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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xeris dentata is a perennial plant belongs to Compositae family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in many biological activities like detoxification, elimination 
of blood stasis, anti-inflammatory, and analgesia. The I. dentata used in this experiment was 
collected in four areas of Yangpyeong, Dangjin, Chuncheon and Goesan, then transplanted 
to the farm of Department of Herbal Crop Research i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I. dentata were investigated after harvesting. 
The aboveground biomass of plants collected from Chuncheon area was exhibited best, 
and the biomass of root in YangPyeong was showed best as 3.65 g/plant in dry weight. 
Based on the HPLC analysis, the leaf of I. dentata collected from Dangjin area was highest in 
carotenoids contents (1,213 μg/g dry weight), and the leaf of Chuncheon area was exhibited 
maximal phenolic compounds (1,918 μg/g dry weigh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fundamental formation for selection of standard varieties of I. dentata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 by analysis of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s of carotenoids 
and pheno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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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흰씀바귀(Ixeris dentata)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5 - 7월경에 흰색 꽃이 피는데 낱
꽃이 7 - 8 개이고 줄기나 잎을 자르면 유백색의 액체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씀바귀 속 동속식
물로 노랑선씀바귀(I. chinensis), 벋은씀바귀(I. debilis), 냇씀바귀(I. debilis), 갯씀바귀(I. repens), 좀
씀바귀(I. stolonifera) 등이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다(KPNI, 2018). 흰씀바귀는 한국, 일본, 중국에
서 자생하고 뿌리를 포함한 식물의 모든 부위가 식용으로 쓰이며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장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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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미열로 인한 한기를 제거하고 심신을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춘곤증을 풀어주며 부스럼 등 피부병에 효과적이라
고 알려져 있다(Ann, 1998).

현재 국내외 연구에 의해 씀바귀 속 식물의 추출물로 100여 종류의 화합물이 밝혀졌고 이는 주로 sesquiterpenes, 

flavonoids, triterpenoids, sterol 등 성분이다(Seto et al., 1986; Bang et al., 2004) . 이러한 화학성분들은 항염, 항산화, 항니
코틴,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및 항암 등의 약리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2; Chang, 2004; 

Lee, 2011; Zhang et al., 2014). 

그러나 흰씀바귀의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 성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카로티노이드
는 광합성 보조색소이며 외선의 유해 작용을 막는 색소물질로 600 여 종류가 밝혀졌고 이러한 색소들은 각 종 암, 백
내장과 황반병변, 비만, 대사증후군 등 여러 질환을 예방하고 또한 발병율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Chaves et al., 2010; 

Riccioni et al., 2010; Wegner and Khoramnia, 2011; Zhou et al., 2011). β-carotene은 카로티노이드의 대표물질로 이 물질의 

생산량은 이미 국제적인 시장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매년 수요량이 10 - 15%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Jin et 

al., 2014). 페놀화합물은 식물의 품질, 색깔, 맛에 영향을 미치는 2차대사산물로 다양한 영양학적 특징에 따라 여러 질
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페놀화합물을 다량 함유한 과채류를 많이 섭취하면 심장질환, 뇌출혈, 각종 

암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Wang et al., 2010; Cho et al., 2012). Rutin, kaempferol, chlorogenic acid 및 benzoic 

acid 등의 페놀화합물은 천연 항산화활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또한 의약, 화공, 염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Kasai et al., 2000; Rajendran et al., 2014; Ye et al., 2016).

현재 약용식물의 응용은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뿌리 부위뿐만 아니라 부산물인 잎이나 열매 등 지상부에 대한 연구
도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Ju et al., 2015; Yang et al., 2016). 중국에서는 노랑선씀바귀를 이용하여 건강음료, 

복합약물치료제, 돼지사료 등 여러 제품이 특허 출원과 함께 시판되고 있고(Liu et al., 2015), 딸기 등 짓무르기 쉬운 과
일의 포장에서의 천연방부제로도 쓴다(Ge et al., 2013). 국내에서는 기능성 채소로 흰씀바귀를 이용한 수경재배 연구가 

시도되었고(Cha et al., 2014), 농촌진흥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흰씀바귀가 당뇨병으로 유발되는 노인성구
강건조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hattarai et al., 2017).

흰씀바귀는 민간전통약용식물로 비록 전국적으로 산과 들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우수한 영양학적 가치를 갖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표준품종도 없고 표준재배법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일부 

농가에서만 소면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흰씀바귀의 생육 및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 성분 함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표준품종 

개발과 대량재배 생산에 활용하고, 또한 건강기능성 식의약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및 지역 재래종 별 생육조사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0월 초에 흰씀바귀의 주 재배지인 강원 양평, 충남 당진, 강원 춘천, 충북 괴산 등 4개 지역에
서 흰씀바귀 1년생 재래종을 수집하였고 이듬해 2016년 5월 초에 4개 지역 종근을 동일 크기(지름 3.5 - 4.0 cm, 길이 8 - 

10 cm)로 분근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음성시험포장에 이식 재배하였다. 각 시험처리구(1 m 

× 5 m)는 난괴법 3 반복으로 설계하였고 재식거리는 조간거리 20 cm, 주간거리 20 cm로 배치하였다.  

본 연구의 시험포장 토양은 사질토로 토양염류농도가 0.43 dS/m, 유기물함량이 19.0 g/kg, 질산태 질소는 32.5 mg/kg

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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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료의 수확시기는 2016년 9월 하순이고 실험반복처리는 무작위로 3개 시험구를 반복하고 또 각각의 시험구에
서 10 개체씩 3 반복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수세 후 수량 및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생육조사항목으
로 지상부는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건중, 지하부는 근장, 근경, 지근경, 지근수, 지하부건중이었다. 동결건조 한 

잎과 뿌리는 믹서기로 균일하게 마쇄하여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을 HPLC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카로티노이드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카로티노이드 5종 표준품은 Sigma Aldrich 제품(St. Louis, USA)을 구입하였고, Tuan et al. (2013)의 

방법을 이용하여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분말시료 10 ㎎에 EtOH에 용해된 0.1% ascorbic acid 3 mL를 첨가
하고 85℃에서 5분간 가열한 후, 다시 80% KOH 120 μL를 첨가하여 85℃ 10분간 가열시키고 ice에서 5분간 두었다. 그 

다음 internal standard (IS, β-apo-8�-carotenal) 100 μL와 핵산, 증류수 1.5 mL을 첨가하고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은 새 

튜브에 옮겼다. 질소가스로 상층액 핵산을 1 mL 정도 남기고 농축시킨 다음, MeOH : dichloromethane = 50 : 50 (V/V)용
액 250 μL를 넣고 녹인 후 hydrophobic filter (0.5 μm)로 여과하였다. 카로티노이드의 HPLC 분석은 C30 YMC 컬럼(250 

× 4.6 mm, 3 μm; Waters Corporation, Milford, USA)을 장착한 Agilent 1100 instrument (Massy, France)를 이용하였다(Table 

2A).

페놀화합물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페놀화합물 11종류 표준품은 Sigma Aldrich 제품(St. Louis, USA)을 구입하였고, Kim et al. (2015)

의 방법을 이용하여 페놀화합물 함량을 측정하였다. 분말시료 100 mg에 3 mL의 80% 메탄올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초음파 처리를 하고 10분간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0.45 μm poly filter로 여과하였다. 페놀화합물의 HPLC 분석은 

C18 컬럼(250 × 4.6 mm, 5 μm; RStech, Daejeon, Korea)을 장착한 NCS-4000 (Futecs, Daejeon, Korea)를 이용하였다(Table 

2B).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AS program (SAS v9.2 SAS Institute Inc., Cary,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시험
처리구 간에 차이에 있을 경우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흰씀바귀의 생육 및 수량특성

흰씀바귀의 지역별 재래종에 대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3), 초장, 엽장, 엽수, 지상부건중은 지역별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엽폭의 경우, 춘천 재래종(5.07 cm)과 괴산 재래종(4.75 cm)은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used in this study.

pH (1 : 5) EC (dS/m) OM (g/kg) NO3 (mg/kg) P2O5 (mg/kg) Ex. Cation (cmol+/kg)
K Mg Ca

6.3 0.43 19 32.5 249.6 0.3 1 5.1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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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당진 재래종에 비해 엽폭이 넓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춘천 재래종은 기타 지역 재래종에 비해 엽수
가 많고 잎도 크며 전반적으로 지상부 생육이 우수한 반면 양평 재래종은 잎모양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짧은 형태로 관
찰되었으나 지상부의 수량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각 지역 재래종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지하부의 근장은 27.2 - 33.1 cm로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근경은 양평과 당진 재래종이 7.55 cm와 7.11 cm

로 괴산 재래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근수는 당진과 춘천 재래종이 높게 조사되었고 괴산 재래종이 2.00 개로 

가장 낮은 수치이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하부건중은 양평(3.65 g/주) > 당진(3.57 g/주) > 춘천(3.18 g/주) > 괴산(2.12 

g/주) 재래종 순이었다. 괴산 재래종은 기타 수집지역에 비해 주근과 지근 모두 가늘고 지근수도 적었으며 지하부 생육
이 저조하였다.

현재 농가에서의 흰씀바귀 재배는 지상부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뿌리만 수확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실정인
데, 뿌리작물로서 지하부의 특성이나 수량성 측면에서 고려하면 양평 재래종으로부터 우량계통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생육조사 결과는 추후 흰씀바귀의 표준품종 선발과 대량 재배생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흰씀바귀의 카로티노이드 분석

음성에서 재배한 당진 재래종의 흰씀바귀 잎에서 추출한 카로티노이드의 HPLC chromatogram으로 β-carotene, 13z-β
-carotene, 9z-β-carotene, lutein, zeaxanthin 등 5종의 카로티노이드가 분석되었다(Fig. 1A).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carotenoids and phenolic compounds.
Items HPLC conditions of carotenoids (A) HPLC conditions of phenolic compounds (B)
Column C30 YMC (250 × 4.6 mm, 3 μm) C18 (250 × 4.6 mm, 5 μm)
Column oven 40℃ 30℃
Flow rate 1.0 mL/min 1.0 mL/min
Injection 20 μL 20 μL
Solvent A: MeOH : water with 10 mM ammonium acetate

 B: Methyl tert-butyl ether
A: Water with 0.2% (V/V) acetic acid

 B: MeOH
Mobile phase 0 - 20 min, 10% B;

 20 - 29 min, 17% B;
 29 - 35 min, 25% B;
 35 - 42 min, 70% B;
 42 - 45 min, 75% B;
 45 - 52 min, 10% B

0 - 1 min, 5% B; 1 - 4 min, 15% B;
 4 - 9 min, 15% B; 9 - 14 min, 20% B;

 14 - 24 min, 20% B; 24 - 54 min, 30% B;
 54 - 55 min, 45% B; 55 - 65 min, 45% B;
 65 - 75 min, 55% B; 75 - 77 min, 60% B;
 77 - 79 min, 60% B; 79 - 80 min, 80% B;
 80 - 90 min, 80% B; 90 - 98 min, 5% B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I. dentata collected from four different areas in Korea.

Areas
Shoot Root

PH
(cm)

LL
(cm)

LW
(cm)

NL
(No./plant)

DWS
(g/plant)

RL
(cm)

RD
(cm)

SRD
(cm)

NSR
(No./plant)

RDW
(g/plant)

YP 22.2 19.3 3.96b 19.3 1.38 30.2 7.55a 3.80a 4.43ab 3.65a
DJ 23.7 21.3 4.01b 16.5 1.26 30.1 7.11a 2.60b 4.59a 3.57a
CC 21.6 20.7 5.07a 21.3 1.89 27.2 6.74ab 3.30ab 4.67a 3.18ab
GS 23.5 21.4 4.75a 20.3 1.46 33.1 5.75b 2.00c 3.84b 2.12b
YP, Yangpyeong; DJ, Dangjin; CC, Chuncheon; GS, Goesan; PH, plant height; LL, leaf length; LW, leaf width; NL, number of leaf; 
DWS, dry weight of shoot; RL, root length; RD, root diameter; SRD, sub root diameter; NSR, number of sub root; RDW, root dry 
weight.
a - c: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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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씀바귀 잎의 주요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β-carotene과 lutein이었고 zeaxanthin, 13z-β-carotene, 9z-β-carotene 3가지 

성분은 소량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흰씀바귀 잎의 5종 카로티노이드 총 함량은 당진(1,213 μg/g) > 괴산(1,187 μg/g) 

> 춘천(977 μg/g) > 양평(918 μg/g) 재래종 순이었다. 잎 부위에서는 카로티노이드 각 조성함량도 대체적으로 당진과 괴
산 재래종에서 높았다. Lutein은 당진 재래종이 485 μg/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뿌리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거의 없거나 극미량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 재래종의 뿌리는 5종
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없고 기타 지역 재래종 뿌리의 카로티노이드 총 함량은 0.87 - 3.27 μg/g으로 극미량이었다. 이
중 zeaxanthin과 13z-β-carotene 성분은 음성포장에서 재배한 4개 지역 재래종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메밀, 메론, 호박 등 다른 작물에서도 주요 카로티노이드는 lutein으로 알려져 있다(Tuan et al., 2013; Lee et al., 2014; 

Rhee et al., 2015). Lutein과 zeaxanthin은 모두 polyene 사슬에 2개의 -OH기를 가지고 있고 분자식도 같지만 ionone 고리 

내의 이중결합 위치는 서로 다르다(Kim, 2001). 이 때문에 작물의 종류에 따라 성분 비율이 다른데 망고나 꽃양배추도 

lutein이 zeaxanthin보다 20 - 30배 많지만, 옥수수나 피망의 경우는 zeaxanthin이 7 - 8배 많다(Liu et al., 2016). 본 연구의 

경우 흰씀바귀의 잎에는 lutein이 zeaxanthin 보다 16 - 22배 높게 함유되어 있다. 현재 zeaxanthin의 생산은 주로 옥수수
와 금잔화에서 얻는데, Liu et al. (2011)에 의하면 금잔화의 zeaxanthin 함량은 1.31 μg/g인데, 흰씀바귀 잎의zeaxanthin 함
량은 17.1 - 22.5 μg/g으로, 이는 금잔화보다 17 - 22배 높은 값이다. 

흰씀바귀의 페놀화합물 분석

당진 재래종의 잎에서는 chlorogenic acid, quercetin, epicatechin, ferulic acid, caffeic acid, catechin, benzoic acid, 

kaempferol, p-coumaric acid, trans-cinnamic acid, rutin 등 11종의 페놀화합물이 추출되었다(Fig. 1 B). 

흰씀바귀는 주요 페놀화합물이 chlorogenic acid로 잎과 뿌리에서 모두 높은 함량이었고, 총 페놀화합물의 70 - 80%

를 차지하였다(Table 5). Lim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82 종 약용식물 중 오가피, 독활, 대계근, 금은화, 천초 5 종은 

chlorogenic acid 성분이 총 페놀화합물의 30 -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춘천 재래종의 chlorogenic acid 경우 

잎에서 1,770 μg/g, 뿌리에서 769 μg/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지역간 유의성을 나타냈다. 흰씀바귀를 

식의약소재로 chlorogenic acid의 대량생산을 시도한다면 생육이 우수하고 잎과 뿌리 모두에서 chlorogenic acid 함량이 

가장 높은 춘천 재래종을 우수계통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흰씀바귀는 kaempferol, p-coumaric acid, trans-cinnamic acid, rutin, benzoic acid 등 페놀화합물 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있거나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Rutin 성분은 4개 지역 재래종 잎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당진과 괴산 재래
종의 뿌리에만 미량 함유되어 있었다. Lim et al. (2004)의 연구에서 quercetin은 대계근과 만삼에서만, kampferol은 결명
자와 대황에서만, catechin은 인진과 목단피에서만 높은 함량을 보였고, 그 외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Table 4. The contents of carotenoids (μg/g dry weight) of I. dentata collected from four different areas in Korea.
Part Areas β-CR 13z-β-CR 9z-β-CR LT ZX Total
Leaf YP 482 69.0c 66.0ab 284b 17.1 918b

DJ 540 83.9b 80.7ab 485a 22.5 1,213a
CC 490 77.3bc 61.5b 330b 18.1 977b
GS 599 119.2a 86.5a 362b 19.9 1,187a

Root YP 0.61c N/D 0.26 N/D N/D 0.87b
DJ N/D N/D N/D N/D N/D N/D
CC 1.03a N/D 0.22 2.01a N/D 3.27a
GS 0.92b N/D 0.25 1.89b N/D 3.06a

YP, Yangpyeong; DJ, Dangjin; CC, Chuncheon; GS, Goesan; CR, carotene; LT, lutein; ZX, zeaxanthin; N/D, not detected.
a - c: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Analysis of growth characteristics and carotenoids and phenolic compounds contents of Ixeris dentat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1) March 2019 168

trans-cinnamic acid 등 성분은 82 종의 약용식물에서 모두 미량 함유되거나 검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들깨는
benzoic acid가 총 페놀화합물의 8.83%로 주요 페놀화합물이며 atechin, p-coumaric acid는 극소량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Seong et al., 2015), 메밀은 모든 부위에서 페놀화합물 함량이 rutin > catechin > epicatechin 순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되었다(Jeong et al., 2014).

흰씀바귀의 페놀화합물 성분도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동일하게 뿌리보다는 잎에  많았으며, 수집 지역에 따라 차이
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잎의 페놀화합물 함량이 뿌리보다 2 - 8배 높았다. 흰씀바귀 잎에서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춘
천(1,918 μg/g) > 양평(1,632 μg/g) > 당진(1,299 μg/g) > 괴산(1,005 μg/g) 재래종 순이었다. 뿌리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춘천 재래종이 897 μg/g으로 다른 지역 재래종 뿌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식물은 부위 별로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 성분의 조성 및 함량이 다르며 대체적으로 뿌리보다는 잎의 페놀화합
물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약용작물인 구기자의 경우에도 흰씀바귀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Zhao, 2015). 현재 흰
씀바귀는 봄철에 어린 잎을 가끔 식용하는 외에는 지상부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뿌리만 이용하는데, 부산
물로서의 잎 부위를 활용한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의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4개 지역에서 수집한 흰씀바귀의 생육특성 평가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인 연구결과로 향후 흰씀바귀가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HPLC chromatograms of carotenoids (A) and phenolic compounds (B) in I. dentata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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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흰씀바귀의 주 재배지인 양평, 당진, 춘천, 괴산에서 각각 재래종을 수집하고 충북 음성 인삼특작부 

포장에 이식 재배하여 지역별 흰씀바귀의 생육특성을 조사하고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을 분석하였다. 수량성과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뿌리작물로서의 흰씀바귀의 우량계통 선발은 지하부 생육이 가장 우수한 양평 재래종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로티노이드와 페놀화합물은 4개 지역 모두 뿌리보다는 잎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춘천 재래종
은 지상부 생육도 우수하고 잎에서의 chlorogenic acid와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가장 높았다. 그 동안 농가에서 이용하지 

않았던 부산물로서의 흰씀바귀 잎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춘천 재래종을 우량계통으로 선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흰씀바귀는 건강기능성 식의약 소재로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표준품종 육성과 재배법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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