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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liage of sweet potato [Impomoea batatas (L.) Lam] is an excellent source of food material due to the functional 
components of polyphenol and carotenoid. In this study, the lightness (L-value),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foliage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cultivars harvested after different cultivation periods 
(60, 90 and 120 days after planting) and according to tip locations (1st~5th, 6th~10th, 11th~15th tip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Shinwhangmi showed a lower lightness value (60 days after planting and 1st~5th tips). The longer the cultivation 
periods and the closer the tips, the higher the contents of polyphenol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in 
lyophilized foliage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In the 1st~10th tip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cultivated 
for 90 days and dried by 2 step hot-air (1st: 70℃ for 8 hr, 2nd: 80℃ for 4 hr), the polyphenol and β-carotenoid contents 
were 5.0, 3.9 and 4.0 mg/g and 75.6, 71.6 and 63.1 mg/g,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EC50) were 0.29, 0.36 and 0.33 mg and 0.12, 0.15 and 0.11 mg, respectively. These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over two times stronger than spi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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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남미가 원산지인 고구마[Ipomoea batatas (L.) Lam]는 우

수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쌀, 콩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식량자원이며, 세계 7대 작물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

민 C와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각종 무기물, 식
이섬유 등의 함량이 높아 기능성식품 및 사료 등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다(Bovell-Benjamin, 2007). 특히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

유하고 있는 자색 고구마는 항변이원작용(Park 등 2011; Yoshimoto 
등 2001), 항산화 작용(Lee 등 1999), 항암 작용(Lim 등 2013), 
간보호 기능(Cho 등 2003; Choi 등 2009), 항비만 효과(Ju 등 

2011), 혈당치 상승 억제 효과(Matsui 등 2002) 등이 보고되어 

있다. 자색 고구마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육종한 자미, 
신자미, 보라미, 목포 62호 등의 안토시아닌을 분석하여 27 
종류를 동정하였고, pelargonidin 계열의 안토시아닌이 보라

미에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Lee 등 2013).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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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 황색 고구마는 식품 및 의약품

(Micheline 1991), 화장품 등의 착색제 및 첨가제로서 오래전

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항암효과(Peto 등 1984)를 갖는 

소재로 섭취가 가장 용이한 식품(Solomons & Bulux 1997)으
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고구마 경엽은 고구마(괴근)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물, 항산화제,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등의 생리활성 물

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성분은 면역체계의 개선, 산화 

스트레스와 유리 라디칼 손상의 경감, 심혈관 질환 위험 감

소, 암세포 생장 억제 등에 의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Johnson & Pace 2010). 이러한 고구마 경엽은 오래전부

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에서 채소로 

이용해 왔으며, 다량의 단백질(4~27%)을 함유하고 있어(Bovell- 
Benjamin, 2007) 돼지(Van 등 2005)와 닭(Tamir 등 2010)의 사

료로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구마 경엽의 기능

성이 보고되면서 빵, 국수, 과자, 주스, 페이스트, 아이스크림, 
차 등에 첨가하는 식품소재로 식품가공에 이용되고 있다(Islam 
2006).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경엽은 다량의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고(Lee 등 2007a; Ahn 등 2009; Kwak 
등 2013), 항산화, 항알레르기, 항염증(Kwak 등 2013), 항균, 
항돌연변이(Lee 등 2007b), 혈압 강하(Ishiguro 등 2007), 대장

암 예방(Taira 등 2013), LDL의 산화 억제(Nagai 등 2011) 등
의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고구마 경엽에는 chlorogenic 
acid(ChlA), 3,5-dicaffeoylquinic acid(3,5-diCQA), 3,4-dicaffeoylquinic 
acid(3,4-diCQA), 4,5-dicaffeoylquinic acid(4,5-diCQA), 3,4,5-tri- 
O-caffeoylquinic acid(3,4,5-triCQA), caffeic acid 등 6종류의 폴

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고구마 잎의 항산화성은 고

구마 괴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Islam 등 2002; Islam 
2006; Yoshimoto 등 2006; Truong 등 2007). 

이처럼 고구마 경엽은 다양한 기능성 성분과 생체조절 기

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건강기능식

품의 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잎자루용 품종인 신황미와 하얀미, 일본의 경엽용 품종인 스

이오우(Ishiguro 등 2004) 등의 경엽을 수확시기를 달리하여 

채취하고, 부위별에 따른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여 고구마 경엽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최적 수확시기와 

채취 부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고구마 경엽은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인 

신황미와 하얀미, 일본에서 육종된 스이오우를 직접 재배․채

취하여 사용하였다. 시약으로 2,2-diphenyl-1-picryl hygrazyl(DPPH), 

5,7,8-tetramethychroman-2-carbosylic acid(Trolox, 97%), butylated 
hydroxytoluene(BHT),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ferrozine, 
potassium ferricyanide, gallic acid, ferric chloride, trichloracetic 
acid, 2,4,6-tripridly-s-triazine(TPTZ), linoleic acid, γ-amino butyric 
acid(GABA), β-carotene(Type Ι)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2,2'-azobis(2-aminopropane) dihydro-
chloride(AAPH)와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ABTS)는 Wako Chemical(Richmond, VA, USA)의 제품

을 사용하였고, 기타 시약은 1급을 사용하였다.

2. 시료의 제조
전북 익산시 삼기면에 위치한 고구마 재배농가 종순장의 

비닐하우스에 2012년 3월 7일 하얀미, 신황미, 스이오우 등의 

씨 고구마를 파종하였고, 5월 23일 종순을 채취․삽식하여 

재배하였다. 고구마 경엽은 삽식 60, 90, 120일 째에 1~15마
디까지 3차례 채취하여 흐르는 물에 3회 수세한 후, 증류수로 

1회 수세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수세한 고구마 경엽은 

끝순부터 1~5, 6~10, 11~15마디로 구분한 후 동결건조한 다

음, 고속분쇄기(RT-08, Rong Tsong Precision Technology Co., 
Taiwan)로 분쇄하여 －20℃에 보관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

하였다. 한편, 식품소재용 경엽 분말은 90일 동안 재배한 고구

마 경엽 1~10마디를 채취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100 mesh)
하여 －20℃에 보관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열풍건

조는 1단계 70℃에서 8시간, 2단계 80℃에서 4시간 동안 실시

하였다. 한편, 당, 식이섬유, 무기물, 아미노산의 함량은 분쇄

한 경엽을 직접 사용하였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건조한 경엽을 메탄올로 추출한 후 실험

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3. 색도
시료의 색도는 색차계(600-UV, Yasuda Seiki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Hunter system의 3 자극치인 명암도

(lightness)인 L값, 적색도(redness)인 a값, 황색도(yellowness)
인 b값을 측정하였고, 명암도인 L값만 표기하였다. 이때 사용

한 표준판(standard plate)의 색도는 L=100.02, a=－0.01, b=0.03
이었다.

4. 무기물, 유리당, 비타민 E 정량
무기질은 시료 0.5 g에 진한 질산 20 mL를 가하여 습식분

해 장치에서 분해하여 100 mL로 정용한 다음 플라즈마분광

기(ICP, Perkin-Elmer,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유

리당은 시료 10 g에 증류수를 가하여 마쇄, 침출시킨 후 100 
mL로 정용하여 AOAC 방법(1984)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그
리고 비타민 E 정량(Lee 등 2007a)은 시료 4 g에 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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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g과 에탄올 40 mL를 가한 다음, 80℃의 진탕 항온수조에

서 10분간 가수분해시켰다. 여기에 50% KOH 용액 2 mL를 

첨가하여 80℃에서 20분간 가수분해시킨 후 초순수 24 mL와 

n-hexane 40 mL를 가한 다음, 원심분리(3,000 rpm, 10분)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이에 다시 초순수를 가하여 혼합한 후 10분
간 방치하여 상등액을 재분리하였다. 이를 한 후 상등액을 분

리한 후 수분과 헥산을 제거하고, 2 mL의 n-hexane을 제거하

며, 메탄올로 다시 녹여 여과한 다음 HPLC로 분석하였다. 

5.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Slinkard 등(1977)의 방법을 일부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즉, 추출물 200 μL, 증류수 1.8 mL, Folin- 
Ciocalteu`s phenol regent 200 μL를 혼합하여 5분간 반응시키

고, 이어서 7% Na2CO3 2 mL와 증류수 0.8 mL를 첨가,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OD를 측

정하였다. 검량선은 gallic acid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위와 같

은 방법으로 OD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6. 아미노산 함량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은 Oh 등(2002)의 방법을 일부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00 mg에 메탄올:클로로포름:물(12:5:3)
의 혼합액 800 μL를 가하여 섞은 후, 원심분리(4℃, 13,000 
rpm, 15분)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클로로포름 200 μL와 물 

400 μL를 가하여 아미노산을 2차 추출하였고, 1, 2차 원심분

리로부터 얻은 상등액을 합하여 동결 건조하였다. 이어 소량

의 물로 용해한 후 0.45 μm PVDF 필터(Millipore, MA, USA)
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미노산의 형광 유도체화

를 위해 AccQ Fluor reagent를, column은 3.9×150 mm AccQ 
TagTM(For hydrostat amino acid analysis, water, US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GABA 함량은 autochro WIN program Young-Lin, 
Korea)을 이용해 함량을 계산하였다.

7. β-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
β-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은 Cheight 등(1990)의 방법을 사

용하였다. 시료 20 g에 methanol 60 mL를 넣고 1시간 동안 

진탕 추출(23℃, 210 rpm)한 다음, 원심 분리해 상등액을 얻었

으며, 잔사는 acetone과 n-hexane(1:1)로 색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얻어진 여과액을 혼합하여 감압농축기

(Rotary vacuum evaporator, N-1000s, Eyela, Japan)로 40℃에서 

수분이 제거될 때까지 감압 농축하였고, 농축물을 n-hexane 
30 mL로 용해시킨 다음 증류수 100 mL로 세척하였다. 얻어

진 상등액에 과포화 KOH/methanol 용액을 첨가하여 30분 동

안 검화하였으며, 증류수 100 mL로 세척하고 무수 Na2SO4로 

탈수한 다음 n-hexane으로 정용(200 mL)하였다. 이 색소액의 

OD를 448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β-카로틴 표준품 

15 mg을 n-hexane 100 mL로 정용한 후 희석하여 448 nm에서 

OD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8.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전자공여능은 Okawa 등(2001)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 즉, 0.15 mM DPPH 1 mL에 시료 용액을 농도별로 0.1 mL 
혼합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을 50% 소거할 수 있는 시료의 농

도(EC50)를 계산하였다.

9.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Halvorsen 등(2002)의 방법에 준

하여 실시하였다. 1 mM의 AAPH와 2.5 mM의 ABTS를 혼합

하고, water bath(68℃)에서 20분 이상 반응, 발색시킨 다음, 734 
nm에서의 OD가 0.650이 되도록 0.15 M NaCl-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4)로 조정하여 ABTS 용액을 제조하였

다. 시료 20 μL와 ABTS 용액 980 μ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37℃,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734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을 50% 소거할 수 있는 농도(EC50)로 계산하

였다.

10. 통계 분석
고구마 잎과 잎자루의 성분 분석과 항산화력을 조사한 각 

실험은 모두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통
계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채취 시기 및 마디별 특성의 변화
고구마 경엽의 품종 및 채취 시기, 채취 부위에 따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를 60일, 90일, 
120일 동안 재배한 후 마디별(1~5, 6~10, 11~15마디)로 채취

하였다. 

1) 색도 변화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의 채취 시기 및 마디별 부위의 

색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신황미 종순을 

60일 동안 재배한 후 1~5, 6~10, 11~15마디별로 채취한 경엽

의 동결건조 분말의 L값은 50.32~59.70이었으며, 9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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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 value of the foliage powder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1)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

Tip location
1~5 6~10 11~15

Shinwhangmi
60 50.32(±0.14)2)A3)a4) 54.79(±0.22)Ba 59.70(±0.08)Ca

90 56.79(±0.18)Aa 55.94(±0.12)Ba 59.74(±0.26)Ca

120 62.19(±0.26)Aa 60.99(±0.48)Ba 62.93(±0.38)Aa

Hayanmi
60 53.28(±0.42)Ab 52.59(±0.24)Ab 53.16(±0.46)Ab

90 53.03(±0.32)Ab 55.97(±0.16)Ba 56.82(±0.24)Cb

120 57.88(±0.12)Ab 59.80(±0.20)Bb 60.19(±0.08)Cb

Suioh
60 52.64(±0.32)Ac 53.56(±0.24)Ba 56.33(±0.12)Cc

90 56.47(±0.28)Aa 61.59(±0.16)Bb 61.16(±0.42)Bb

120 62.86(±0.16)Aa 63.58(±0.30)Bc 61.15(±0.28)Cc

1) The foliage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were dried by lyophilization.
2)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4).
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4)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재배한 경우는 55.94~59.74, 120일 동안 재배한 경우는 60.99~ 
62.93이었다. 하얀미를 60일, 90일, 120일 동안 재배한 경우, 
L값은 각각 52.59~53.16, 53.03~56.82, 57.88~60.19, 스이오우

의 경우 L값은 각각 52.64~56.33, 56.47~61.16, 61.15~63.58이
었다. 

재배기간에 따른 마디별 신황미 건조분말의 L값은 재배 

60일의 경우, 정상에서 멀어질수록 높았으나, 재배 90일과 

120일에서는 L값의 변화가 적었다. 또한 재배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1~5마디의 L값은 증가폭이 컸으나, 6~10, 11~15마디

는 적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이 자색을 띄는 하얀미에서는 재

배 60일의 경우 마디별 차이가 없었고, 90, 120일 경우에는 

정상에서 멀어질수록,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폭 증가하였

다. 한편, 스이오우의 L값은 재배 60일의 경우 정상에서 멀어

질수록 소폭 증가하였고, 1~5와 6~10마디에서는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L값이 증가하였다. 즉, 본 실험에 사용한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를 동결조한 후 분말화 하였을 때 정상싹에

서 멀어질수록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L값을 나타냈으

며, 품종간 큰 차이는 없었다.
신황미의 잎과 잎자루, 줄기는 녹색을 띄고, 땅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

이 넓고, 줄기와 잎자루의 두께는 가늘며, 잎은 심장모양으로 

다른 고구마 잎에 비해 작았다. 그리고 스이오우는 마디와 마

디 사이의 간격이 넓고, 잎자루와 줄기, 잎은 다른 고구마에 

비해 크고 굵었으며, 성장할수록 잎의 표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스이오우는 일본에서 폴리페놀 

및 카로틴, 칼슘, 철 등의 무기물, 유리당 함량을 증가시키고, 
줄기 번성을 강하게 하여 수확량을 향상시킨 경엽용 품종으

로 개발되었다(Ishiguro 등 2004). 한편, 국내에서 잎자루용으

로 재배되는 하얀미는 잎과 잎자루, 줄기가 자색을 띄고, 잎
자루와 줄기는 굵고 마디 사이의 간격이 좁았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
채취 시기 및 마디별 부위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황미 종순을 60일 동안 재

배한 후 1~5, 6~10, 11~15마디별로 채취한 경엽의 동결건조 

분말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6.1, 5.2, 3.0 mg/g, 90일에서는 

18.9, 5.9, 3.4 mg/g, 120일에서는 23.5, 11.4, 8.5 mg/g이었다. 
마디별 하얀미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60일 동안 재배한 경우 

3.5, 1.9, 2.0 mg/g, 90일에서는 5.1, 3.7, 3.4 mg/g, 120일에서는 

21.0, 12.0, 9.0 mg/g이었다. 마디별 스이오우의 총 폴리페롤 

함량은 60일 동안 재배한 경우 6.2, 1.0, 1.3 mg/g, 90일에서는 

8.8, 4.6, 3.4 mg/g, 120일에서는 19.3, 8.1, 3.9 mg/g이었다.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 모두 총 폴리페놀 함량은 재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에서 가까운 마디일수록 많은 함량

을 나타냈다. 특히 신황미는 3품종 중에서 가장 많은 총 폴리

페놀 함량을 나타내었고, 1~5마디에서는 재배 60일, 90일에

서도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하얀미와 스이

오우는 재배 60일, 90일에서는 함량이 적었으나, 120일 재배

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5마디에서 함량이 가장 많았

다. Jeong 등(2013)은 고구마 괴근과 잎자루에는 총 폴리페놀

이 2.8, 6.3 mg/g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Ahn 등
(2009)은 신황미 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5.8 mg/g으로 조

사한 14개 품종에서 함유량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함량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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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yphenol contents in the foliage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cultivar      (mg/g, dried weight)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

Tip location
1~5 6~10 11~15

Shinwhangmi
60 16.1(±0.4)1)A2)a3)  5.2(±0.2)Ba 3.0(±0.1)Ca

90 18.9(±0.2)Aa  5.9(±0.1)Ba 3.4(±0.2)Ca

120 23.5(±0.4)Aa 11.4(±0.2)Ba 8.5(±0.4)Ca

Hayanmi
60  3.5(±0.2)Ab  1.9(±0.1)Bb 2.0(±0.2)Bb

90  5.1(±0.4)Ab  3.7(±0.3)Bb 3.4(±0.1)Ba

120 21.0(±0.6)Ab 12.0(±0.2)Bb 9.9(±0.4)Cb

Suioh
60  6.2(±0.4)Ac  1.0(±0.2)Bc 1.3(±0.2)Bc

90  8.8(±0.2)Ac  4.6(±0.1)Bc 3.4(±0.2)Ca

120 19.3(±0.6)Ac  8.1(±0.2)Bc 3.9(±0.4)Cc

1)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4).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타냈으며, 3품종 중 신황미가 가장 많았다.

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채취시기 및 마디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EC50)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황미 종순을 60일 동안 재배한 후 

1~5, 6~10, 11~15마디별로 채취한 경엽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0.17, 0.37, 0.50 mg, 90일에서는 0.06, 0.30, 0.57 
mg, 120일에서는 0.05, 0.13, 0.20 mg이었다. 마디별 하얀미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60일 동안 재배한 경우 0.51, 1.62, 
1.70 mg, 90일에서는 0.33, 0.62, 0.63 mg, 120일에서는 0.04, 
0.12, 0.17 mg이었다. 마디별 스이오우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60일 동안 재배한 경우 0.25, 3.80, 3.76 mg, 90일에서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foliage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EC50, mg, dried weight)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

Tip location
1~5 6~10 11~15

Shinwhangmi
60 0.17(±0.02)1)A2)a3) 0.39(±0.02)Ba 0.50(±0.04)Ca

90 0.06(±0.01)Aa 0.30(±0.04)Ba 0.57(±0.08)Ca

120 0.05(±0.01)Aa 0.13(±0.02)Ba 0.20(±0.02)Ca

Hayanmi
60 0.51(±0.08)Ab 1.62(±0.06)Bb 1.70(±0.12)Bb

90 0.33(±0.10)Ab 0.62(±0.04)Bb 0.63(±0.04)Ba

120 0.04(±0.01)Aa 0.12(±0.01)Aa 0.17(±0.02)Ba

Suioh
60 0.25(±0.02)Ac 3.80(±0.06)Bc 3.76(±0.08)Cc

90 0.18(±0.02)Ac 0.47(±0.04)Bc 0.75(±0.04)Cb

120 0.06(±0.01)Aa 0.20(±0.02)Bb 0.39(±0.02)Cb

1)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4).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는 0.18, 0.47, 0.75 mg, 120일에서는 0.06, 0.20, 0.39 mg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신황미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

타냈고,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에 가까운 마디 부위일

수록 강한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하얀미와 스이오우

는 재배 60, 90일에서는 신황미에 비해 낮은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을 나타냈으나, 120일에서는 신황미 수준의 강한 소

거 활성을 나타냈으며, 정상에 가까운 마디 부위일수록 강한 

활성을 나타냈다. 3품종 모두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많아

질수록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고구마 끝순은 일반적으로 정상싹에서 10~15 cm 부

위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재배기간 중 8~10회 수확이 가

능하며, 총 수량이 130~180톤/ha로 충분한 수확량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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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Lee 등 2007c). 특히 고구마로부터 경엽을 얻기 위해

서는 고구마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Kim 등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지상부의 15% 이하 제거는 고구마의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10~15 cm 부
위까지가 경엽을 얻을 수 있는 한계 부위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고구마 1~10마디는 일반적인 끝순의 범위와 같

으며, 90일 이상 재배할 경우 지상부의 15% 이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배기간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재배 90일과 120일에서 뚜렷한 증가폭을 나타

내 120일 이상 재배할 경우 경엽분말을 제조하기에 적합하였

다. 그러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고구마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고구

마 순 삽식 후 90일 이후부터 채취가 가능하며, 이는 재배 기

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항산화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한 1~10마디 고구마 경엽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 5.0, 3.9, 4.0 mg/g과 5.8, 4.4, 5.3 mg/g,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 0.29, 0.36, 0.33 mg(EC50)과 0.21, 
0.31, 0.23 mg(EC50)으로 차이는 미비하였으며, 이는 분말 생

산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열풍건조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채취 가능 시점인 삽식 후 90일 동안 재

배한 고구마 경엽의 1~10마디를 채취․열풍건조하여 성분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식품소재용 고구마 경엽의 성분 특성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 고구마 품종의 경엽을 식품소재

용 분말로 제조하기 위해 고구마 순 삽식 후 90일 동안 재배

한 1~10마디 경엽을 2단계 열풍건조(1단계: 70℃, 8 hr, 2단계: 
80℃, 4 hr)로 분말화 하였다.

1) 아미노산 함량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의 아미노산 함량은 각각 2,469, 3,384, 2,531 
mg/100 g이었으며, 대조구인 시금치는 2,750 mg/100 g이었다. 
하얀미는 시금치보다 많은 양의 아미노산을, 신황미와 스이

오우는 적은 양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3품종 모두

에서 leucine, ornithine, proline, glycine 등의 함량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났고, serine은 스이오우 경엽에서, alanine은 신황미, 
하얀미, 시금치에서만 측정되었다. 특히 isoleucine은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에서 각 29.39, 991.97, 528.76 mg으로 품종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GABA의 함량은 각각 69.7, 67.28, 
44.70 mg으로 시금치 75.38 mg보다 적은 양을 함유하였다.

2) 무기물, 유리당, 비타민 E 함량
무기물, 유리당, 비타민 E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Table 4. Amino acid contents in the foliage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mg/100 g, dried weight)

Shinwhangmi Hayanmi Suioh Spinach
GABA  69.07 67.28 44.70 75.38 
Aspartic acid  89.88 52.90 62.84 58.38 
Glutamic acid  71.74 62.95 54.36 60.78 
Serine -1) - 5.11 -
Glycine 213.58 215.46 299.13 188.33 

Histidine - - - -
Lysine - - - -
Arginine 172.19 170.82 142.85 182.35 
Threonine  84.52 96.71 71.17 100.59 
Alanine  45.72 46.04 - 90.84 
Proline 313.20 329.06 251.16 374.62 

Tyrosine 102.18 86.69 62.81 105.58 
Methionine   7.08 8.50 17.37 6.99 
Valine 210.35 216.07 156.41 253.84 
Ornithine 343.01 361.04 248.62 414.33 
Leucine 676.69 651.59 544.89 769.62 
Isoleucine  29.39 991.97 528.76 33.52 

Phenylalanine  40.68 27.51 41.25 35.43 
Cysteine - - - -
Total amino acid 2,469.28 3,384.59 2,531.43 2,750.58

1) Not detected

같다.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 총 무기물 함량은 7,233.1 
6,544.1, 7,114.5 mg으로 시금치 11,159.6 mg 보다 적었고, 유
리당 총 함량은 11.6, 12.8, 18.2 g으로 시금치 5.36 g보다 많았

Table 5. Minerals, sugars, vitamin E contents in the 
foliage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mg/100 g, dried weight)

Shinwhangmi Hayanmi Suioh Spinach
K 5,982 5,607 5,812 7,860 
Ca 701 409 803 1,095 
Mg 432 503 488 1,865 
Na 110 16 4 244

Fe 7 8 6 39 
Zn 2 2 2 56
Fructose1) 4.6 5.5 6.1 4.3
Glucose1) 4.2 6.1 7.0 1.0
Sucrose1) 2.8 1.2 5.1 -2)

Vitamin E 3.04 3.18 1.52 6.0
1) g/100 g, dried weight, 2)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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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비타민 E는 3.04, 3.18, 1.52 mg으로 시금치 6.07 mg보다 

적었다. 무기물 중 칼륨 함량은 5,982, 5,607, 5,812 mg으로 시

금치 7,860 mg보다 적었으나, 고구마 경엽도 칼륨의 우수한 

공급원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경엽용으로 육종된 

스이오우는 가장 많은 유리당을 함유하였고, 그 중 슈크로오

스 함량이 식미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타민 E 함량은 신황미와 하얀미에서 유사하였으나, 
스이오우에서는 적었다. Lee 등(2007a)은 하얀미의 끝순, 잎, 
잎자루의 비타민 E 함량은 각각 2.17, 16.62, 2.03 mg으로 잎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항산화성 평가
총 폴리페놀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평가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5.03, 3.90, 4.02 mg으로 시금치 4.24 mg과 거

의 비슷한 함량이었으며, β-카로티노이드 함량은 75.6, 71.6, 
63.1 mg으로 시금치 100.6 mg보다 적었다. 그리고 DPPH 라
디칼 소거 활성(EC50)은 각 0.29, 0.36, 0.33 mg,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 0.12, 0.15, 0.11 mg으로 시금치보다 2배 이상 

강하였다. 특히 β-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시금치보다 적었으

며, Makoto 등(2001)이 보고한 고구마 잎의 수확시기별 41.3~ 
50.8 mg의 함량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함량(63.1~75.6 mg)
이 약간 더 많았다.

고구마 경엽을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를 수확시기(60, 90, 120일) 및 마디별(1~5, 6~10, 11~ 
15마디)로 채취하여 동결건조 및 열풍건조를 실시한 후, L값 

및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부분에서 정상싹에 가까울수록, 재배기간이 길

수록 낮은 L값과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 강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채취 시점 및 범위에 있어서 재

배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강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으나, 고구마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고구마 삽식 후 90일 이후에 채취가 가능하였고, 1~10마디가 

적합하였다. 또한 고구마 경엽 분말에서 L값은 산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 연구진이 경엽 분말을 첨가하여 빵, 

Table. 6.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foliages of Shinwhangmi, Hayanmi and Suioh

Shinwhangmi Hayanmi Suioh Spinach
Polyphenol (mg/g, dw) 5.0(±0.1)1)a2) 3.9(±0.4)b 4.0(±0.2)bc 4.2(±0.2)bc

β-Carotenoid (mg/100 g, dw) 75.6(±3.8)a 71.6(±4.6)b 63.1(±7.2)bc 100.6(±5.0)d

DPPH (EC50, mg, dw) 0.29(±0.02)1)a 0.36(±0.03)b 0.33(±0.01)c 0.66(±0.05)d

ABTS (EC50, mg, dw) 0.12(±0.01)a 0.15(±0.02)a 0.11(±0.01)b 0.28(±0.02)c

1)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4)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떡, 만두피 등을 제조(data not shown)하였을 때 제품의 색변

화, 맛, 외관 등에 높은 관능성을 나타내, 이용률이 높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한편, 삽식 후 90일 동안 재배한 고구마 경엽 1~10마디의 

열풍건조와 동결건조 비교시험에 있어서 총 폴리페놀 함량

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하얀미, 신황미, 스이오우 순으

로 감소폭이 컸다. 이는 전체가 자색인 하얀미와 줄기만 자색

인 신황미, 전체가 녹색인 스이오우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

로 보아, 열풍건조 중 자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

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총 아미노산 함량

에 있어서 신황미(2,469 mg)와 스이오우(2,531 mg)는 대조구

인 시금치(2,750 mg)보다 적었으나, 하얀미(3,384 mg)에는 보

다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무기물 함량에서 시금치에 비

해 낮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그 차이가 미비하였고, 유리당이 

풍부하여 높은 식미를 나타내었다. 특히 경엽 분말은 녹차 분

말과 달리 특유의 강한 맛과 떫은맛이 적어 아이스크림, 떡, 
면류, 빵 등 식품소재로서 충분한 이용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고구마 경엽을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신황미, 하얀미, 
스이오우를 수확시기(60, 90, 120일) 및 마디별(1~5, 6~10, 11~ 
15마디)로 채취, 동결건조한 후 분쇄하여 L값과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신황미

는 하얀미, 스이오우에 비해 높은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
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재배기간이 길수록 정상

의 순에 가까울수록 높았다. 90일 동안 재배한 후 1~10마디

의 경엽을 채취, 2단계 열풍건조법으로 제조한 신황미, 하얀

미, 스이오우 경엽 분말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각각 2,469, 
3,384, 2,531 mg/100 g, 총 무기물 함량은 각 7.23, 6.54, 7.11 
g/100 g, 총당은 각 11.6, 12.8, 18.2 g/100 g, 비타민 E 함량은 

3.04, 3.18, 1.52 mg/100 g이었다.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

각 5.03, 3.90, 4.02 mg/g, β-카로티노이드는 75.6, 71.6, 63.1 
mg/g이었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EC50)은 각각 0.29,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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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mg, ABTS 라디칼 소거 활성(EC50)은 0.12, 0.15, 0.11 mg
으로 시금치보다 2배 이상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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