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1(7), 921～926(2012) http://dx.doi.org/10.3746/jkfn.2012.41.7.921

데침에 따른 야콘 된장절임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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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lanched and non-blanched yacon
(Smallanthus sonchifolius) soaked in Doenjang sauce. The yacon was treated by blanching (100oC, 4 min), the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The pH and total acidity of blanched yacon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after 42 days of soaking. But, the pH and total acidity of non-blanched yacon were rapidly increased and de-
creased, respectively. The salinity of blanched yacon was higher than that of non-blanched yacon until 35 days.
Also, the Brixo of blanched yacon was higher than that of non-blanched yacon from 7 days to 35 days. Textural
properties of both non-blanched and blanched yacon showed that hardness increased until 21 days but decreased
afterwards.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non-blanched yacon decreased after 14 days, but blanched yacon
remained constant.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oth blanched and non-blanched yacon decreased
gradually as aging continued in the Doenjang sau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nsory character-
istics between blanched and non-blanched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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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콘(Smallanthus sonchifolius)은 국화과 쌍자엽식물로

남미의 에콰도르와 페루가 원산지인 다년생 괴근작물이다

(1). 국내에는 1985년에 도입되어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재배

를 거친 후 전남 장성, 전북 김제, 경북 영주, 충북 괴산, 경기

도 강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2,3). 야콘은

배 맛과 비슷하여 식미가 우수하고 생산량이 좋아 해외에서

는 개발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4). 야콘의 명칭은

Liacon(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Jigulima(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Arboloco(콜롬비아)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와 일

본에서는 Yacon이라 부르고 있다(5). 야콘은 고구마, 다아리

아나와 비슷한 모양의 근경을 가지며 줄기와 잎 부분은 돼지

감자와 비슷하다. 식용이 가능한 괴근 부분은 참마와 배의

맛을 가졌으며 당도가 높고 수분함량이 많아 시원한 맛이

난다. 야콘은 fructose, glucose, sucrose, fructo-oligo-

saccharides, inulin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올리고당 함

량이 중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fructo-oligo-

saccharides는 무독성 감미물질로 혈청콜레스테롤 저하, 변

비개선 등의 생리작용을 가지며 유익한 장내 세균의 증식을

돕는 prebiotics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6). 또한 Ca, K, Mg

등의 무기질함량이 채소에 비하여 많고 식물성 섬유소가 다

량 함유되어 있어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7). 야콘잎은

항균, 항당뇨 등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뿌리

에는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등의 polyphenol 성분들

이 있어 항산화 활성 등의 생리활성도 가지고 있다(8). 한편

이러한 polyphenol계 물질들은 과일이나 채소가 절단이나

박피 등을 거칠 때 갈변과 관련 있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에

산화된다고 알려져 있다(9). 그러나 가열이나 조리과정을 거

치면서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불활성화되어 폴리페놀의 산

화 방지 및 갈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10). 구체적인 과학적 기작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지만 적절한 전처리는 원료의 폴리페놀의 함량유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야콘은 과일과 같이 디저

트, 샐러드, 착즙용으로 이용되며 우리나라 일부 농가에서는

가공하여 야콘칲이나 야콘잎차를 생산하기도 한다. 해외에

서는 발효과정을 거쳐 알코올을 생산하거나 국수나 냉면,

음료수, 차로도 가공하며 일본에서는 염장야콘이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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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고 있다(11). 야콘에 관한 연구로 Valentova 등(12)은

야콘잎의 추출물이 쥐의 간세포를 보호하여 항지질과산화

작용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Moon 등(13)은 야콘의 항산화

성 및 야콘 초절임제품의 저장 중 품질특성을 분석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이 가장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내었고 42

일 절임기간 중에도 야콘 초절임의 품질저하는 일어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14)은 야콘 뿌리를 이용하여

초산 발효를 실시하고 발효과정 중 기능성 성분 및 항산화능

변화를 측정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페놀성분, 유기산이 함

유된 기능성 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Kim 등(15)은 야콘잎 발효차의 제2형 당뇨마우스에

대한 혈당 및 당대사의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Lee와 Shim

(16)은 야콘 분말을 설기떡에 첨가하여 품질특성을 비교하는

등 기능성 및 품질 향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있다.

식품에서 염장법은 원료의 미생물 부패방지 목적으로 저

장성을 부여한 가공법으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계절

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절임제품

을 만들었으며 저장성이 좋아 겨울철에도 부족하기 쉬운 영

양소를 보충해주는 부식 역할을 해왔다(17). 염장법은 주로

소금에 1차 절임 후 2차로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등에 절이

게 되는데(18), 특히 대두발효식품인 된장은 아미노산, 유기

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훌륭한 절임액으로 쓰이

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성 및 기호도가 좋은 야콘을 이용한

된장 절임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산화효소 불활성을 위한 데

침 전처리가 최종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야콘은 2011년 경기도 여주군에서 수확

한 것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야콘을 흐르는 물에 세척, 탈

피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2×2×1 cm)한 뒤 데치기(100
o
C, 4분)와 데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된장소스액에 담가

20oC에서 42일간 숙성시켰다. 된장소스액은 된장(해찬들,

공주), 설탕(백설탕, 백설, 인천), 물을 8:2:1(w/w/v)로 배합

하였으며 된장소스액과 야콘은 2:1(w/w)로 혼합하였다.

절임기간별 품질 특성

pH 및 산도: 시료 각 50 g을 증류수 250 mL으로 정용한

후 핸드믹서로 2분 동안 분쇄하여 고속원심분리(24,000×g,
4
o
C, 20 min)를 실시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감압여과(What-

man No. 2, Whatman, Kent, UK)하여 pH meter(Orion

4-star plus, Thermo Sci.,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얻은 감압여과액

을 0.1 N NaOH로 pH 8.3이 될 때까지 중화적정하고 소비된

양을 젖산의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총산도 (%)＝
NaOH 소모량(mL)×F×0.009 ×100

시료양

Texture: 야콘의 hardness는 Texture Analyzer(TA-

XT2, Stable Microsystem Ltd., Surrey, UK)를 이용하여

texture analysis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yl-

inder probe는 직경 4 mm를 이용하였고 측정조건은 dis-

tance를 6 mm, pre-test speed는 2.0 mm/sec, test speed는

1.0 mm/sec, post-test speed는 10.0 mm/sec으로 하여 시료당

10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 중 표준편차가 심

한 것을 제외하고 다섯 개를 선택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염도 및 당도: 시료를 2분 동안 분쇄하여 고속원심분리

(24,000×g, 4oC, 20 min)한 후 감압여과(Whatman No. 2)하여

모은 추출액을 염도계(Jp/ES-421, Atago, Tokyo, Japan)와

디지털당도계(AJP/PR-101, Atag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적 특성 평가는 훈련된 20명을 대상으로

9점 척도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색(color), 냄새

(flavor), 단맛(sweetness), 신맛(sourness), 짠맛(saltness),

질감(texture),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로 선정

하였다. 관능검사원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20명으로 남

자가 4명, 여자가 16명이었고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였다.

항산화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법(20)을 수정하여 비색 정량하였다. 시료를 동결건조 후 80

% MeOH로 24시간 동안 추출하고 감압여과 하여 얻은 농축

액 50 μL에 Folin-Ciocalteu 시약 50 μL과 2% Na2CO3 300

μL을 넣어 방치(25
o
C, 15 min)하였다. 이후 UV-visible spec-

trophotometer(UV-2550,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

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측정값을

대입하여 시료의 폴리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

능: 동결건조 한 시료를 80% MeOH로 추출하고 감압여과

하여 얻은 농축액을 희석하여 각 시료 0.2 mL에 1.5×104 M
DPPH용액 0.8 mL을 가한 후 10초간 혼합하고 실온에서 30

분간 방치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2.0 Kor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ANOVA 및 Duncan의 다범위 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각 처리구간에 유

의적인 차이를 p<0.05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및 산도

데친 야콘과 데치지 않은 야콘을 된장소스에 숙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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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pH and acidity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for 42 days. 1)BY: blanched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NY: non-blanched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Table 1. Change in salinity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for 42 days (%)

Sample
Storage period (days)

1 7 14 21 28 35 42 F-value

BY
NY
t-value

5.16±0.14d1)
3.44±0.29e
16.12

***

5.59±0.16c
4.16±0.42d
9.45

***

5.63±0.19c
5.01±0.15c
7.72

***

5.85±0.13b
5.48±0.08b
7.33

***

6.33±0.12a
5.79±0.05a
12.40

***

5.92±0.08b
5.79±0.05a
4.29

**

5.96±0.07b
5.94±0.09a
0.57

68.52
***

188.33***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Table 2. Change in °Brix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for 42 days (
o
Brix)

Sample
Storage period (days)

1 7 14 21 28 35 42 F-value

BY
NY
t-value

29.44±0.73d1)
29.06±2.30c

0.48

33.50±1.15c
29.39±3.01c
3.83**

33.89±0.70c
31.17±1.64b
4.58**

34.00±0.90c
31.50±0.43b
7.50***

36.06±0.39a
32.78±0.26ab
20.86***

34.83±0.35b
32.67±0.25ab
15.01***

33.94±0.63c
33.83±0.43a
0.43

69.17***

11.37
***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pH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숙성 7일까

지 데침의 유무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데치

지 않고 숙성시킨 야콘은 14일 이후로 pH 4.6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반면 데친 야콘은 5.3～5.5의 수준을 유지하

였다. 총 산도는 숙성 7일째까지 데친 후 된장소스에 숙성시

킨 야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14일 이후부터 데치지

않은 야콘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데친 것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Lee(21)는 저장기간 중 오이김치의

pH의 변화는 초기에는 데친 것과 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유사했으나 저장 둘째 주부터는 데치지 않은 시료의 pH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감자의 경우 박피나 절단 후 미생물의 변패작용, 용해작용

및 처리수에 의한 화학적 변화로 pH가 감소한다는 보고(22)

로 미루어 볼 때 본 실험은 야콘 절임 전 데침 처리가 초기

미생물수를 제어함으로써 절임기간 중 미생물에 의한 pH

저하를 억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염도 및 당도

데침 전처리의 유무에 따라 된장소스에서 숙성기간에 따

른 야콘의 염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염도는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데친 후 된장소스에 숙성시킨 야콘의 염도는

35일째까지 데치지 않은 야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염도를

보였으며 42일째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wang 등(23)은

새송이 된장절임 중 염도의 변화는 숙성기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다가 30일 이후부터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본 실험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된장소스에 숙성시킨 야콘의 당도변화는 Table 2와 같다.

데친 후 된장소스에 숙성시킨 야콘은 28일째 36.06oBrix로

가장 높은 당도를 보였으며, 데치지 않고 된장소스액에 숙성

시킨 야콘은 42일째 33.83
o
Brix로 가장 높았다. 또한 숙성

7일째부터 35일까지 데친 야콘이 데치지 않은 것보다 유의

적으로 높은 당도를 보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활성산소는 식품, 체내 생체막에 존재하는 지질과 반응하

여 연쇄반응을 일으켜 식품의 품질변화 및 생체노화의 원인

이 된다(24). 이러한 활성산소의 연쇄적 산화반응을 억제하

는 것에는 페놀성 물질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야콘

의 폴리페놀화합물은 chlorogenic, ferulic, caffeic acid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물질은 주로 항산화력과 연관되

어 있다(25). 된장소스에서 숙성기간 경과에 따른 야콘의 폴

리페놀 함량은 데친 것과 데치지 않은 것 모두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데친 후 된장

소스에 숙성시킨 야콘은 42일 동안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데치지 않은 야콘은 14일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

였다(Table 3). Yamaguchi 등(10)은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polyphenol oxidase는 가열에 의해 저해된다고 보고하였는

데 본 실험에서 데친 야콘을 된장소스에 숙성시킨 경우 데침

처리가 초기에 polyphenol oxidase의 불활성화를 유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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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total polyphenol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for 42 days (mg GAE/100 g)

Sample
Storage period (days)

1 7 14 21 28 35 42 F-value

BY
NY
t-value

143.68±7.80
144.39±13.16a1)
-0.08

141.08±2.31
138.15±0.78a

2.08

132.41±17.86
108.57±3.98b

2.26

131.07±5.08
103.68±1.88b

8.76**

133.06±4.15
110.04±3.23b

7.59**

131.21±1.70
107.35±1.74b
16.95***

128.70±6.48
110.02±1.91b

4.79**

1.41
27.22

**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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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for 42 days. 1)Aster-
isk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 from treatment with
blanching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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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hardness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

o
C for 42 days.

1)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ly dif-

ferent result from treatment with blanching (*p<0.05, **p<0.01).

절임기간 동안 폴리페놀 함량의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야콘의 데침 전처리가

절임기간이 경과하여도 폴리페놀 함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

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는 자주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자유 라디칼을 지닌 물질로 항산화제,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 탈색되어 항산화물질을 검색하는데 많

이 이용되고 있다(26). 데침 전처리의 유무를 달리하여 된장

소스에 42일 동안 숙성시킨 야콘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은 Fig. 2와 같다. DPPH 자유기 활성은 된장소스에서 숙성

시간이 늘어날수록 데친 것과 데치지 않은 것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성 1일째 두 시료 모두 약 24%의 활성으로

가장 높은 DPPH 자유기 활성을 보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숙성 7일째 데치지 않은 야콘이 데친 야콘보

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이후 숙성기간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

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데침의 전처리는 DPPH 자유기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Hardness

된장소스 숙성기간의 경과에 따른 야콘의 조직감을 기계

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데친

것과 데치지 않은 야콘 모두 숙성 21일째 가장 높은 경도를

보이다가 이후 35일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hardness의 급격한 감소는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펙틴

질 저분해와 연관된 효소들의 활성증가로 보고되어 있다

(27). 그리고 데친 야콘은 숙성 14일째 데치지 않은 야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경도를 보였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유의

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데침에 의한 효과는 아닌 것으로 추

정된다.

관능검사

된장소스에 숙성시킨 야콘의 관능적 특성을 색, 향, 짠맛,

신맛, 단맛, 아삭거리는 정도, 전체적인 기호도 등의 항목으

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색, 향, 짠

맛, 신맛, 단맛, 아삭거림, 전반적 기호도에서 데친 야콘과

데치지 않은 야콘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숙성기간에 따른 전반적 기호도의 차이는 데치지 않은

야콘의 경우 7일째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다른 관능지

표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oon 등(13)은

야콘을 이용하여 초절임 제품을 제조하였을 경우 상온에서

42일간 저장하는 동안에는 맛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데친 것과 데치지 않은 것 모두

숙성기간은 맛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요 약

본 연구는 가공식품으로 활용도가 낮은 야콘을 이용하여

저장성을 높인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데침의 전처리

가 최종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야콘의

데침 전처리를 달리하여 된장소스에 절인 야콘의 pH는 전반

적으로 절인 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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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characteristics of yacon soaked in Doenjang sauce at 20oC for 42 days

Sample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altness Sourness Sweetness Texture
Overall
preference

BY

7
21
35
42

4.19±1.72
4.50±1.50
4.14±1.28
3.67±1.28

3.76±1.64
4.05±1.80
4.76±1.64
3.76±1.58

4.29±1.82
4.18±1.59
4.81±1.63
4.05±1.88

5.10±1.64
5.36±1.26
5.00±1.10
4.62±1.28

5.19±1.47
5.27±1.09
5.62±1.24
5.05±1.28

5.57±1.33
5.50±1.27
6.00±1.10
5.00±1.52

4.71±1.55
4.55±1.53
5.12±1.61
4.38±1.50

F-value 1.180 1.660 0.772 1.129 0.752 2.031 0.871

NY

7
21
35
42

4.71±1.74
4.18±1.89
4.55±1.88
4.29±1.87

4.52±1.66
4.05±1.79
4.45±1.90
3.95±1.47

5.19±1.33
4.32±1.91
4.05±2.04
4.14±1.82

5.24±1.81
5.00±1.35
4.86±1.53
4.19±1.54

5.48±1.60
4.95±1.36
5.05±1.56
4.95±1.32

5.86±1.74
5.05±1.33
5.38±1.32
5.24±1.61

5.67±1.74a1)
4.41±1.71b
4.47±1.98b
4.29±1.55b

F-value 0.369 0.586 1.778 1.740 0.613 1.123 2.845
*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14일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인 데치지 않은 야콘에 비해 데

친 야콘은 5.3～5.5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총산도 역시 기간

이 지날수록 두 시료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데친

야콘의 경우 데치지 않은 것보다 증가폭이 적었다. 이는 데

침의 전처리가 야콘 절임제품의 산과 관련된 품질에 있어

변질을 제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염도와

당도의 경우 데침 전처리를 거친 야콘이 데치지 않은 것에

비해 숙성기간 중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야콘의 chlorogenic,

ferulic, caffeic acid와 같은 항산화 능력이 있는 폴리페놀계

물질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데친 야콘은 숙성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데침의 전처리가 야콘 절임제품

가공 시 항산화력과 관련 깊은 폴리페놀 함량의 유지에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기작과 최적조건의 설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된장소스에

서 숙성기간에 따른 야콘의 조직감 측정을 위한 hardness는

데침 전처리와 관계없이 모두 21일째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

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검사는 모든 평가항목

에서 두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데침의 열처

리가 관능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항산화 활성을 갖는 야콘의 데침 전처리

는 된장소스에 절임 중 폴리페놀 함량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공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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