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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류의 조리방법에 따른 무기질 성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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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oking Methods on Elemental Composition 
of Pumpkin (Cucurbitaceae spp.)

Young Shin Hong and Kyong S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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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ree cooking methods, boiling, microwave, and 
steaming, on elemental compositions of green pumpkin, zucchini, and sweet and ripened pumpkin. The cooking methods 
were carried out at 3, 5, and 10 min. The samples were then dried, crushed, and decomposed by microwave-assisted 
digestion method. Macro elements were analyz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whereas ICP-Mass Spectrometer (ICP-MS) was used for micro elements determination. From the results, 
macro elements were present in the order of K, P, Ca, Mg, S, Fe, Zn, and Na in all analyzed pumpkins. Among 
micro elements, Mn, Cu, Rb, and Ba, were present at high levels. For the effects of cooking methods, boiling significantly 
reduced the concentrations of elements. Cooking time affected concentrations of elements in the same manner with 
large differences between elemental contents in samples cooked for 5 and 10 min. Regarding micro elements contents, 
both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Similar elemental composition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levels in all pumpkin 
types were observed. Green pumpkin and ripened pumpkin showed high retention rates of inorganic components upon 
steaming, and zucchini and sweet pumpkin showed high retention rates upon microwave cooking. Conclusively, cooking 
method and time affect amounts of residual inorganic ingredients in pum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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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박(Cucurbita spp.)은 1년생 덩굴식물로 박과(Cucur-

bitaceae)에 속하며 원산지는 열대아메리카로 약 27종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애호박은 동양계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esne.)에 

속하며, 단호박은 서양계 호박(Cucurbita maxima Duche-

sne.), 쥬키니는 폐포계 호박(Cucurbita pepo L.)에 속한다. 

이들 3개의 재배종은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믹스타 호박(Cucurbita mixta 

Pang.) 및 오이의 대목용인 흑종 호박(Cucurbita ficifolia 

Bouche.)이 재배되고 있다(1-3).

동양계 호박은 완숙 정도에 따라 애호박과 늙은호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애호박은 주로 전이나 나물 및 찌개 재료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늙은호박은 이뇨 성분이 있어 

부종 제거를 위하여 산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4,5). 건조

하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단호박은 밤호박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최근 웰빙 식품으로 알려져 주로 찜을 이용

하여 섭취되고 있다(5). 쥬키니는 돼지호박이라고도 하며, 

주로 구이 및 볶음을 이용하여 섭취한다.

호박은 성숙도와 품종에 따라 모양 및 맛과 영양성분이 

다르지만 대체로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이다

(6). 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으며, 식이섬유인 

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호박

에 함유된 β-carotene은 항암효과를 나타내며,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8-11).

호박류의 국내생산량은 2011년 300천 톤이었으며, 2014

년 345천 톤에서 2015년 364천 톤으로 2011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국내 식품공급량은 채소류가 2014

년 7,797천 톤, 2015년 7,013천 톤이며, 그중에 호박류는 

2014년 289천 톤, 2015년 306천 톤으로 3.7% 및 4.3%를 

차지하였다(12).

호박에 관한 연구로써 Oh 등(13)은 호박품종의 영양성분 

조성을 비교하였으며, Kim 등(5)은 단호박과 늙은호박의 영

양성분 및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Jang 등(14)은 

늙은호박의 부위별 성분을 비교하였으며, Cho(15)는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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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과 완숙호박의 화학성분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호박

품종별 조리방법에 따른 무기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건강을 위해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호박류의 무기성분을 분석한 후 조리방법에 따른 무기

성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호박류에 함유

된 무기성분의 섭취를 위한 효율적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호박류의 다양한 활용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

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2017년 7월 광주 지역 재래시

장 및 마트에서 애호박(C. moschata), 쥬키니(C. pepo), 단

호박(C. maxima) 및 늙은호박(C. moschata) 4종을 구입하

였다. 모든 시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비가식부는 제거한 

후 가식부를 약 0.5×3×7 cm 크기로 세절하여 250 g 준비

하였다.

조리방법에 따른 시료 준비

호박의 조리방법은 데치기, 전자레인지, 찌기를 이용하였

으며, 각각의 조리시간은 3분, 5분 및 10분 세 단계로 구분

하였다. 데치기는 스테인리스 냄비를 이용하여 증류수 500 

mL를 끓인 후 시료 250 g을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조리하였다. 전자레인지는 시료 250 g을 전자레인지 용기

에 넣어 조리하였으며, 찌기는 스테인리스 냄비에 증류수 

500 mL를 넣고 찜기를 받혀 끓인 후 시료 250 g을 넣고 

뚜껑을 닫고 시간에 맞추어 조리하였다. 조리가 완료된 시료

는 물기를 제거한 후 60°C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모든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건조된 시료는 분쇄

기(MR 350CA, Braun, Barcelona, Spain)를 이용하여 균

질화 후 분석 시까지 -20°C에 보관하였다.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고, 증류수는 Milli-Q ultra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Millipore Co., Boston, MA, USA)에 의해 18.2 MΩ 

수준으로 정제된 물을 사용하였다. 

무기성분 분석을 위해 전처리에 사용한 nitric acid 및 

hydrogen peroxide(Dong Woo Fine Chem. Co., Ltd., 

Iksan, Korea)는 모두 EP-S급(electronic grade)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표준원액은 Perkin-Elmer사(Shelton, 

CT,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무기성분의 분해

무기성분 분석은 Khan 등(16)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균

질화된 시료 0.5 g을 Teflon Vessel에 취하여 분해용액은 

70% 질산(HNO3) 7 mL와 산화제로 30% 과산화수소(H2O2) 

1 mL를 첨가하여 microwave 분해장치(Topwave, Analy-

tik Jena AG,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분해하였다. 분

해를 위한 온도 프로그램은 1,000 W 조건 하에서 5분 동안 

80°C로 유지한 다음 1,000 W에서 5분 동안 50°C로 유지하

였으며, 그 후 1,000 W에서 20분 동안 190°C로 유지한 다

음 0 W에서 30분간 냉각시켰다. 충분히 냉각 후 50 mL 

PP centrifuge tubes(Corning, NY, USA)에 분해된 시료를 

옮겨 담고 초순수로 분해 용기 벽면을 충분히 헹구어 낸 후 

20 g까지 채워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무기성분의 분석

다량 무기질 8종 Ca, K, Fe, Mg, Na, P, S 및 Zn은 ICP- 

OES(Optima 5300DV, Perkin-Elmer SCIEX, Norwalk, 

CT, USA)로, 미량 무기질 13종 Li, V, Cr, Mn, Ni, Co, Cu, 

Ga, Se, Rb, Ba, Pb 및 As는 ICP-MS(Nexion 300D, 

Perkin-Elmer SCIEX)를 이용하였다.

표준용액 원액을 제조하기 위해 시료 분해용액의 최종 산 

농도와 동일한 24.5% HNO3 용액을 base 용매로 사용하였

다. 다량 무기질 분석을 위해 multi stock solution 100 mg/ 

kg을 제조하여 0.25, 0.50, 0.75, 1.0, 1.5, 2.5, 3.5, 4.5, 

5.5 mg/kg으로 희석하였고, 미량 무기질 분석을 위해 multi 

stock solution 1 mg/kg을 제조한 후 0.25, 0.5, 1, 2, 5, 

10, 25 μg/kg 농도로 희석하여 외부표준물질 검량법의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평균값

(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시

료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version 21.0, 

SPSS IBM.,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리방법에 따른 애호박의 무기성분 변화 

애호박을 데치기, 전자레인지, 찌기 등의 조리법을 이용

하여 무기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다량 무기질 8종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애호박의 다량 무기성분 함량은 칼

륨, 인, 칼슘, 마그네슘, 황, 철, 아연 및 나트륨 순으로 확인

되었다. 애호박을 3분, 5분 및 10분 동안 데친 결과 데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량 무기성분의 함량은 감소함을 확

인하였다. 조리 전 애호박에 함유된 칼륨의 함량은 3,551.67 

mg/kg으로 확인되었으며, 3분 동안 데친 후 함량은 2,412.34 

mg/kg으로 다른 무기성분에 비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Fig. 1). 데치는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는 3분과 5분은 차이

가 컸으나 5분과 10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칼륨은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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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potassium content of pumpkins by different cooking method, 3, 5, 10 mean hardness step controlled by cooking
time.

조직에 가장 많이 함유된 무기질이며, 모든 생물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인체 내에 칼륨의 함량이 높을 때 철의 이용률

이 증가하며,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체액을 통해 칼륨의 과다 배설로 고통 받는 사람

들에게 유익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7,18). 칼륨 다음으로 

함량 변화가 컸던 무기질은 인으로 610.44 mg/kg에서 3분 

동안 데친 후 468.58 mg/kg으로 확인되었다. 인은 혈액과 

세포에 결합되어 있으며, 주로 핵산, 인지질, ATX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인산염은 수소이온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

에 체액의 산도 변화를 막는 완충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인과의 결합은 영양분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해준다(19). 인 다음으로 마그네슘, 황, 아연, 나트륨 및 

칼슘의 함량 순으로 데친 후 감소를 보였으며, 철은 데친  

후 함량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칼슘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가장 높은 잔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은 찌는 조리법

에서 높은 잔존율을 보였다. 조리방법에 따른 함량의 변화는 

데치기를 할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전자레인지 조리 시로 확인되었다. 찌는 조리법에서 다량 

무기질의 함량 변화는 다른 조리방법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Cho(15)의 연구에서 애호박에 함유된 무기질의 함

량은 칼륨 256.455 mg/kg, 칼슘 220.961 mg/kg, 마그네슘 

109.933 mg/kg, 나트륨 62.797 mg/kg 및 철 5.266 mg/kg

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함량의 차이를 보였다.

애호박의 미량 무기질 13종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미

량 무기질은 망간(Mn), 구리(Cu), 루비듐(Rb), 바륨(Ba), 니

켈(Ni), 크롬(Cr), 갈륨(Ga), 코발트(Co), 리튬(Li), 바나듐

(V) 및 셀레늄(Se)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금속은 비소(As) 

및 납(Pb) 등이 확인되었다. 미량 무기질은 조리방법 및 조리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Kang 등(20)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애호박에서 납의 함량이 각각 0.292 및 

0.237 mg/kg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0.004 mg/ 

kg으로 다소 낮게 확인되었다. Chung 등(21)은 우리나라 채

소류의 평균 비소 함량은 0.015 mg/kg, Kim 등(22)은 0.028 

mg/kg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0.003 mg/kg으로 

동정되었다.

식품에 함유된 납의 노출량은 2010년 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서 제안한 노

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 MOE) 산출방법에 근거하

여 계산하였다. 납의 독성 기준값은 어린이 인지기능 영향을 

바탕으로 산출된 BMDL01(0.50 μg/kg b.w./d)을 적용하여 

노출안전역을 평가하였으며, 비소는 1967년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설정한 총비소의 

최대일일허용량인 50 μg/kg b.w./d로 설정되어 있다(23,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식품수급표에서 국내 1인 

1일당 호박류의 공급량은 16.42 g으로 보고되었다(12). 우

리나라 국민의 1일 호박류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체중 60 

kg인 성인이 애호박을 하루 섭취한 경우 납의 노출안전역은 

575.52로 확인되었으며, 비소의 노출량은 0.0008 μ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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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week로 납과 비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애호박에 함유된 무기성분 섭취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찌는 조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시간은 5분 이내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평가대상 인구집단의 납 노출안전역

  MOE(노출안전역)＝

  
BMDL01 (μg/kg b.w./d)

식품 섭취로 인한 1일 납 노출량 (μg/kg b.w./d)

  EDI(1일 노출량)＝
1일 섭취량(g)×오염도(mg/kg)

체중(kg)

MOE가 1 이상이면 위해할 가능성이 낮음

조리방법에 따른 쥬키니의 무기성분 변화

쥬키니를 3분, 5분 및 10분 동안 데치기, 전자레인지 및 

찌기 등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다량 무기성분의 변화는 ICP- 

OES, 미량 무기성분은 ICP-M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다량 무기성분 함량은 칼륨 2,594.47 

mg/kg, 인 412.66 mg/kg, 칼슘 313.19 mg/kg, 마그네슘 

141.07 mg/kg, 황 21.79 mg/kg, 철 3.84 mg/kg, 아연 1.99 

mg/kg 및 나트륨 1.29 mg/kg 순으로 동정되었으며(Table 

3), Martínez-Valdivieso 등(25)의 연구에서 쥬키니의 주

요 무기성분은 칼륨 4,615 mg/kg, 칼슘 315 mg/kg, 마그네

슘 300 mg/kg, 철 4.8 mg/kg, 망간 3.03 mg/kg, 아연 3.83 

mg/kg 및 나트륨 9.4 mg/kg으로 인 및 황을 제외한 무기성

분의 함량은 낮게 확인되었다. 

Elinge 등(26)은 폐포계 호박의 씨앗에서 칼륨 2,370.24 

mg/kg, 나트륨 1,700.35 mg/kg, 마그네슘 670.41 mg/kg, 

인 470.68 mg/kg, 아연 140.14 mg/kg, 칼슘 90.78mg/kg, 

철 30.75mg/kg, 코발트 20.17 mg/kg 및 망간 0.6 mg/kg 

순으로 함유되었다고 하였는데, 나트륨 함량이 본 연구결과

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호박 씨앗과 과

육의 무기성분 함량은 매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종의 호박 중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쥬키니를 데친 결과 

조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량 무기성분의 함량은 감소함

을 확인하였고, 철의 함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마그

네슘의 함량이 가장 높은 잔존율을 나타내었다. 조리 전 쥬

키니에 함유된 철의 함량은 3.84 mg/kg으로 확인되었으며, 

3분 동안 데친 후 1.89 mg/kg으로 감소하였다. 철 다음으로 

함량 변화가 컸던 무기질은 나트륨으로 10분 동안 데칠 때 

48.06%의 손실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륨은 조리 전 

2,594.47 mg/kg에서 10분 동안 데친 후 29.38%의 손실률

을 나타내었다. 쥬키니의 칼륨 함량은 애호박의 칼륨 잔존율

보다는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칼슘은 전자레

인지 조리방법에서 잔존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증가함

에 따른 함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마그네슘은 전자레인지 조

리 시 높은 잔존율을 보였으며, 시간에 따른 함량은 큰 차이

가 없었다. 철의 함량은 조리방법과 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쥬키니에 함유된 다량 무기질의 

함량은 전자레인지 조리에서 높은 잔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Cha와 Oh(27)의 조리방법에 따른 시금치, 배추 및 양배

추의 무기질 함량 변화의 연구에서 찌기와 전자레인지 가열

이 무기질 잔존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엽채류의 조리방법으

로 데치거나 압력 조리는 무기질 손실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쥬키니의 미량 무기성분은 망간(2.12 mg/kg), 구리(0.34 

mg/kg), 루비듐(0.068 mg/kg), 바륨(0.059 mg/kg) 및 니

켈(0.055 mg/kg) 등 순으로 동정되었으며, 중금속 중 납과 

비소는 각각 0.003 mg/kg 및 0.002 mg/kg으로 검출되었다

(Table 4). 쥬키니의 미량 무기성분은 조리 시 함량이 감소

하였지만 조리방법과 조리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애호박과 동일한 방법으로 쥬키니의 납과 비소의 노출량

을 계산하였다. 쥬키니의 납 노출안전역은 767.36이며, 비

소의 노출량은 0.0005 μg/kg b.w./week로 납과 비소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쥬키니의 무기성분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잔존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리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는 

10분 동안 조리할 때 많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리방법에 따른 단호박의 무기성분 변화

단호박의 무기성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치기, 전자

레인지 및 찌기 등의 방법으로 조리한 후 다량 무기성분의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단호박의 다량 무기성분 중 칼륨의 함량은 7,871.44 

mg/kg으로 4종의 호박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인, 칼슘, 마그네슘 및 황 순으로 동정되었는데 함

량은 702.71 mg/kg, 544.80 mg/kg, 297.44 mg/kg 및 

67.76 mg/kg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단호박 조리 시 칼륨 

함량의 변화는 데치기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전자

레인지 및 찌기 등에서 3분 및 5분의 조리시간에서는 큰 차

이가 없었다. 10분 동안 조리시간에는 데치기의 경우 칼륨

의 함량은 약 44%의 손실률을 보였으며, 전자레인지 및 찌

기에서는 18% 및 14%의 손실률을 나타내었다. 칼륨은 씻거

나 침지 시 용출이 크다는 Choi(2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데칠 때 많은 손실률을 나타내었다.

단호박의 다량 무기성분 중 손실률이 가장 높은 것은 나트

륨으로 10분 동안 데칠 때 90%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인 및 칼슘이 각각 45% 감소율을 보였고, 마그네슘과 황의 

함량은 39% 및 43%의 감소율을 확인하였다.

Kim 등(5)의 연구에서 단호박의 다량 무기성분은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철, 나트륨 순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각

각의 함량은 2,384.52 mg/kg, 228.30 mg/kg, 116.11 mg/ 

kg, 89.45 mg/kg, 6.65 mg/kg 및 5.35 mg/kg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Kim 등(5)의 연구에서는 단호박에 함유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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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철을 제외한 다른 무기성분들의 함량이 늙은호박보

다 낮게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단호박

에 함유된 무기성분의 함량이 늙은호박보다 모두 높게 확인

되었다. 

단호박의 미량 무기성분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미량 무기질은 망간 6.75 mg/kg, 루비듐 1.43 mg/kg, 구리 

0.54 mg/kg, 바륨 0.49 mg/kg, 니켈 0.13 mg/kg, 리튬 

0.040 mg/kg, 크롬 0.029 mg/kg, 갈륨 0.013 mg/kg, 코발

트 0.012 mg/kg, 바나듐 0.010 mg/kg 및 셀레늄 0.007 

mg/kg 순으로 확인되었다. 단호박에 함유된 중금속은 비소

(As)과 납(Pb)이 검출되었고, 각각의 함량은 0.018 mg/kg 

및 0.031 mg/kg으로 확인되었다. 단호박의 미량 무기성분 

함량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가장 높은 잔존율을 보였고, 다

음으로는 찌는 조리법으로 확인되었다. 다량 무기성분과 같

은 경향으로 데치는 조리법에서 낮은 잔존율을 나타내었다.

단호박에 함유된 비소와 납의 위해도는 애호박 및 쥬키니

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체중 60 kg인 성인이 단호

박을 1일 16.42g 섭취했을 때 납의 노출안전역은 74.26으

로 애호박과 쥬키니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비소의 노

출량은 0.004 μg/kg b.w./week로 4종의 호박 중 가장 높았

지만, 단호박의 납 및 비소에 대한 위해도는 안전한 수준으

로 판단되었다. 단호박의 다량 무기질의 함량은 찌는 조리법

에서 가장 높은 잔존율을 보였으며, 미량 무기질은 전자레인

지 조리 시 높은 잔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리방법에 따른 늙은호박의 무기성분 변화 

늙은호박을 데치기, 전자레인지 및 찌기 등의 조리방법으

로 3분, 5분 및 10분 동안 조리한 후 무기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 및 Table 8과 같다.

El-Demery(29)는 호박의 주요 무기성분은 칼륨(3,550.22 

mg/kg), 칼슘(460.35 mg/kg), 인(440.05 mg/kg) 및 마그

네슘(120 mg/kg)으로 보고하였으며, Adubofuor 등(30)은 

둥근 호박 과육에서 칼륨 2,660.30 mg/kg, 칼슘 130.18 

mg/kg, 마그네슘 70.54 mg/kg, 나트륨 27.0 mg/kg, 철 1.7 

mg/kg 및 아연 1.6 mg/kg으로 보고한 바 있다. Kim(5)은 

칼륨 2,413.87 mg/kg, 인 219.83 mg/kg, 칼슘 116.34 mg/ 

kg, 마그네슘 95.30 mg/kg, 나트륨 5.04 mg/kg 및 철 2.47 

mg/kg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늙은호박의 주요 무기

성분은 칼륨(4,758.26 mg/kg), 칼슘(225.29 mg/kg), 인

(417.07 mg/kg) 및 마그네슘(135.84 mg/kg)으로 상기 보

고된 값과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늙은호박에 가장 많이 함유된 칼륨은 3분 데치기에서 잔

존율 77%를 보였으며, 전자레인지와 찌는 조리법에서는 각

각 90% 및 99% 잔존율을 나타내었다. 인의 함량은 3분 동

안 데칠 때 84%의 잔존율을 나타내었으며, 전자레인지와 

찌기에서는 각각 99%의 잔존율을 보였다. 칼슘은 10분 동

안 조리 시 데치기에는 59%, 전자레인지와 찌기는 각각 66 

% 및 68%의 잔존율을 보여 다른 무기성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마그네슘과 인은 전자레인지 조리에서는 90% 

이상의 잔존율을 확인하였다. 철 및 황의 함량은 찌는 조리

법에서 가장 높은 잔존율을 보였으며, 아연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다른 조리방법보다 잔존율이 높았다.

늙은호박의 미량 무기성분은 망간, 구리, 루비듐 및 니켈 

등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함량은 0.66 mg/kg, 0.57 mg/kg, 

0.56 mg/kg 및 0.021 mg/kg으로 동정되었다. 그 외의 미량 

무기성분의 함량은 미비하였다. 또한, 중금속 중 납과 비소

가 검출되었는데 함량은 각각 0.005 mg/kg 및 0.004 mg/ 

kg으로 미량 확인되었다. Chung 등(21)의 연구에서 호박에 

함유된 납과 비소는 각각 0.036 및 0.011 mg/kg으로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가식부인 껍질을 제거한 후 가식

부위만을 시료로 사용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 국내에서 농산물의 기준은 납, 카드뮴, 무기비소가 

정해져 있으며, 무기비소는 백미 쌀에만 정해져 있다. 호박

의 납과 카드뮴의 기준은 각각 0.2 mg/kg 및 0.1 mg/kg 이하

로 고시되어 있다(31). 4종의 호박에서 확인된 중금속의 함

량은 농산물 허용 기준보다 모두 낮게 확인되었다.

늙은 호박의 납과 비소의 노출량을 다른 품종의 호박들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늙은 호박의 납 노출안

전역은 460.41로 확인되었으며, 비소의 노출량은 0.001 μg/ 

kg b.w./week로 단호박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늙

은호박의 효율적인 무기성분 섭취를 위해서는 데치는 조리

법보다는 전자레인지와 찌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애호박, 쥬키니, 단호박 및 늙은호박 조리방법에 

따른 무기성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리방법은 데치

기, 전자레인지 및 찌기를 이용하였으며, 조리시간은 3분, 

5분 및 10분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시간에 따라 3가지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조리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 후 microwave법을 이용하여 분해하였으며, 다량 무기

성분은 ICP-OES로, 미량 무기성분은 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종의 호박에 함유된 다량 무기성분은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황, 철, 아연, 나트륨 순으로 확인되었으

며, 미량 무기성분은 망간, 구리, 루비듐, 바륨, 니켈, 크롬, 

갈륨, 코발트, 리튬, 바나듐, 셀레늄 순으로 검출되었다. 4종

의 호박에 함유된 무기성분은 데치기, 전자레인지 조리 및 

찌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데치는 조리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조리시간에 따른 무기성분의 함량 변화는 

조리시간이 증가할수록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5분과 10분

에서 큰 차이를 확인하였다. 미량 무기성분의 함량은 조리방

법과 조리시간에 따른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호박의 

종류에 따른 무기성분의 조성은 비슷하였으며, 무기성분의 

함량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애호박과 늙은호박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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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분은 찌는 조리법에서 높은 잔존율을 보였으며, 쥬키니

와 단호박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가장 높은 잔존율을 나타내

었다. 결과적으로 조리방법과 시간은 호박의 무기성분 잔존

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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