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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nutritional compositions of dropwort (Oenanthe javanica) extracts depending
on the ethanol concentrations. Extractions were performed with hot water, 50% ethanol, 80% ethanol, and 95% ethanol
for 4 hours. Changes in yield, as well as total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fat, total dietary fiber, free sugar,
and mineral (Na, Fe, and Ca) contents were investigated. The highest extraction yield of ethanol extracts was 44.67%
in 50% ethanol extract of dropwort. Crude protein content reached a maximum of 6.70% while carbohydrate content
was highest at 19.6%, in 50% ethanol extract of dropwort. Crude fat content irregularly increased according to ethanol
concentration as compared with hot water extract. Total dietary fiber content decreased in ethanol extract, but these
changes were not concentration-related. Total sugar contents were highest in hot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Vitamin A content of ethanol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hot water extract. Mineral (Na, Ca, and F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ethanol extract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ethanol, whereas mineral contents were
higher in ethanol extract than in hot water extract. Based on this study, ethanol extract of dropwort is more efficient
for development of desirable process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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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등지에 분포하고 한국의 농가에서는 특용 작물로 재배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채 중의 하나

현재 우리는 끊임없는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발전이 이루

로 식욕을 되찾는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3). 우리 식생활

어졌다. 인간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수명 또한 연장되

에서 다량 섭취되는 채소로 독특한 향미 때문에 연한 부분을

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질병과 많은 성인병 등의

채취하여 김치, 나물, 강회 등에 이용되고 있고(4), 독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향미 및 약리작용으로 인해 기능성식품 소재나 향신료로 활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용도가 높은 약용식물이다(5). 미나리는 한방요법으로 지

며, 각종 신약 개발 및 기능성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더불

혈, 정력 강장, 보혈, 이뇨, 주독 및 폐렴 등을 치유하는 데

어 천연 재료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천연 식품

사용되었고, 혈압 강하, 해열, 진정, 변비 예방, 일사병 및

을 이용한 연구 및 가공, 천연 식품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혈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미나리는

고 보고되었으나(1) 아직 천연 식품인 미나리 가공식품에

영양학적으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뿐만 아니라(7,8) 비타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나리(Oenanthe javanica)

민과 칼륨, 칼슘 및 철분이 들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

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초본으로 물기가 있는 습한

이다(9). 미나리를 식품에 이용한 연구에는 국수(3), cas-

땅에서 자생하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tella(10), 설기떡(11) 등이 진행되었으며, 생리활성이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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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관한 연구로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조성에 관한 화학적
인 성분에 관한 연구(12),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4), 재배방
법이 다른 미나리의 성분 특성 연구(13) 등이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미나리 에탄올추출물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
성(14), 미나리 줄기를 물 추출하여 지질대사 관련 효소들의

미나리의 영양성분 변화 연구

활성에 관한 연구(15)와 콩나물, 미나리, 무의 용매분획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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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출물들이 alcohol dehydrogenase의 활성에 대한 효과(16)
에 대해 보고된 바 있다. 열수추출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추

총 식이섬유 정량

출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가용성분 위주의 추출로

시료의 총 식이섬유 정량은 AOAC법(20)에 준해 분석하

인해 낮은 추출수율, 높은 에너지소비 및 열에 의한 유용성

였다. 즉 식이섬유 분석용 효소(Sigma-Aldrich, St. Louis,

분 파괴 등과 같은 단점이 있으므로 천연물의 추출효율을

MO, USA) α-amylase, protease 및 amyloglucosidase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에탄올추출, 초음파추출, 가압추출 등 여

순차적으로 반응시켰다. 반응 후 ethanol 침전물은 여과하

러 가지 추출방법이 시도되고 있다(17).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 침전 잔사량을 구하고, 잔사 중 회분과 조단백질 함량을

기능을 가진 천연 약용 식물로서의 미나리에 대한 다양한

감하여 시료 중 총 섬유소 함량을 산출하였다. 위의 모든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추출용매의 농도에 대한 영양성분

과정은 blank를 포함하여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추출 농도에 따른 미나리 추출물

총당 정량

의 영양성분 변화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추출조건과 미나리

총당 함량은 Dubois 등(21)의 phenol-sulfuric acid법을

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험관에 시료 0.6 mL와 5% phenol

다.

용액 0.3 mL를 혼합한 후 진한 황산 1.5 mL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85°C로 예열된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재료 및 방법

10분간 방랭하였다. 방랭 후 96 well-plate에 반응시킨 시
료액을 200 µL씩 취하여 microplate reader(Model 680,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미나리는 2012년 11월 전라남도 나주
시 노안면 일원에서 재배된 것을 구입하여 열풍건조기(VB-

Bio-Rad, Hercules, CA, USA)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lucose(Sigma-Aldrich)를 표준물질로 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한 후 정량하였다.

200DM, Vison Biotech, Incheon, Korea) 60°C에서 8시간
건조 후 분쇄기(Pin Crusher-140, Korea Pulverizing
Machinery Co., Ltd., Incheon, Korea)로 분쇄하여 25°C
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비타민 A 분석
비타민 A 함량은 AOAC법(22)에 따라 시료 10 g을 갈색
메스플라스크에 취한 후 에탄올 30 mL, 수산화칼륨 용액
3 mL 그리고 10% pyrogallol 1 mL를 첨가하여 이를 환류

추출물 제조

냉각기에서 30분간 비누화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시켜 증류

미나리 건조분말 100 g에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 각각

수 30 mL를 가해 갈색 분액깔때기로 옮겼다. 플라스크는

50%, 80%, 95% 에탄올과 물 혼합 용매를 6,000 mL 가하여

물과 ethyl ether로 행군 후 이들을 분액깔때기에 혼합하여

환류냉각추출장치(E-108, Chang Shin Co., Seoul, Korea)

방치시킨 다음 물 층을 별도의 갈색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로 4시간씩 2회 반복 추출한 다음 추출액을 합쳐 감압 여과

ethyl ether 30 mL를 가하여 2회 추출하였다. 이렇게 모은

하고 회전진공농축기(Laborata 20E, Heidolph, Schwabach,

ethyl ether 추출액을 증류수 10 mL씩 phenolphthalein 시

Germany)로 52°C에서 용매를 제거시킨 다음 20 brix로 농

액으로 정색이 되지 않을 때까지 수세하였다. Ethyl ether

축하여 -20°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층을 sodium sulfate를 가해 탈수하고 갈색 플라스크에 옮
겼다. Ethyl ether 추출액을 40°C에서 감압 건고하여 iso-

수율(yield)

propanol 5 mL로 녹여 0.22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수율은 추출액을 회전감압증발기(Rotavapor R-123,

Co.,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

Buchi, Flawil, Swizerland)로 감압 농축한 후 건조오븐

였다. 이렇게 전처리한 시료는 HPLC(Agilient 1100 ser-

(forced convection oven, Jeico Tech, Deajeon, Korea)

ies, Agilient, Waldbronn, Germany)로 측정하였다. 분석

에서 105°C 상압가열건조법(18)으로 항량이 될 때까지 건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조한 후 추출액 조제에 사용한 원료 건물량에 대한 고형분
수율(%, d.b.)로 나타내었다.

무기질성분 분석
무기질성분 함량은 식품공전(23)에 준하여 각각의 시료

일반성분 분석

를 정확히 칭량하여 105°C에서 건조한 다음 550°C 전기회

미나리의 일반성분 함량 분석은 AOAC 방법(19)에 따라

화로(HLMF-05, Hanil Lab Tech Co., Ltd., Gyeonggi-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

do, Korea)에서 회화시킨 후 6 N HCl과 증류수로 녹여 25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시료의 총 중량에서

mL로 정용한 다음 0.45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수분, 단백질, 지방 그리고 회분 함량을 제외한 함량으로 표

Co.)로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분석기기는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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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 of vitamin A by HPLC
Classification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연구에 의하면 용매별 분획물

Condition

의 수율은 용매의 극성이 높을수록 수율이 높아진다고 보고

Ethanol : H2O (95:5, v/v)
Waters SunfireTM C18
(3.5 µm, 4.6×150 mm)
Waters 474 Fluorescence Detector
Detector
Detector wavelength (nm) Ex.: 340 nm, Em.: 460 nm
1 mL/min
Flow rate
Mobile phase
Column

하였다. 또한 Lee 등(26)의 장미 에탄올추출물에서 보고된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성분
미나리 에탄올추출 농도에 따른 일반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탄수화물 함량

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21.71%로 나타났으며, 50% 에탄올

Spectroscopy, Jovin Yvon 138 Ultrace, Longjumeau,

추출물은 19.60%, 80% 에탄올추출물은 19.08%, 95% 에

France)를 사용하였다.

탄올추출물은 15.64%로 측정되었다.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

통계분석

0.05), 에탄올추출물 농도별로 탄수화물 함량이 유의하게 감

탄올추출물의 탄수화물 함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소하였다(P<0.05). 일반적으로 물로 추출할 경우 전분, 섬유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질, 팩틴질 및 단백질 등의 고분자물질이 다량 용출되어 고농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도 에탄올 사용 시보다 많은 양의 추출물을 얻는다(27). 미나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

리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은 2.1%, 3%로 보고되었으며(2),

iation)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사후분석을 이용하

본 실험에서 단백질 함량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8.05%로 나

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타났다. 50% 에탄올추출물은 6.76%, 80% 에탄올추출물은
6.52%, 95% 에탄올추출물은 4.14%로 나타났다. 이는 열수
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의 단백질 함량이 통계적으로

결과 및 고찰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에탄올추출물 농도별로

수율

단백질 함량이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 Jung 등

미나리 에탄올추출 농도에 따른 미나리의 추출수율은

(28)의 연구에서는 해송이버섯 물추출에서 17.71%, 에탄올

Table 2와 같다. 열수추출물은 41.46%로 나타났고, 50%

추출물 5.21%로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할 때 단백질성분

에탄올추출물은 44.67%, 80% 에탄올추출물은 41.07%,

이 효과적으로 추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고와 경향이 일

95% 에탄올추출물은 31.00%로 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한 것이다. 지방 함량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0.18%였으며,

감소하여 95% 에탄올추출물에서 수율이 가장 낮게 측정되

50% 에탄올추출물은 2.25%, 80% 에탄올추출물은 1.89%

었다. Hong 등(24)에 의하면 추출수율이 100% 에탄올<

로 나타났고, 95% 에탄올추출물에서 2.17%로 나타났다. 이

70% 에탄올< 50% 에탄올의 순으로 높아져 극성이 높아질

는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지방 함량이 통계적으로

수록 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Lee 등(25)의 모과

유의차가 있었고(P<0.05), 에탄올추출물의 지방 함량은 농
도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P<0.05). 배초향의 지방이 잎에

Table 2. Yield ratios of the extracts of dropwort by various ethanol concentrations
Extraction solvent concentration
Hot water
50% ethanol
80% ethanol
95% ethanol

Yield (%, w/w)
41.46±0.44
44.67±0.51
41.07±0.44
31.00±0.44

가장 많이 함유되었고, 부위 중에서 휘발성 정유성분에 의한
박하 향이 강한 잎 부위가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29,30). 이와 비교하여 미나리
는 향기 성분 중 octanal, limonene 등이 주요 성분이라 하며
(31), 에탄올추출 시 정유성분의 추출을 증가시켜 향미 채소
로써의 바람직한 이용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사료된다.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s of the extracts of dropwort by various ethanol concentrations
Nutrients
Calories (kcal/g)
General
nutrients
(%)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fat
Dietary fiber

Hot water
116.71

50% ethanol

c

a

122.23
a

21.71±0.32
8.05±0.23a
0.18±0.07d
2.06±0.22a

80% ethanol
119.03

b

19.60±0.10
6.76±0.05b
2.25±0.04a
1.75±0.07b

b

95% ethanol
98.55d

c

19.08±0.03
6.52±0.04c
1.89±0.04c
0.32±0.04c

15.64±0.05d
4.14±0.04d
2.17±0.03b
0.06±0.04d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d)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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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차를 나타냈고(P<0.05), 에탄올추출물의 총당 함량

식이섬유소 함량
식이섬유는 각종 질병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

은 농도에 따른 유의차가 있었다(P<0.05). Park 등(36)은

며(32), 체내에서 나타내는 생리기능은 여러 가지 세포벽

추출조건이 다른 지골피의 총당 함량에서 열수추출물이 30

구성 성분들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에탄올추출물보다 일반적으로 총당 함량이 높게 나타났

(33,34). 본 실험에서 식이섬유소 함량(Table 3)은 열수추출

다고 보고하였으며, Jung 등(28)의 해송이 버섯의 추출용매

물이 2.06%였으며, 50% 에탄올추출물은 1.75%, 80% 에탄

에 따른 영양성분에서도 에탄올추출물보다 물추출물에서

올추출물은 0.32%, 95% 에탄올추출물은 0.06%로 나타났

총당 함량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에탄올이

다. 열수추출물에 대하여 80%와 95% 에탄올추출물은 유의

물에 비해 비극성 용매이므로 이러한 용매 극성 차이에 의해

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에탄올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용출되는 물질 조성이 달라져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에탄

따라 식이섬유의 함량이 감소하여 유의차가 나타났다(P<

올추출물 80%에서 열수추출물보다 다소 높았던 것은 용매

0.05). Kye(35)는 식이섬유의 함량 변화가 열처리 방법에

추출방법에서 진공도 및 가결조건 등 조작방법과 시료 전처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NDF(neutral detergent fiber),

리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ADF(acid detergent fiber) 및 cellulose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A 함량

boiling 하였을 때 가장 큰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cellulose의 영향으로 열처리 과정 중에 가

에탄올 농도에 따른 미나리 추출물의 비타민 A 함량을

수분해 되거나 주위 물질로부터 유리된 결과로 보인다고 보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열수추출물의 경우 9.70 µgRE/g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열수추출물이 에탄올추출물보다 식

었고, 50% 에탄올추출물은 45.20 µgRE/g, 80% 에탄올추

이섬유가 다소 많은 것은 다른 불용성 식이섬유인 hemi-

출물은 22.04 µgRE/g, 95% 에탄올추출물은 52.10 µgRE/g

cellulose 및 lignin과 펙틴의 추출에 있어 추출되는 정도가

으로 나타났다. 열수추출물보다 에탄올추출물의 비타민 A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추출 시 손실에 따른 영향에서

함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에탄올추출물 비
타민 A 함량은 농도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P<0.05). 열수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추출물보다 에탄올추출물의 지방 함량이 높게 측정된 것은
지방 함량 측정 시 에탄올추출물이 열수추출물보다 지방 성

총당 함량
에탄올 농도에 따른 미나리 추출물의 총당 함량은 Table

분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계하여 지용성 비타민 A

4에 나타내었다. 열수추출물의 경우 15.97%로 나타났으며,

역시 알코올추출 시 지방 성분과 함께 더 많이 용출되어 나

50%와 80% 에탄올추출물에서 각각 14.42%, 16.58%로 나

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타났고, 95% 에탄올추출물에서 5.35%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열수추출물에 대하여 에탄올추출물의 총당 함량은 통계

무기성분 함량

Table 4. Changes in the total sugar and vitamin A contents
from extract of dropwort according to ethanol concentrations

(Na), 칼슘(Ca) 및 철(Fe)을 측정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에탄올추출 농도에 따른 미나리의 무기성분은 나트륨

Extraction solvent
concentration

Total sugar
(%)

Hot water
50% ethanol
80% ethanol
95% ethanol

15.97±0.21
14.42±0.08c
16.58±0.04a
5.35±0.07d

Vitamin A
(µgR.E/100 g)

b

9.70±0.00d
45.20±0.00b
22.04±0.00c
52.10±0.00a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0.05).

같다. 나트륨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359.74 mg/g으로 나타
났고, 50% 에탄올추출물은 342.51 mg/g, 80% 에탄올추출
물은 281.01 mg/g, 95% 에탄올추출물은 106.81 mg/g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의 나트륨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에탄올
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트륨의 함량이 감소하여 유의
차가 나타났다(P<0.05). 칼슘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22.84
mg/g으로 나타났으며, 50% 에탄올추출물은 14.98 mg/g,
80% 에탄올추출물은 0.51 mg/g, 95% 에탄올추출물은
0.30 mg/g으로 나타났다.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

Table 5. Changes in the mineral contents from extract of dropwort according to ethanol concentrations (mg/g)
Mineral

Hot water

Na
Ca
Fe

359.74±0.20
22.84±0.15a
8.24±0.15a

a

50% ethanol

80% ethanol

95% ethanol

342.51±0.03b
14.98±0.05b
4.60±0.06b

281.01±0.03c
0.51±0.04c
2.24±0.03c

106.81±0.06d
0.30±0.05d
0.42±0.04d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d)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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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슘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에탄올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칼슘의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철의 경우 열수추출물이 8.24 mg/g으
로 나타났고, 50% 에탄올추출물은 4.60 mg/g, 80% 에탄올
추출물은 2.24 mg/g, 95% 에탄올추출물은 0.42 mg/g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의 철 함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나타났으며(P<0.05), 에
탄올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철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5). Kim 등(37)의 열수추출물이 에탄올추출에
비하여 각각 2.1배, 1.7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Hwang 등(38)은 돌미나
리에서 무기질 함량이 나트륨 134.6 mg, 칼슘 82.6 mg,
철 1.9 mg으로 보고하였고, Kim과 Park(39)은 수경재배미
나리의 경우 각각 0.07 mg, 62 mg, 4.7 mg으로 보고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미나리의 최적 추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에탄올추출 농도가 미나리의 영양학적 성분 변화에 미치는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진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열수추출
물, 에탄올추출물(50%, 80%, 95%)로 추출 농도를 다르게
하여 미나리를 추출하였다. 수율을 측정한 결과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4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50% 에탄올추출물에서 단백질 함량이 6.76%, 탄수화
물 함량이 19.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 함량은 열수
추출물과 비교하여 에탄올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으며(P<0.05), 에탄올추출 농도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P<0.05). 식이섬유를 측정한 결과, 50% 에탄올추출물을
제외한 에탄올추출물(80%, 95%)에서 열수추출물과 유의차
가 나타났으며(P<0.05), 두 실험군 간에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총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고(P<0.05), 에
탄올 농도에 따라서도 유의차를 나타냈으며(P<0.05), 95%
에탄올추출 시 5.35%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비타민 A
함량은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P<0.05), 에탄올추출 농도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
다(P<0.05). 무기성분 측정 결과, 나트륨, 칼슘, 철의 경우
열수추출물에 대해 에탄올추출물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에탄올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P<0.05). 따라서 에탄올추출 방법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미나리를 이용한 우수한 가공식품 개발
가능성과 이용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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