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ppl Biol Chem (2015) 58(1), 21−24

http://dx.doi.org/10.3839/jabc.2015.005

Online ISSN 2234-7941

Print ISSN 1976-0442

Short Communication: Food Science/Microbiology

Antioxidant Activities of Extracts Prepared from Sweet Potatoes with 

Different Flesh Colors

Dong Chung Kim · Chikwang Kim · Man-Jin In*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김동청 · 김재광 · 인만진*

Received: 29 August 2014 / Accepted: 1 October 2014 / Published Online: 31 March 2015

©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5

Abstract Antioxidant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three

types of sweet potatoes with distinctive flesh color (white, orange,

and purple) were investigated. Total phenolic content of purple-

fleshed sweet potato (PF) was always 2- to 5-fold higher than

those of white-fleshed (WF) and orange-fleshed sweet potato (OF).

2,2-diphenyl-1-picryl-hydrazy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s was highest (EC50 = 0.179 mg/mL) for PF

and lowest (EC50 = 2.127 mg/mL) for OF. And then, reducing

power was also highest (EC50 = 0.236 mg/mL) for PF and lowest

(EC50 = 1.587 mg/mL) for WF. Antioxidant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amount of total phenolics.

These results imply that antioxidant activity of PF is 6.7 to 11.9

times higher than those of WF 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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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작물 중 하나인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2013년에는 약 22,000 ha에서 약 33만톤이 생산

되었다. 고구마는 수분이 70%이며 고형분 중 75% 이상이 탄

수화물로 구성되어 식량작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무기질과 비타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

수한 식품이다(Ravindran 등, 1995). 고구마의 전분은 오래 전

부터 당면의 원료로, 최근에는 바이오에탄올, 소주, 물엿, 장류,

의약품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Ziska 등, 2009; Park 등,

2010). 그러나 고구마의 대부분은 찐고구마, 군고구마, 튀김과

같은 단순가공품 및 생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Lee 등, 2006).

최근에는 고구마에 함유된 β-카로틴,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강

글리오사이드 등과 같은 성분의 기능성이 알려지고(Almeida와

Penteado, 1988; Lee 등, 2000; Lee 등, 2007), 기능성을 향상

시킨 새로운 유색 고구마 품종이 개발되어 대량생산되면서 고

구마가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Yoshimoto,

2001). 육질이 신선한 오렌지색을 보이는 주황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하여 천연 β-카로틴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레티

놀의 공급원, 항암효과를 갖는 식품으로 인식되며(Peto 등,

1984; Almeida와 Penteado, 1988; Teow 등, 2007), 표피와 육

질이 진한 자색을 띠는 자색고구마는 높은 안토시아닌 함량에

의한 항돌연변이, 항산화, 간기능 보호 등의 기능이 보고되어

있다(Choi 등, 2003; Lee 등, 2007; Park 등, 2011). 특히 고

구마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페

놀화합물의 분리(Lee 등, 2000; Lee 등, 2007), 잎과 잎자루의

항산화 활성(Ahn 등, 2009; Li 등, 2012), 재배조건에 따른 황

산화 활성(Woo 등, 2012), 건조방법과 조리방법이 항산화 활성

에 미치는 영향(Yang 등, 2010; Lee, 등 2012) 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고구마 품종별 항산화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Lee

등, 1999; Song 등, 2005; Lee 등, 2007)되어 있으나 식품용으

로 사용할 수 없는 메탄올, ethyl acetate와 같은 용매를 추출물

제조에 활용하였거나, 에탄올을 용매로 제조한 추출물에는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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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품종 간의 항산화 활성이 다소 정성적으로 기술되어 정량적

인 비교는 곤란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질색이 상

이한 고구마로부터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여 폴리페놀 화합물

의 함량을 분석하고,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의 차이를 정

량적으로 비교하여 고구마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기존의 결과

(Lee 등, 1999; Lee 등, 2007)를 보완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고구마의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고구마는 2013년에 생산된 것으로 일반 고

구마(white-fleshed sweet potato; WF)와 유색고구마로 주황색고

구마(orange-fleshed sweet potato; OF)와 자색고구마(purple-

fleshed sweet potato; PF)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고

구마 식용부위를 동결건조 한 다음 분쇄하여 100~300 µm 크기

의 분말을 제조하였다. 고구마 분말의 10배의 에탄올을 추출용

매로 항온 진탕조에서 2시간 동안 진탕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

다. 추출된 용액은 원심분리하고(1,000×g, 4oC, 15분) 감압농축

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건조하여 추출 수율을 계산하였다. 고구

마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 시약

이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하여 환원되어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

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Folin과 Denis, 1912)으로 표준물질

로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추출물 고형분 mg 당

µg gallic acid equivalent (GAE)로 표시하였다. 에탄올 농도에

따른 추출 수율을 조사한 결과(Table 1), 고구마 육질색에 따른

추출 수율은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에탄올의 농도가 0에서

70%까지 증가됨에 따라 수율이 서서히 감소되며(약 29% →약

16%) 에탄올 100%에서 매우 낮은 수율(2~3%)을 보이는 경향

도 동일하였다. 에탄올 70% 이상에서 OF의 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OF의 높은 지용성 색소(β-carotene) 함량에 기인하며(Teow

등, 2007), 메탄올 또는 80%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기존의

연구결과(Park 등, 2011; Lee 등, 2012)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에탄올 농도에 따른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PF > WF > OF

의 순이며, 모든 농도에서 PF가 WF, OF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 이는 PF에 다량 함유된 anthocyanin 색

소에 기인하며, 자색고구마의 총 페놀함량이 주황색고구마와 일

반고구마에 비하여 높다는 보고(Lee 등, 2007; Park 등, 2011;

Lee 등, 2012)와 같은 경향이다. 폴리페놀 함량의 순서가 PF >

OF > WF라는 보고(Song 등, 2005)와 상이한 것은 고구마 품종

에 따라 백색계열의 고구마도 황색고구마 수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다는 결과(Park 등, 2011)를 고려하면 품종의 차

이와 추출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PF는

50~70% 에탄올 추출물(74.1 µg GAE/mg extract)에서, WF와

OF는 70% 에탄올 추출물(32.8과 21.5 µg GAE/mg extract)에서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으며, 폴리페놀 성분은 식물

에 널리 분포하는 이차 대사물로 구조적으로 phenolic hydroxyl

기가 존재하므로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Lee 등, 1999; Lee 등, 2000; Amin과 Yazdnparast, 2007)

WF, OF, PF의 70% 에탄올 추출물을 항산화 활성 비교에 이용

하였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리 radical은 반응성이 강한 화학종으로

지방, 단백질, 핵산 등 생체 구성요소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

고 돌연변이, 암, 고혈압, 류머티즘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Yen과 Chen, 1995). 본 연구에서도 WF, OF, PF의

70%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2,2-diphenyl-1-picryl-

hydrazyl (DPPH) radical의 소거활성(Blois, 1958)으로 비교하였

다. 그 결과(Fig. 1A), WF, OF, PF 공히 추출물의 농도 증가

에 비례하여 소거활성은 증가하였고, PF의 활성이 WF와 OF보

다 월등하게 우수하였으며 이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차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WF와 OF의 radical 소

거활성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색고

구마 85.2%, 일반 고구마 35.7%, 황색고구마 36.3%의 소거활

성을 보인다는 보고(Song 등, 2005)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DPPH radical 절반의 소거활성을 나타내는 EC50을 비교하면

(Table 2) WF는 2.030 mg/mL, OF는 2.127 mg/mL, PF는 0.179

mg/mL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과 일치

되는 결과이며 PF의 radical 소거활성이 WF와 OF보다 10배 이

상 우수하였다. EC50으로 비교하면 PF의 radical 소거활성은 고

Table 1 Content of total phenolic and yield of sweet potato extracts prepared with different ethanol concentration

Flesh color
Yield (%) Total phenolic1)

0%2) 30% 50% 70% 100% 0% 30% 50% 70% 100%

White 29.22 26.07 23.04 17.83 1.59 18.50 15.22 16.76 32.75 10.48

Orange 29.13 22.94 21.37 19.78 2.98 17.60 21.17 16.19 21.51 3.63

Purple 25.04 22.11 19.07 16.37 2.29 49.50 63.00 74.15 74.05 19.59

1)µg gallic acid equivalent (GAE)/mg solid in extract.
2)Ethanol concentration.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panel A) and reducing power
(panel B) of 70% ethanol extract of white-fleshed sweet potato (closed
circle), orange-fleshed sweet potato (open circle), and purple-fleshed
sweet potato (closed triangle). Data were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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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 잎 80% 에탄올 추출물(Li 등, 2012)과 매우 비슷하며, 복

분자 60% acetone 추출물(Jun 등, 2014)보다 4.5배 우수하였다.

Oyaizu(1986)의 방법에 따라 WF, OF, PF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을 환원력으로 측정하였다. 환원력은 ferri-ferricyanide (Fe3+)

혼합물이 수소를 공여하여 유리 radical을 안정화시켜 ferrous

(Fe2+)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흡광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항산

화 작용의 여러 기작 중 활성 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

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환원력이 강할수록 높은 흡광

도 값을 나타낸다. 측정 결과(Fig. 1B), DPPH radical 소거활성

과 동일하게 WF, OF, PF 공히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비례하

여 환원력은 증가하였고, PF의 활성이 WF와 OF보다 월등하게

우수하였다. 이는 쇠비름 추출물의 결과(Kwon 등, 2014)와 동

일하게 각 추출물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

었다. 반응액의 흡광도가 0.5가 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를

나타내는 EC50을 비교하면(Table 2), WF는 1.587 mg/mL, OF

는 1.524 mg/mL, PF는 0.236 mg/mL로 계산되어, WF와 OF의

환원력은 거의 유사하였고 PF의 환원력이 WF와 OF보다 6배

이상 우수하였다. 또한 PF 70% 에탄올 추출물은 복분자 60%

acetone 추출물(Jun 등, 2014)보다 약 3.7배 낮은 EC50 값을 보

여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자색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하여 2배

이상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 활성도

radical 소거활성은 10배, 환원력은 6배 이상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고구마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항산화 활

성의 지표라는 기존의 결과(Teow 등, 2007)와도 잘 일치하였다.

초 록

육질색에 따른 일반고구마(WF), 주황색고구마(OF), 자색고구마

(PF)를 동결건조 후 에탄올 농도를 달리하여 추출물을 제조하

고 분석하였다. 고구마 육질색과 에탄올 농도에 따른 추출 수

율은 매우 유사하였다. 에탄올의 농도가 0%에서 70%까지 증가

됨에 따라 추출 수율이 서서히 감소되었으며, 에탄올 100%에서

매우 낮은 추출 수율(2~3%)을 보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은 PF가 WF, OF보다 2~5배 높은 값을 보였다. 총 폴리페놀 화

합물 함량이 가장 높은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2,2-diphenyl-1-

picryl-hydrazyl 유리 radical 소거활성의 EC50은 WF 2.030 mg/

mL, OF 2.127 mg/mL, PF 0.179 mg/mL, 환원력의 EC50은

WF 1.587 mg/mL, OF 1.524 mg/mL, PF 0.236 mg/mL이었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F의 황산화 활성은 WF와 OF에 비

하여 radical 소거활성은 10배, 환원력은 6배 이상 우수하였다.

Keywords 고구마·에탄올 추출물·폴리페놀·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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