Phospho ethanol amine 1.5±0.0 2.4±0.3 5.2±1.0 11.3±2.4 
Urea 37.8±3.3 27.3±2.5 65.9±5.2 10.4±2.1 
Aspartic acid 24.7±2.2 26.5±2.4 50.7±2.3 38.0±3.2 
Threonine 12.4±1.7 26.7±1.9 46.7±3.6 94.9±7.6 
Serine 10.3±0.9 30.7±2.7 51.5±3.1 114.6±10.3 
Glutamic acid 58.8±5.2 99.3±5.2 158.3±8.8 72.8±5.2 
Sarcosine 2.7±0.7 3.1±0.2 4.1±0.7 - 
α-amino adipic acid 9.1±1.1 11.6±1.1 19.0±2.1 21.0±1.3 
Glycine 8.6±1.0 18.7±2.0 30.1±3.2 47.5±4.5 
Alanine 8.1±1.2 47.0±3.2 64.6±6.0 55.6±6.1 
Citrulline 0.6±0.0 3.3±0.2 9.4±2.5 27.0±2.1 
α-amono-n-butyric acid 0.5±0.0 1.2±0.1 1.6±0.1 2.5±0.6 
Valine 26.3±2.3 40.6±3.5 64.0±4.5 119.7±7.9 
Cystine - 1.1±0.0 8.2±1.6 31.9±2.1 
Methionine 3.7±0.1 7.5±1.0 8.8±2.2 14.7±3.0 
Cystathionine 47.5±3.2 56.1±3.3 63.5±2.6 46.9±1.8 
Isoleucine 9.6±1.5 14.6±2.1 31.1±2.0 68.3±4.1 
Leucine 6.8±1.4 22.7±1.9 38.4±3.0 74.9±3.9 
Tyrosine 4.9±0.8 18.4±2.0 31.3±2.5 37.7±2.3 
Phenylalanine 3.7±0.3 17.6±2.1 26.6±3.3 68.6±3.2 
β-Alanine 1.1±0.1 2.3±0.1 6.5±1.0 13.3±0.8 
β-Amino isobutyric acid - - 0.6±0.0 0.6±0.0 
γ-Amino-n-butyric acid 2.5±0.1 16.5±2.4 81.9±5.5 78.8±6.2 
Ethanol amine 0.9±0.0 4.6±0.3 19.6±1.5 55.1±4.5 
NH3 3.6±0.3 7.6±1.0 55.8±3.4 80.7±6.4 
Hydroxylysine 3.9±0.6 4.4±0.2 3.7±0.8 0.9±0.0 
Ornithine 3.1±0.2 3.6±0.0 5.4±1.1 4.9±0.7 
Lysine 7.0±1.1 22.0±0.5 41.4±3.2 56.2±2.6 
1-Methylhistidine - - 2.2±0.1 2.3±0.2 
Histidine 3.7±0.3 19.1±1.1 56.2±3.6 144.3±10.2 
3-Methylhistidine - - 0.6±0.0 0.9±0.0 
Anserine - - 2.1±0.0 - 
Carnosine 4.6±0.6 2.2±0.3 1.0±0.0 - 
Arginine 73.0±5.2 115.6±11.0 224.5±12.1 146.0±7.8 
Proline 2.9±0.4 11.3±1.3 22.8±2.4 16.2±1.6 

Total
389.9±35.2

(100) 

694.1±56.7 

(178.0)

1317.9±91.0 

(338.0)

1596.3±115.5

(409.4) 

 *Means ±SE, n=3

일수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함량 증가가 하

여 기능성 채소로서의 유용성을 알 수 있었고, 수

용성 vitamin계열에 해당하는 물질로 추정되는 2

종의 미확인 물질의 증가가 하여 앞으로 이들

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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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mparison of HPLC chromatogram of 
water soluble vitamins between buckwheat 
seeds and sprouts (A), and the changes 
of vitamin B1 and vitamin C contents 
in buckwheat sprouts according to days 
after seeding (B). Values are the means 
of thre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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