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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by various drying process,
proximate constitute, levels of free sugar, organic acid, free amino acid, crude saponin and spicatoside A were
analyzed. Drying methods included hot-air drying (DLR, 60

o
C, 48 hr) and roasting after hot-air drying (RDLR,

roasting at 180
o
C for 15 min).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ash and NFE (nitrogen free extract)

contents of FLR (fresh Liriope platyphylla tuber) were 69.99%, 1.85%, 0.02%, 0.79%, and 27.35%, respectively.
The most abundant proximate component of DLR and RDLR was NFE, of which the contents in both sample
were 80.09% and 86.07%, respectively. The major free sugars in DLR and RDLR was oligosaccharide Ⅱ as
56~57% and the major organic acid was malic acid as 3.06~3.34%, respectively. In free amino acid, the major
amino acid of FLR, DLR and RDLR was serine with contents of 477.41 mg%, 1394.88 mg%, and 180.33 mg%,
respectively. The level of serin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roasting process. The level of crude saponin
in FLR, DLR and RDLR were 3.52%, 8.41%, and 10.1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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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맥문동(Liriope platyphylla)은 해발 2,000 m이하 산야의

수림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백합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중국이 원산지이며 괴경은 혈당강하, 당뇨예방 및 항염증작

용이 있다(1,2).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는 소엽맥문동(O. ja-

ponicus)을 사용하고 있고, 개맥문동(L. spicata)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맥문동(L. platyphylla)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3). 이와 같이 맥문동은 그동안 한

방에서 생맥산, 온경탕, 감초탕 등 여러 보음약으로 사용되

어오지만 그 종류가 많아서 구별이 어려우므로 종간 구별을

확실히 구명하고자 Park과 Geon(4)은 맥문동의 종간별 생

약학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 주요 약리 성분으로는 steroid

계 saponin인 ophiopogenine A, B, methylophiopogonone A,

B, ophiopogonanone A, methylophiopoginanone A, B 등의

homo-isoflavonid류가 함유되어있으며, 그 외 β-sitosterol,

stigmasterol, β-sitosterol glucoside, oligosaccarides 등의

다양한 polysaccharides가 괴근의 약 60% 이상 함유되어 있

다(5-8).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발생되는 각종 성인병을 예

방하고자, 건강식품개발에 약리성을 갖고 있는 약초류의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맥문동에 대한 약리적 연구를 보면

Rhee 등(9)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여한 쥐에 맥문동 추

출물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면 지질배설을 증가시켜 지질감

소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으며, Baek 등(10)은 맥문동 괴근

에서 항암활성이 있었으며 그 주요성분이 spicatoside A와

B의 구조를 가진 사포닌이라고 보고하였고 Jung과 Lee(11)

는 맥문동 추출물에서 기아 stress로 유발된 생쥐의 혈중

corticosterone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아 stress를 감

소시키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맥문동 추출물

에서 우수한 생리기능성에 대한 특허자료를 보면 Kim 등

(12)은 신경세포보호 활성을, Kim 등(13)은 성장호르몬 분

비촉진작용효과를, Kim(14)은 뇌세포보호 및 기억력증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Seong 등(15)은 성분이

용의 극대화를 위한 맥문동의 수확시기를 보고하였고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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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6)은 맥문동을 탕이나 음료로 제조할 경우 유용성분의

극대화를 위한 추출조건을 연구 보고하는 등 맥문동의 소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청양

군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맥문동을 최근 볶음 처리하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쉽게 끓여 먹을 수 있게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볶음 처리 유무에 따라 식품학적 성분의

변화를 검토하여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맥문동 뿌리는 충남 청양군 맥문동 작목

반에서 2008년도에 재배한 것을 4월에 수확하여 선별, 세척

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시료는 생맥문동, 건조맥문

동 및 볶음 맥문동으로 건조맥문동은 재배농가에서 약재로

판매하기 위하여 건조하는 방법인 열풍건조로 60±2oC의 온

도에서 48시간 건조한 맥문동을 이용하였고 볶음 맥문동은

일반적으로 끓여먹는 차대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맥문동으로 볶음처리조건은 열풍 건조한 맥문동을 볶음 솥

(전기 자동볶음기계, 기본형, National ENG. Co., Ltd.,

Koyang, Korea)의 철판온도 300oC, 내용물의 온도를 180oC

로 설정한 후 15분간 볶음 처리한 것을 이용하였다.

일반성분 및 무기이온 분석

맥문동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방법(17)에 준하여 분석

하였다. 즉 수분함량은 105oC상압건조법, 조회분은 회화로를

이용하여 550
o
C에서 회화시킨 후 중량법으로,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추출법으로 정량하였다. 가용

성 무질소물(탄수화물)은 100oC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의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였다. 무기질은 건조시

료 1 g을 질산, 과염소산과 질산액의 혼합액 및 염산을 순차

적으로 이용하여 분해시킨 후 일정량으로 희석, 여과한 후

ICP analyzer(GBC integra XMP, West Melbourne, Aus-

tralia)를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였다(18).

유리당 조성 및 함량

유리당 조성 및 함량은 일정 비율의 증류수로 추출 여과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Whatman Co., Kent, England)

로 여과한 것을 HPLC(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

Philadelphia, USA)에 10 μL씩 주입하여 유리당 함량을 분

석하였다. HPLC의 분석 조건은 사용한 칼럼은 Sugar-

pakTM Ⅰ(6.5×300 mm, Waters Co., Milford, USA)이었고,

칼럼온도는 84
o
C로 유지하고, 유출용매는 50 mg/L calcium

disodium EDTA가 용해된 HPLC용 물을 0.5 mL/min로 흘

려보냈으며, 검출은 Refractive Index detector(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유리당을 분석하

였다. 또한 올리고당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Prevail car-

bohydrate ES column(Altech, Deerfield, USA)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유출용매는 Acetonitrile(A)과 H2O(B)을

사용하여 gradient(condition: B soln, 0 min 17%, 60 min

35%)로 1.0 mL/min로 흘려보냈으며 검출기는 ELSD

(Altech 3300, Altech)를 이용하였다. 이 때, 올리고당 Ⅰ은

3당류인 maltotriose를, 올리고당 Ⅱ은 각각 4, 5 및 6당류인

malto-tetraose, -pentaose 및 -hexaose의 0.1% 혼합물을

이용하여 HPLC에서 나온 peak를 이용하여 비교면적을 계

산하여 표현하였다.

유기산 조성 및 함량

맥문동 뿌리 분말 5 g에 물 100 mL를 가하여 80oC롤 용출

시킨 후 0.2 μm membrane filter(Whatman Co.)로 여과한

후, HPLC(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에 10 μL씩

주입하여 유기산 조성을 분석하였다. HPLC의 분석 조건은

사용한 칼럼은 MetaCarb 87H(7.8×300 mm, Varian Co.,
Lake Forest, USA)이었고, 칼럼온도는 35oC, 유출용매는

0.008 N H2SO4 0.6 mL/min로 흘려보냈으며, 검출은 Diode

Array detector(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를 사

용하여 210 nm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

처리에 따른 맥문동 뿌리를 70
o
C의 온도에서 열수추출하

고 0.2 N Na-citrate buffer(Na220 Sodium, pH 2.20,

Pickering Laboratories Inc., Mountain View, USA) 용액으

로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0.2 μm membrane filter(Whatman

Co.)로 여과한 후 HPLC(Agilent 1200, Agilent Technolo-

gies)로 아미노산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column은 Sodium

Ion-exchange column(3.0×250 nm, Pickering Laborato-
ries Inc.), 아미노산 분석기기는 Pinnacle PCX post-column

derivatizer(Pickering Laboratories Inc.)를 이용하였으며

0.2 N Na-citrate buffer 용액(pH 3.28 및 7.40)을 이동상으로

하였고, flow rate는 0.3 mL/min, 반응액은 ninhydrin 용액으

로 flow rate는 0.3 mL/min, column 온도는 48oC, 반응온도

는 130
o
C로 하여 17종의 표준아미노산(0.25 μmol/mL

Amino acid Protein Hydrolysate Standard, Pickering

Laboratories Inc.)을 기준으로 분석 정량하였다. 이때 시료

주입은 10 μL, 검출은 Diode Array detector(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3회 반복하

여 측정하였다.

조사포닌 및 spicatoside A의 함량분석

맥문동에 함유되어 있는 조사포닌 및 spicatoside A의 함

량분석은 Shin(3)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행하였다. 즉 맥

문동 건조 분말시료 5 g을 80% 메탄올 용액 250 mL로 환류

추출한 후 여과하고 그 잔사를 다시 추출 재반복한 후 여과

하여 여액을 합한 후 감압 농축하였다. 분액여두상에서 농축

한 추출액에 ether를 가하여 추출한 후 지질층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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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nstituents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

Sample
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Ash Nitrogen free extract

FLR
DLR
RDLR

69.99±0.772)
11.70±0.24
5.10±0.02

1.85±0.11
5.63±0.52
6.06±0.44

0.02±0.01
0.11±0.02
0.15±0.02

0.79±0.11
2.47±011
2.62±0.07

27.35±2.04
80.09±1.17
86.07±0.45

1)
FLR: fresh Liriope platyphylla tuber, DLR: hot-air dried Liriope platyphylla tuber 48 hr at 60oC, RDLR: roasted Liriope platyphylla
tuber at 180oC for 15 min.
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3. Inorganic elements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mg%)

Sample
1) Macro elements Minor elements

K Mg Ca P Na Fe Cu Zn

FLR
DLR
RDLR

174.56±12.032)
513.79±24.99
542.27±29.59

8.12±1.04
32.90±0.70
38.87±1.82

29.02±1.31
85.14±2.50
106.67±3.55

18.47±1.16
54.22±1.80
67.71±3.14

17.62±1.47
52.03±2.22
46.27±3.47

2.56±0.82
7.82±0.51
6.16±1.78

0.53±0.09
1.84±0.18
1.75±0.29

1.20±0.97
3.54±2.59
2.30±1.38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1. Condition of HPLC for analysis of spicatoside A
from Liriope platyphylla tubers

Column

Column temp.
Pump
Detector

Mobile phase
Gradient

Flow rate
Injection

YMC-pack ODS-AM, 5 μm, 250×4.6
mm (YMC, Japan)
27oC
Agilent, USA
ELSD (Altech, USA), Temp. 90oC, N2:
2.0 SLPM
A: 28% ACN, B: 70% ACN
Time (min) 0.0, 7.0, 17.0, 35.0
%B 0.0, 0.0, 100, 100
0.8 mL/min
10 μL

남은 물층의 여액 농축물에 수포화 n-BuOH액을 가하여 추

출분리 하여 조사포닌 분획을 얻어 감압농축 및 건고, 칭량

하여 조사포닌 함량을 정량하였다. 또 건고한 조사포닌을

MeOH용액으로 용해시킨 후 0.45 μm filter(Whatman Co.)

로 여과하여 HPLC(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

에 10 μL씩 주입하여 spicatoside A룰 분석하였으며 분석조

건은 Table 1과 같다.

색도측정

전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맥문동 뿌리의 분말 및 추출액의

색도는 색차계(CM-3600d, Konica Minolta, Osaka, Japan)

로 L값(Lightness), a값(redness) 및 b값(yellowness)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수확하여 세척한 생맥문동 뿌리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생맥문동 뿌리는 일반적으로 약 70.0%

의 수분함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백질 1.85%, 회분 0.79%

및 지질 0.12%를 함유하고 있었다. 농가에서 건조하는 방법

에 따라 60
o
C의 온도에서 건조되어진 맥문동 뿌리의 수분함

량은 약 11.7%정도를 함유하고 있었고, 볶음처리를 한 맥문

동은 5.1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건조 및 볶음처리

한 맥문동에서 조단백질 함량은 5.63% 및 6.06%, 조지방 함

량은 0.11% 및 0.15%, 조회분은 2.47% 및 2.62%를 각각 함

유하고 있었다. 볶음처리 한 맥문동이 건조한 맥문동보다

수분함량이 낮은 관계로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의 함량

이 상대적으로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Seong 등(15)에 의하

면 수확시기에 따라서 맥문동의 탄수화물 함량이 차이가 나

지만 일반적으로 50～70%정도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

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생맥문동은

당 함량이 높아서 생맥문동으로 이용할 경우 쉽게 부패가

일어나서 재배 수확 후 바로 건조처리를 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작목중의 하나이다.

맥문동 뿌리의 무기질 성분

맥문동 뿌리의 무기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맥문동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은 K으로

생맥문동에서는 174.56 mg%를 함유하고 있으며 건조 및 볶

음처리 한 맥문동에서는 513.79 및 542.27%를 함유하고 있

었고 그 다음으로 Ca, P, Na 및 Mg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건조 및 볶음처리에 의한 맥문동 뿌리의 무기질 함량을 생맥

문동과 비교해 볼 때 수분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유리당 조성 및 함량

맥문동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맥문동에서 주된 유리당은 올리고당 Ⅱ로 약 23.22%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sucrose로 1.42%를 함유하고 있었고, glucose와 fructose가

각각 0.66% 및 0.81%를 함유하고 있었다. 건조 및 볶음 맥문

동에서는 수분의 증발로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서 올

리고당 Ⅱ가 각각 57.57% 및 56.07%를 보였다. 특히 단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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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e sugar content of Liriope platyphylla tuber (%)

Sample
1)

Fructose Glucose Sucrose Oligosaccharide Ⅰ
2)

Oligosaccharide Ⅱ
3)

FLR
DLR
RDLR

0.81±0.074)
5.06±1.02
6.32±0.86

0.66±0.12
2.16±0.27
1.63±0.31

1.42±0.87
3.27±0.41
7.18±0.46

1.22±0.41
3.40±0.35
4.09±0.22

23.22±2.04
57.57±1.23
56.07±0.98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Contents by taking place of standard maltotriose area.
3)
Contents by taking place of standard malto-tetraose, -pentaose, and -hexaose mixture' area.
4)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5. Organic acid content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

Sample1) Oxal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Fumaric acid Total

FLR
DLR
RDLR

0.08±0.012)
0.23±0.07
0.32±0.10

0.19±0.08
0.70±0.11
0.91±0.17

0.13±0.07
3.34±0.96
3.06±0.10

0.07±0.01
1.36±0.36
0.95±0.41

0.002±0.001
0.010±0.001
0.003±0.001

0.472±0.06
5.640±0.75
5.243±0.63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에서는 fructose의 함량을 보면 생맥문동에서는 극히 낮은

양이었으나 건조 및 볶음 맥문동에서는 fructose의 함량이

각각 5.06% 및 6.32%로 상당량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Chung과 Kim(19)이 맥문동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당은 올

리고당이라고 한 것과 Kim 등(16)이 맥문동의 열수추출 시

가열시간의 증가로 환원당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참조하

면 본 실험에서 맥문동을 건조 및 볶음처리 시 가해지는 온

도처리에 따라 올리고당을 구성하는 당의 일부 결합이 분해

되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 RI 검출기

로 분리한 결과 올리고당 Ⅱ의 peak가 하나로 나와 올리고당

이 몇 개로 구성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ELSD검출기

로 분석하였을 때는 4, 5 및 6당류의 peak가 확인되었다(no

data). 따라서 맥문동에 함유되어있는 올리고당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유기산 조성 및 함량

맥문동 뿌리의 유기산 조성 및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맥문동 뿌리에서 검출된 유기산은 oxal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fumaric acid

등 5종이 검출되었으며, 생뿌리에서는 유기산 함량이 그다

지 높지 않게 나와 citric acid와 malic acid가 0.19% 및 0.13%

를 함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조한 맥문동 뿌리에서는

malic acid가 3.34%로 상당량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succinic acid로 생뿌리에서는 미량 함유하고 있었던 것이

건조에 의하여 1.36%를 함유함으로써 citric acid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총 유기산 함량으로 볼 때 건조맥문동에서 유기

산 총 함량이 5.6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또 볶음 맥문동에서는 일반 열풍건조를 한 맥문동보다는

oxalic acid와 citric acid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총

유기산 함량으로 볼 때 약간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

으로 약재류로 쓰이고 있는 인삼(20), 씀바귀(21) 등의 뿌리

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식품류의 주된 유기산은 succinic

acid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 맥문동은 malic acid가 주된 유

기산으로 나타났다. 건조 후 볶음처리 하였을 경우, oxalic

acid와 citric acid는 미량 증가하였고 malic acid와 succinic

acid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 품질 및 기호도

향상을 위하여 둥굴레 및 율무 등의 식품을 가지고 볶음 처

리를 한 후 이화학적 특성을 살펴 본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22,23), Chung 등(23)은 율무를 볶음처리 할 경우 볶음 온도

가 190oC 이상에서 침출액의 pH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으

며, Kang 등(24)은 양파를 열풍, 진공 및 동결건조 하였을

때 유기산 함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citric acid가 건조방

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 등을 고려해보면

본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

맥문동 뿌리의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생맥문동에서 유리아미노산 중 serine이

477.41 mg/100 g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체 정량된 아미노산

중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

었으며 그 다음으로 threonine이 73.44 mg/100 g, alanine이

60.91 mg/100 g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60oC 전후의 온

도에서 건조한 맥문동에서도 serine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alanine, arginine 및 glutamic acid로 각각

199.10, 194.19 및 147.48 mg/100 g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

내 건조 후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생맥문동에서와 비슷한 함

량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볶음 맥문동에서도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serine이었으나 생맥문동 및 건

조 맥문동에서 전체 아미노산의 60%정도를 차지하던 serine

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180 mg/100 g의 함량을 보였다.

볶음 맥문동에서 대부분의 유리아미노산이 감소하는 경향

이었으나 leucine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21)이 건조온도처리별에 따라 처리한 씀바귀 뿌리의

열수추출물에 대한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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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e amino acid content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Content (mg/100 g)

FLR
1)

DLR RDLR

Essential
amino acid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Lysine
Tryptophan

73.44±2.142)
14.20±1.74
5.03±0.87
5.21±1.01
8.19±1.36
15.22±0.88
19.73±0.47

－

44.12±1.22
32.15±1.52
10.19±0.24
10.89±0.20
28.58±0.44
71.25±0.41
82.65±0.28

－

38.35±2.00
23.02±1.24
8.23±0.66
15.45±1.04
104.25±16.41
66.63±2.24
42.11±0.52

－

Total essential amino acid 141.02±2.43 279.83±1.59 298.04±14.05

Non-essential
amino acid

Aspartic acid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Cystine
Tyrosine
Histidine
Arginine

13.21±0.28
477.41±1.47
22.37±0.60
13.09±0.14
60.91±1.30
13.02±0.74
11.37±1.02
13.74±0.79
31.18±0.25

46.49±0.24
1394.88±9.43
147.48±2.41
78.62±1.22
199.10±2.04
35.88±1.42
17.49±0.99
21.48±1.20
194.19±0.79

23.51±0.17
180.03±20.02
82.07±1.45
15.26±0.02
100.53±2.85
32.76±1.06

－
17.72±0.22
160.79±1.14

Total non-essential amino acid 656.3±1.52 2,135.61±5.69 612.67±21.84
Total amino acid 797.32±2.39 2,415.44±4.88 910.71±19.75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적으로 높은 온도 처리 시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Lee 등(21)의 보고에 의하면 serine

의 함량과 전체적인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볼 때 증숙 후 열

풍건조 한 처리구가 볶음처리 한 씀바귀보다 더 많은 양이

감소한 것을 보면 온도의 고온처리보다 고온에서 행하는 처

리시간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

에서 사용한 볶음 맥문동의 시료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서 생산한 제품으로 맥문동을 볶았을 때 맛과 향이 높아짐으

로써 볶음처리시간을 너무 길게 처리한 결과로 생각되어진

다. 따라서 맥문동의 제품화를 위하여 볶음처리 할 경우 적

정 볶음온도와 처리시간을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뿌리 식품에 함유되어있는 유리아미노산

중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ar-

ginine인데(25), Oh 등(26)의 보고에 의하면 구기자의 주된

유리아미노산이 serine이었다고 하였으며, Lee 등(21)의 씀

바귀 내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arginine 다음으로

serine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한 것 등을 고려하면 약재류

중에 유리아미노산 중 serine의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맥문동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L-serine은 생

체 내에서 단백질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서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대사 경로를 통해 glycine, cystein, sphingo-

myelin, cerebrosides 및 D-serine의 생합성에 이용되며 인

지질과 nucleotide 전구체의 생합성에도 이용되어 세포의 분

열, 증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미노산이므로 체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지만 phosphorylated pathway를 통해 직

접 합성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27). 특히 소아한테서 이

L-serine의 생합성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정

신지체 장애 및 발육부진을 초래한다는 보고 등(28)을 고려

하면 맥문동이 serine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품군으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포닌 및 spicatoside A의 함량

맥문동 뿌리 내에 함유되어 있는 steroid계 saponin으로서

spicatoside A와 B가 함유되어 있다고 Lee 등(29)이 보고하

였으며 또한 Kang과 Kim(30)은 이 중 spicatoside A가 국내

산에는 함유되어 있으나 중국산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국내산에서도 산지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 결과 맥문동의 생뿌리에서 조사포닌 함량은

3.52%이었고 열풍건조 및 볶음 맥문동에서는 각각 8.41%

및 10.15%를 보여주었으며 spicatoside A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생맥문동에서는 5.32 mg%로 미비하게 함유하고 있

었으며 건조 및 볶음 맥문동에서는 각각 18.21 및 15.71%이

었다. 볶음 맥문동의 spicatoside A의 함량은 실험 간에 편차

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맥문동 뿌리 알의 크기가 고르지 않

을 경우 볶음처리 시 뿌리 알이 고르게 볶아지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편차가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볶음처리시

간에 따라서도 그 함량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no da-

Table 7. Content of crude saponin and spicatoside A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Sample1) Crude saponin (%) Spicatoside A (mg%)

FLR
DLR
RDLR

3.52±1.022)
8.41±0.75
10.15±1.81

5.32±1.25
18.21±0.93
15.74±2.87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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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lor of Liriope platyphylla tubers

Sample
1)

L a b

FLR 61.77±1.462) 1.25±0.07 18.51±0.02

DLR
Granule
Powder

68.48±0.89
87.71±0.84

4.05±0.05
2.09±0.08

25.05±0.76
10.79±0.32

RDLR
Granule
Powder

58.19±1.02
67.37±0.76

10.40±0.10
7.94±0.88

28.36±0.08
20.38±0.37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 맥문동에 함유되어 있는 spicatoside A는 Kang과 Kim

(30) 및 Hur 등(31)에 의하면 맥문동의 부탄올 추출분획물의

주요 물질이며 이 물질은 PC12 cell 및 C6 glioma 세포 등의

몇몇 세포에 대하여 신경돌기 성장 효과가 높았으며 NGF

neutralization에 의한 신경돌기 성장에 대한 효과도 인정되

어서 맥문동에 함유되어 있는 spicatoside A는 신경성장 인

자에 주요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본

실험결과 조사포닌 및 spicatoside A를 분석하기 위하여

Kang과 Kim(30)의 방법대로 추출 분리하여 spicatoside A

를 측정한 결과 전체 사포닌 함량에 대비하여 spicatoside

A의 함량을 극히 낮은 비율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이 조사포

닌 분획물에 다른 종류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Paek 등(32)에 의하면 부탄올 분획층에서 2종의 spi-

catoside A와 B의 물질을 확인하였고, 이외에 4, 5개의 당으

로 구성된 올리고당이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 아미노산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탄올 분획물로 생리활성 실험을 한

결과 생리적 활성이 높은 것은 단일물질보다는 기타 타물질

의 공존에 의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실험결과 볶음처리 하여 맥문동을 이용할 경우 주요

성분들의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요 물질

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서는 볶음처리 시 온도 및 처리시간이

상당한 중요할 것으로 보아 더욱 검토할 필요가 요구된다.

색도

맥문동 뿌리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생뿌리의 L값은 61.77,

a값은 1.25 및 b값은 18.51이었다. 생맥문동은 재배지마다

뿌리의 형태가 좀 달랐는데 대부분 L값은 차이가 비교적 나

지 않았으나 a값은 약간 차이가 났으며 b값은 눈으로 구별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었다. 60oC의 온도에서 건조

된 맥문동의 경우에는 건조된 뿌리 그대로인 granule의 색도

측정 시 L값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a값과 b값은 상당히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건조한 맥문동을 분말로 만든 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뿌리 그 자체의 색도보다 L값이 상당

히 높았으며 a값과 b값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맥문

동 뿌리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건조에 의하여 갈변화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건조 맥문동을

볶았을 경우 건조 맥문동보다 granule과 powder 모두 L값은

감소하였고, a값과 b값이 증가하였다. 볶음 맥문동에서도

powder로 하였을 경우 a값과 b값이 granule보다는 낮은 값

을 보였다. 이는 건조 및 볶음 시 표면의 색도변화가 심하고

내부 물질의 색도변화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요 약

맥문동을 건강식품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맥문동

뿌리의 식품학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생맥문동 뿌리는 일

반적으로 약 70.0%의 수분함량을 제외하고는 탄수화물군이

27.38%로 높은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60oC에서 건조한

맥문동과 볶음 맥문동에서 탄수화물함량은 약 80% 이상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올리고당이 56～57%를 차지하고

있었다. 맥문동에서 주된 무기질은 K으로 생맥문동에서는

174.56 mg%를 함유하고 있으며 건조 및 볶음처리 한 맥문동

에서는 513.79 및 542.27%를 함유하고 있었다. 유기산은 생

맥문동에서는 citric acid가 약 0.19%, malic acid가 0.13%이

었으나 건조 및 볶음에 의한 맥문동에서는 malic acid가 각

각 3.34% 및 3.06%로 주된 유기산이었다. 생맥문동에서 주

된 유리아미노산은 serine이 477.41 mg/100 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threonine이 73.44 mg/100 g, alanine

이 60.91 mg/100 g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건조 및 볶음

맥문동에서도 serine이 1394.88 mg/100 g 및 180.03 mg/100

g으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으나 볶음 맥문동에서는 상

당량 감소하였다. 맥문동의 조사포닌 함량은 생맥문동에서

3.52%, 건조 및 볶음 맥문동에서 각각 8.41% 및 10.15%이었

으며 spicatoside A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생맥문동에서

는 5.32 mg%, 건조 및 볶음 맥문동에서는 각각 18.21 및

15.71 mg%이었다. 맥문동의 뿌리의 색도는 생뿌리에서보다

건조 후 색도에서 L값이 증가하였으며 건조 및 볶음 맥문동

의 색도변화는 겉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내부에서의 색도

변화는 낮았다. 본 실험결과 맥문동을 볶음처리 할 경우, 조

직특성상 일반적으로 건조한 맥문동에 비하여 열수추출 시

추출시간이 단축되는 장점과 추출 후 볶음 맥문동의 기호도

가 높아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no date) 볶음처리 한 맥문동

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기에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

며 앞으로 맥문동의 유용성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볶

음처리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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