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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조건에 따른 가지(Solanum melongena L.)의 양  항산화 특성 연구

고현정․손천우․한정아

상명 학교 외식 양학과

Nutritive and Antioxidative Properties of Eggplant by Coo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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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tritive and antioxidative properties of eggplant by cooking conditions based on hardness range 
were evaluated. Three cooking methods (boiling, microwaving, and steaming) with three different times were used, 
and cooked eggplant was freeze-dried for analysis. For color of peel, fading was most observed during boiling and 
least during steaming. Although raw eggplant showed hig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ased on 1,1-diphenyl-2-pic-
rylhydrazyl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both were further increased upon steaming but significantly decreased upon 
boiling. The amount of chlorogenic acid in eggplant increased upon steaming and decreased upon boiling or microwaving. 
Notable cell wall collapse was observed in the microwaved sample compared to the other two cooking methods. Calcium 
elution from tissues or the cell wall was observed in all samples, and the amoun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oking 
time, especially by st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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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사는 항염증, 항암, 항산화 효과

가 탁월해 노화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 즉 심혈관 질환, 동맥 경화, 암, 당뇨병, 백내장, 인지 

기능 장애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신경학적 질병을 감소시

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1,2). 그러나 이러한 식재료

들에 열처리하게 되면 산화에 의한 색소의 변화와 손실, 수

용성 성분의 용출 등이 일어나게 되며(3), 특히 수용성 항산

화 물질로 알려진 안토사이아닌의 경우 온도, pH, 산소, 기

타 여러 요소에 민감하다는 보고가 있다(4). 일반적으로 채

소류는 열을 가하는 조리를 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될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

며, 항산화 특성의 경우는 조리 후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

가 보고되고 있다(5-7). 

가지(Solanum melongena L.)는 가지과(Solanaceae)의 

식물로서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데, 물성이 연하므로 고령자

들이 선호하는 식재료이다. 또한, phytochemicals과 nu-

traceuticals이 풍부하고 phenolic acids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특성이 우수하며(8), 고령자들의 면역력 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9). 또한, 가지 추출물은 

종양의 성장 및 전이에 필요한 혈관발달을 억제하고(10) 아

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

이며(11), 특히 가지의 chlorogenic acid는 유전형과 관계

없이 주된 페놀성 항산화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 많은 연구가 식재료의 조리조건을 달리하여 영양성

분의 변화와 항산화 특성을 측정, 비교하고 있으나, 조리조

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는 않다. 예를 들어 Scalzo 등(13)은 세 종류 유전형의 

가지를 상으로 boiling 10분과 grilling 4~5분 조리 후 

가지의 항산화 특성 및 polyphenol 함량을 측정했으며, 

Zaro 등(14)은 가지를 상으로 5가지 조리법(전자레인지 

10분, baking 40분, grilling 14분, steaming 10분, pres-

sure cooking 2분)을 사용하였고, Arkoub-Djermoune 등

(15)은 3가지 조리법(frying 20분, grilling 30분, baking 

50분) 등을 사용하여 조리 후 식품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나, 

조리의 종결점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한 근거나 설명은 

없다. 중요한 식품성분의 변화는 주로 시간, 온도, 열처리 

방법 등의 조리조건에 따라 달라지며(16) 총폴리페놀 함량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7), 조리조건에 따른 식품성분 

변화를 비교하는 경우 종결 시점에 한 기준이 있어야 정확

한 품질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에는 채소류를 비타민이

나 무기질 급원 식품으로 간주하는 것 이외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과 기능성을 탐색 후, 고부가가

치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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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eggplant hardness depending on cooking conditions

Materials Cooking method and equipment Hardness step
(cooking time, min) Classification of hardness steps

Eggplant

Boiling in stainless pan
Ⅰ (2)
Ⅱ (4)
Ⅲ (8) Step Ⅰ (normal diet): 

≥70,000 N/m2

Step Ⅱ (softening Ⅰ):  
30,000≤ hardness ≤69,999 N/m2

Step Ⅲ (softening Ⅱ):  
≤29,999 N/m2

Microwaving in microwave
Ⅰ (6)
Ⅱ (10)
Ⅲ (14)

Steaming in steamer
Ⅰ (9)
Ⅱ (12)
Ⅲ (17)

므로 적절한 열처리 이후의 식품 내 기능성 성분의 함량 변

화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경도 범위를 갖도록 여러 조리조건

에서 처리한 가지의 항산화 및 영양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

다. 사전에 65세 이상 고령자 30명을 상으로 예비실험을 

수행하여 고령자들의 저작능력에 따라 조리 후의 식품의 경

도를 세 단계－일반(Ⅰ), 연화 1단계(Ⅱ), 연화 2단계(Ⅲ)－

로 구분하였으며,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인 끓이기, 

찌기,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방법을 선정, 각 조

리방법에서 Ⅰ~Ⅲ 단계별 동일한 경도 범위에 도달하는 시

간을 조리 종결점으로 정하고 각 조건에서 조리 후의 가지의 

영양 및 항산화 특성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지는 2015년 서울시 종로구의 한 

마켓에서 구입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껍질을 포함하여 

0.7 cm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 준비하였으며, 색도측정

용 시료는 1×5×5 cm로 준비하였다. 

조리조건을 달리한 시료준비

끓이기, 찌기, 전자레인지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익힘 정도

에 따라서 경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경도에 도달

하는 조리방법별 조리시간은 Table 1과 같다. 끓이기의 경

우, 시료 100 g을 끓는 증류수 1,000 mL에 넣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조리하였으며, 찌기는 시료 100 g을 

증류수 500 mL가 담겨있는 냄비 속 찜기에 받혀 담고 뚜껑

을 닫고 각각 조리시간에 맞춰 조리하였다. 전자레인지 조리

법은 가지 100 g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고 시료가 모두 

잠기도록 증류수 150 mL를 부은 뒤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

(MD-203 CC, LG Co., Seoul, Korea)를 이용, 각 조리시간

에 맞춰 조리하였다. 조리가 완료된 시료는 잔열에 의한 변

화를 막기 위해서 흐르는 찬물에 빠르게 식혀 종이 타올로 

물기를 제거하였다. 물기를 제거한 시료는 -20°C의 냉동실

에서 냉동 후 동결 건조하였다. 건조된 가지는 분쇄기(HMF 

-3100S, Hanil Electric, Seoul, Korea)로 분쇄한 후 분석 

시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조직감 측정

조건별 조리가 완료된 시료는 Texture analyzer(TA- 

XT2,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사용하여 조

직감을 측정하였다. 2회 반복 압착 시 시료의 조직감을 경도

(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으로 나타내었

다. 조직감은 10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여 com-

pression mode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 pre/test/post 

speed는 각각 1.0, 2.0, 10.0 mm/s, distance는 70%였다. 

색도 측정

가지는 껍질과 과육 부분의 색이 매우 다르므로 변화가 

큰 껍질 부분의 색도를 색차색도계(CR-3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

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였다. 시

료당 7회 반복하여 측정한 뒤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은 L*=96.60, a*=0.24, 

b*=1.97이었다.

유리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

가지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은 Blois법(18)을 참고하여 수소공여 효과를 측정하

였다. 즉 가루 상태의 시료 0.5 g에 99% 에탄올 9.5 mL를 

가해 5% 농도의 용액을 만든 후, 그 용액 100 μL에 에탄올 

100 μL, 200 μM DPPH 용액 800 μL를 가한 뒤 1분간 잘 

섞어 주었다. 혼합된 용액을 37°C로 예열한 수조(5510E- 

DTH, Bransonic, Danbury, CT, USA)에서 40분간 반응시

킨 후 517 nm에서 분광광도계(UV-160A,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군은 

조군에 비해 감소한 흡광도를 각각 측정하여 라디칼 소거능

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nhibition 

rate (%)
＝

음성 조군의 흡광도－시료군의 흡광도
×100

조군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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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xtural properties of eggplant at the several cooking conditions
Cooking condition Hardness step Hardness (N/m2) Springi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Chewiness

Raw 0 347,371a 0.33b 1.19c 0.22a 253.80a

Boiling
Ⅰ
Ⅱ
Ⅲ

 79,832b

 41,560c

 24,761d

0.53a

0.40ab

0.49ab

4.87a

3.03b

2.09b

0.13b

0.11b

0.13b

 54.01b

 17.60b

 16.89b

Microwave
Ⅰ
Ⅱ
Ⅲ

 97,679b

 53,402c

 29,812d

0.37b 

0.44ab

0.55a

1.21c

2.05b

3.01b

0.09b

0.08b

0.07b

 40.14b

 28.54b

 13.95b

Steaming
Ⅰ
Ⅱ
Ⅲ

100,665b

 48,866c

 21,401d

0.40b

0.39b

0.58a

2.01b

1.97b

2.26b

0.11b

0.09b

0.10b

 44.25b

 19.06b

 18.46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시료추출과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각 조리조건에서 조리 후 동결 건조된 가지 가루 1 g에 

35~40°C에서 보관한 용매(에탄올 : 증류수 : 염산=7:3:2) 9 

mL를 가한 후 3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추출하였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1, 2차 추출의 상등액을 모아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가지 추출물의 총폴리

페놀 함량 분석은 Folin-Denis 법(19)에 의해 50% Folin- 

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50 μL에 1 N의 Folin- 

Ciocalteu reagent 용액 25 μL를 가한 후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12.8%의 sodium carbonate 용액 125 μL

를 가하고 암실에서 40분 동안 방치시킨 후, 1분간 원심분리 

하고 나서 상층액을 분광광도계(iMARK microplate ab-

sorbance reader, Bio-Ra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 

(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 시료 무게 

g 중 mg의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클로로겐산 함량 분석

시료에 함유된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함량은 

Scalzo 등(13)의 방법을 참고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시

료는 메탄올/에틸아세테이트(1:1, v/v)로 용출 후, 0.45 μm 

membrane filter(Toyo Roshi Kaisha, Tokyo, Japan)로 

여과하여 LTQ XL mass spectrometer가 연결된 HPLC 

system(Ultimate 3000 model, Thermo Fisher Scientific, 

Sunnyvale, CA, USA)에 주입하였다. 용매는 용출 시와 동

일한 메탄올/에틸아세테이트(1:1, v/v)를 사용하였고, 주입

된 시료량은 10 μL, 칼럼은 C18(Phenomenex, Torrance, 

CA, USA), 유속은 분당 1 mL였다. 표준물질로는 chloro-

genic aci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조리된 가지의 내부구조 관찰

각 조건에서 조리된 가지를 동결 건조한 후 탄소 코팅된 

copper grids 상에 얇게 펴고 백금코팅을 한 뒤, Environ-

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SEM, XL-30 

FEG, FEI Co., Eindhoven, Netherlands)를 이용하여 15 

kV의 가속전압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SEM 상에서 나타난 

물질 확인을 위해 SEM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

troscopy(EDS)(PV72, Ametek Inc., Berwyn, PA, USA)

를 사용하여 20 kV 가속전압에서 분석하였다. 

ICP-OES 분석

시료 내 칼슘의 총량은 ICP-OES(Varian-720ES, Varian 

Inc., Walnut Creek,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였고, auxiliary gas flow rate

은 1.50(L/min), plasma flow rate는 15.0(L/min), nebu-

lizer gas flow는 200(kPa), sample uptake delay는 15초, 

pump rate는 15 rpm으로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실험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하였으며 각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

목에 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준에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리조건에 따른 조직감 특성

가지는 껍질과 과육의 질감이 다르므로 상 적으로 질긴 

껍질 부분의 경도를 기준으로 조리 종결점을 결정하였다. 

적용된 조리방법은 끓이기, 전자레인지로 익히기, 찌기의 세 

종류이며, 조리시간에 따른 경도 구분은 고령자들을 상으

로 사전 예비실험을 한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Ⅰ단계(정상식이) 70,000(N/m2) 이상, Ⅱ단계(연화 1단계) 

30,000(N/m2) 이상 70,000(N/m2) 미만, Ⅲ단계(연화 2단

계) 30,000(N/m2) 미만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조리조건에

서 측정한 가지의 조직감 특성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조

리 후 가지 시료의 탄력성은 끓이기 Ⅰ단계에서 크게 증가한 

후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전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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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eggplant cooked after several
cooking condition. B means boiling, M means microwave cook-
ing, and S means steaming. Ⅰ, Ⅱ, Ⅲ mean hardness step con-
trolled by cooking time.

Table 3. Color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eggplant at the several cooking conditions

Cooking 
condition

Hardness
step

Eggplant
Color Antioxidant properties

L a b DPPH 
inhibition rate (%) Chlorogenic acid1)

Control (raw) 31.83b 4.15b -2.49de 91.43b 271c

Boiling
Ⅰ
Ⅱ
Ⅲ

31.02b

30.82b

35.12b

0.45d

1.99cd

1.54cd

-2.44de

-3.28e

 0.48c

33.12e

41.71d

82.86c

 25h

 20h

 55g

Microwave
Ⅰ
Ⅱ
Ⅲ

44.40b

44.44b

76.96a

7.47a

7.62a

3.22bc

 1.11bc

 2.48b

 3.19b

93.71a

93.14a

92.29a

225d

145e

120f

Steaming
Ⅰ
Ⅱ
Ⅲ

39.81b

40.20b

46.55b

4.92b

4.63b

4.59b

-1.47d

-1.52d

 5.19a

92.57a

92.11a

90.86b

315b

375a

335b

1)Values are presented as mean value (n=3) and expressed as mg/100 g of dry weigh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h)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인지 조리법이나 찌기에 의해서는 조리시간이 길어져 경도

가 가장 낮은 Ⅲ단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부착성은 끓이기 Ⅰ단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외 다른 조건에서도 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응집

성이나 씹힘성은 조군이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조리조건이

나 시간과 관계없이 실험군은 모두 조구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실험군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조리 후 색도

조리조건에 따른 가지의 색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조군인 생가지의 L값은 31.83이었으며, a값은 4.15로 붉

은색의 범위에, b값은 -2.49로 파란색의 범위에서 측정되었

다. 끓이기 조리법에 의해서는 시간에 따른 L값의 변화가 

없었으나, a값은 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가지 껍질의 표적 색소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끓이는 중에 

손실이 일어나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b값은 끓이기 Ⅰ단계까지는 유의적 색의 변화가 없었으나, 

Ⅲ단계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내 노란색의 범위에 속하는 결

과를 보였다. 전자레인지로 익히기의 경우 조리시간이 가장 

긴 Ⅲ단계(14분)에서 L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a값

은 Ⅰ, Ⅱ단계에서 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Ⅲ단계

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b값은 모든 조리조건에서 조군보

다 높은 값을 보였다. 찌기 조리법 적용 후 백색도와 적색도

의 변화는 조리조건 Ⅲ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b값도 Ⅱ단계까지는 조군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Ⅲ

단계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즉 조리조건에 따른 

색도의 변화는 전자레인지 조리법에 의해 가장 크게 일어나

고, 찌기에 의해 가장 적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채소류는 썰어놓으면 효소적 갈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20), 본 실험에서는 썰기 직후 열처리를 통해 효소가 불

활성화되었으므로, 색의 변화는 효소적 갈변에 의해서가 아

닌 수용성인 색소의 용출 및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PPH 활성과 총폴리페놀 함량(TPC)의 비교

DPPH로 측정한 항산화 활성 결과는 Table 3에, 조리조

건별 TPC 함량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조군인 생가지의 

DPPH 활성은 91.43%를 보인 반면, 끓이기 조리법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조군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끓이기 

조건 내에서는 조리시간이 증가할수록 DPPH 활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레인지 조리법의 경우 모든 조리

조건에서, 찌기 조리법에서는 Ⅰ, Ⅱ단계의 조건에서 가장 

큰 활성을 보였으며, 조리시간이 가장 긴 Ⅲ단계(14분)에서

는 Ⅰ, Ⅱ단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총폴리페놀의 경우 열처리를 하지 않은 조군(생가지)의 

TPC는 3.14(mg GAE/g)로 측정되었으며, 조리조건에 따라 

변화함을 보였다. 세 조리법 중 찌기에 의해 TPC는 조군

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찌는 시간에 따른 유의적 

변화는 없었다. 다음으로는 조군과 전자레인지 조리 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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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자레인지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TPC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끓이기에 의

해서는 전자레인지와 반  경향으로 끓이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TPC는 증가하였으나, 조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조리조건에 따른 가지의 DPPH 활성에 관한 연구에서 

Scalzo 등(13)은 가지를 10분간 끓인 후 항산화 특성을 측

정하였을 때, 조리 전보다 조리 후 더 높은 항산화 특성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반 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del 

Pilar Ramírez-Anaya 등(21)도 끓이기 이후 유리라디칼 소

거 효과가 조군보다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끓

이기 10분 후 총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조리 전보

다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끓이기에 

의한 총폴리페놀 함량의 감소는 Zaro 등(14), Ferracane 

등(22)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끓이기 조리법

에 의한 총폴리페놀 함량은 세 단계 모두 조군보다 낮게 

측정되어 위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끓이

기 처리 후 DPPH 활성이 증가한 이유는 부분의 항산화 

물질이 끓이기 중에 용출되고, 열처리 동안 pro-oxidant 물

질이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23). 조리

과정 중에 조직이 연화되면서 세포로부터 폴리페놀 물질, 

특히 가지에 많이 함유된 안토시아닌의 추출이 촉진되기 때

문에(24), 생가지보다는 조리된 가지에서 안토시아닌 함량

이 높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색소

이며(25) 고온에서 파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26) 끓이

는 동안 용해될 수 있어 다른 조리법보다 손실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채소류는 조리 중 조직 내 미세구조가 변화되면서 물리･
화학적 성질의 변화로 인한 페놀류의 용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배당체인 폴리페놀-당의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끊어지

면서 검출되는 페놀류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15). 본 실

험에서 전자레인지 조리 이후 DPPH 활성이 증가한 이유는 

전자레인지 조리 중 전자파 자극이 항산화 물질의 변화를 

촉진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Murador 등(27)도 전자

레인지 조리 후 실험 채소들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생채소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Lemos 등(28)

도 전자레인지 조리에 의해 감자의 총안토시아닌 함량이 생

감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 전자레인지 조리에 

의한 폴리페놀 물질의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자레인지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총폴리페놀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자파에 의한 노출

이 길어질수록 세포조직 및 폴리페놀 성분이 파괴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Zaro 등(14)은 가지를 10분 찌기와 10분 전자레인지 조

리 시, 조군(생가지)의 항산화능력을 100%라고 했을 때 

찌기는 165%로 증가하였으나, 전자레인지 조리 후에는 

83%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찌기 조리법 이후 항

산화 특성의 향상은 본 연구 결과와 같으나, 전자레인지 조

리법의 경우는 본 연구 결과와 반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실험 결과의 차이는 조리시간뿐 아니라 사용한 전자레

인지의 power 등 조리조건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Palermo 등(29)은 끓이기에 따른 총폴리페놀 함량의 변화

를 측정한 18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6개의 결과는 조리 

후 총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했다고 하였으나, 1개의 결과는 

유의적 변화가 없었고 11개의 결과에서는 함량이 감소하여 

조리조건에 따른 결과의 다양성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

에서는 끓이기나 전자레인지와 같은 조리법으로 조리한 경

우 생가지보다 총폴리페놀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자

레인지 조리법의 경우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은 컸다. 

찌기의 경우 식품이 직접 물과 닿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 성

분의 용출이 최소화되어 영양성분의 손실이 적거나 오히려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로로겐산 함량의 변화

클로로겐산은 가지의 모든 유전형에서 많이 발견되는 페

놀성 항산화 물질이며(14), 당근이나(7) 검은콩(30)에도 많

이 함유된 물질이지만 조리과정 중에 상당히 손실된다고 보

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생가지의 클로로겐산의 함량(Ta-

ble 3)은 271 mg/100 g으로 측정되었으며 끓이기 조리 Ⅰ

단계에서는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자레인지 조리

법에 의해서도 생가지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전자레

인지 조리 시간에 반비례하여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적으

로 감소하여 조리 Ⅲ단계에서는 Ⅰ단계의 약 1/2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찌기의 경우는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클로로

겐산의 함량은 증가하였고 Ⅲ단계 조리조건에서는 다시 약간 

감소하였지만, 조군보다는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Miglio 

등(7)은 조리 중 클로로겐산의 감소는 커피산이나 퀸산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한 바 있다. 클로로겐산은 조리과

정 중 많이 손실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찌기조리에 의해서

는 오히려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폴리페놀이나 DPPH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조리 후의 단면 특성과 용출된 칼슘의 양

조리된 가지의 내부구조를 SEM으로 측정한 결과 동일 

경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조리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ig. 

2(A)는 500배로 확 하여 가지의 내부구조를 측정한 결과

로, 전자레인지 처리한 가지는 끓이기나 찌기 조리한 가지보

다 좀 더 세포벽이 뭉개지면서 내부구조의 손상이 많은 것으

로 보이며,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손상이 눈에 띄게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B)는 가지의 내부구조를 

3,000배로 확 하여 본 결과로 가지 내부에 흰색의 결정들

이 관찰되었다. 흰색 결정의 양은 조리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끓이기 조리 이후 그 양은 매우 적었으나 전자레

인지 조리 후 증가하였고, 찌기 조리한 시료에서는 유의적으

로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EDS를 사용하였고, 흰색 결정이 있는 부분(A)과 없는 

부분(B)의 검출 원소를 비교해 보았다. Fig. 3의 (A)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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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micrographs of eggplant at the several cooking conditions (A, ×500) and (B, ×3,000). B means boiling, M means 
microwave cooking, and S means steaming. Ⅰ, Ⅲ means hardness step controlled by cooking time.

A

B

Fig. 3. Comparison of EDAX 
analysis of sensing parts (black
box) in a steamed eggplant. 

결과에서 보듯이 탄소, 산소, 마그네슘, 칼륨 등 원소들의 

양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칼슘의 양이 두드러지게 다름을 

통해 이 흰색의 결정물질이 칼슘임이 확인되었다. 

조리조건에 따른 ICP-OES 측정을 통해 칼슘의 용출량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조리법에 

따라 용출되는 칼슘양은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끓이

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보다 찌기에서 유의적으로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조리법이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용출되는 칼슘양은 증가하였다. 식품 내 칼슘은 

함량뿐 아니라 존재 형태도 체내 이용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 보통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흡수율이 높으나, 

부분은 옥살레이트, 피테이트, 단백질, 펙틴 등과 결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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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lcium amount in the eggplant at the several cooking
conditions

Cooking condition Hardness
step

Calcium amount
(ppm)

Boiling Ⅰ
Ⅲ

2,097.5e

2,123.4d

Microwave Ⅰ
Ⅲ

2,276.1d

2,586.8c

Steaming Ⅰ
Ⅲ

2,799.2b

2,874.9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태로 존재하며(31) 이 경우는 소화 흡수되기 어렵다고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전체 칼슘의 양

이 측정되는 것으로 칼슘의 형태가 유리 상태인지 아니면 

결합상태인지는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리조건에 따

라 칼슘의 양이 달라지며 특히 찌기 조리법 이후 가장 많은 

칼슘이 용출되는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가지를 세 단계의 경도 범위를 갖도록 조리방법(끓이기, 전

자레인지 조리, 찌기) 및 시간을 설정하여 조리한 후 시료의 

항산화 및 영양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직감에서는 조리조건

에 따라 탄력성과 부착성은 증가하고 응집성과 씹힘성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지 껍질의 색은 끓이기와 찌기 조

리에 의해서는 색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전자레인지 조리

에 의해서는 모든 값이 조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PPH로 측정한 항산화 활성은 끓인 이후에는 감소

하였으나, 전자레인지나 찌기에 의해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폴리페놀 함량은 찌기에 의해 세 단계 모두에서 

조군인 생가지보다 증가하였으나, 끓이기나 전자레인지 

조리에 의해서는 조군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 가지의 

표적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 함량은 찌기 조리 이후 

조군보다 증가하였고, 전자레인지나 끓이기 조리 이후에

는 조군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끓이는 조리시간이 길어질

수록 총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자레인지 조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레인

지 조리에 의해 내부구조의 붕괴가 두드러졌으며, 끓이기와 

찌기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직

과 세포벽에서 칼슘의 용출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

리방법에 따라서는 끓이기< 전자레인지 조리< 찌기의 순으

로 칼슘의 용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를 열처리하여 

연화시키는 경우, 같은 경도를 기준으로 할 때 끓이기나 전

자레인지 조리하는 것보다 찌는 경우에 항산화 효과뿐 아니

라 총폴리페놀 함량, 클로로겐산과 칼슘 함량 등 영양 및 

항산화 특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양 및 항산화 특성은 증가하였으나 연

화 2단계를 위해 17분 이상 찌는 경우는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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