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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에 따른 씀바귀 침출차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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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ea prepared from Ixeris dentata root, color, and levels of free sugars, organic acids, cynaroside,  
total polyphenolics, and free amino acids were investigated using various thermal processing methods. These included  
natural drying(ND), hot-air drying(HAD, 75℃), hot-air drying after steam(HADS, steaming at 95℃ for 30 min) 
and roasting after hot-air drying(RHAD, roasting at 140℃ for 2～3 min). Total free sugars, organic acids, cynaroside, 
and free amino acids contents were highest after ND treatment. Total polyphenolics was highest after RHAD processing. 
The level of cynaroside, a principal component of Ixeris dentata roo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HADS. The 
major free sugars were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Succinic acid was prominent among organic acids, and was 
present at 2.25% (v/v) after ND treatment.  The lightness(L), redness(a), and yellowness(b) of all dried Ixeris dentata 
root powders were best after RHAD treatment, but analysis of the leaching liquids after hot water treatment yielded 
variable results. Lightness and redness were the highest after RHAD and yellowness was the highest after ND 
treatment. Overall, the RHAD drying method was found to be superior to other methods, in sensory evalua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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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씀바귀(Ixeris dentata)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

로서 오래전부터 뿌리와 잎을 나물의 형태로 식용하여 왔는

데 잎이나 뿌리를 자르면 쓴맛을 내는 유액상의 즙이 나오

므로 고채, 황과채, 쓴 나물, 씸배 나물 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에는 흰 씀바귀, 벋은 씀바귀, 갯 씀바귀, 좀 씀바

귀, 선 씀바귀 등 7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씀바귀의 뿌리는 영양적으로 탄수화물 18.0%, 지질 0.3%, 

회분 0.8%, 섬유소 1.8%를 함유하고 있으며, 무기질로서는 

K가 0.34% 다량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C, ribofl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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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amin 등이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어(2) 주로 김치나 

샐러드 형태로 식용되고, 민간요법에서는 건위, 진정, 소염

제, 식욕증진, 이뇨, 종창 등의 한약재로서 이용되어 왔고 

생즙은 당뇨병이나 간장병과 같은 성인병 치료에도 사용하

였다(3). 이러한 씀바귀에는 aliphatics, cynaroside, triterpenoide, 

sesquiterpene lactone 등의 각종 생리활성 물질(4, 5)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Chung 등(6)은 한국산 씀바귀 ethyl acetate

추출물에서 6종의 flavonoid를 분리하고 luteolin핵에 

glucose가 결합된 luteolin-7-O-β-d-glucoside가 주된 flavonoid 

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씀바귀 추출물에서, Kim(7)은 인간

의 골육암 세포인 MG-63세포에 대하여 강한 항암활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Young 등(8)과 Lim 등(9,10)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 Kim 등(11-13)은 항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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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돌연변이원성, 암세포 억제효과 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씀바귀 뿌리 추출물이 콜레스테롤 저하, 항염

증 작용, 항암효과, 면역증강, 노화억제, 혈당감소효과, 항

산화효과 등의 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라 하겠다. 최근 들

어 건강 기능성 소재를 이용하여 건강 음용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으며(14-16), 침출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로 열처리를 함으로써 맛과 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연구 등이 있다(17-19). 이에 씀바귀를 식품 소재로서 널리 

이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침출차 제조를 위하여 그 가공적성

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씀바귀는 충남 당진군 민속채소연구회

에서 재배한 것을 2007년도 2차례에 걸쳐 재배한 것을 각각 

6～7월에 수확하여 선별, 세척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및 무기이온 분석

씀바귀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방법(20)에 준하여 분

석하였다. 즉 수분함량은 105℃상압건조법, 조회분은 회화

로를 이용하여 550℃에서 회화시킨 후 중량법으로, 조단백

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추출법으로 정량하였고 

조섬유는 Van Soest's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가용성 무질

소물(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

회분의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였다. 무기이온분석(21)은 

건조시료 1 g 을 질산, 과염소산과 질산액의 혼합액 및 염산

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분해시킨 후 일정량으로 희석, 여

과한 후 ICP analyzer (GBC integra XMP,  Australia)를 사용

하여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였다. 

건조처리방법

선별, 세척한 씀바귀 뿌리를 천일건조(ND), 열풍건조

(HAD, 75℃), 증숙 후 열풍건조(HADS, 95℃, 30분간 증숙

한 후 75℃에서 열풍건조) 및 열풍건조 후 볶음처리(RHAD, 

roasting: 140℃, 2-3분간)를 하여 건조 및 전처리방법에 따

른 씀바귀뿌리의 이화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리당 조성 및 함량

유리당 조성 및 함량은 일정 비율의 증류수로 추출 여과

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Whatman Co., England)로 

여과한 것을 HPLC(Agilent 1200, USA)에 10 μL씩 주입하여 

유리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HPLC의 분석 조건은 사용한 

칼럼은 Sugar-pak 
TM 
Ⅰ(6.5×300 mm, Waters Co., USA)이었

고, 칼럼온도는 84℃로 유지하고, 유출용매는 50 mg/L 

calcium disodium EDTA가 용해된 HPLC용 물을 0.5 mL/ 

min로 흘려보냈으며, 검출은 Refractive Index detector 

(Agilent 1200, USA)를 사용하여 유리당을 분석하였다. 

유기산 조성 및 함량

건조방법에 따라 처리한 씀바귀뿌리 분말 5 g에 물 100 

mL를 가하여 80℃롤 용출시킨 후 0.2 μm membrane 

filter(Whatman Co., England)로 여과한 하여HPLC(Agilent 

1200, USA)에 10 μL씩 주입하여 유기산 조성을 분석하였

다. HPLC의 분석 조건은 사용한 칼럼은 MetaCarb 

87H(7.8×300 mm, Varian Co., USA)이었고, 칼럼온도는 3

5℃, 유출용매는 0.008 N H2SO4 0.6 mL/min로 흘려보냈으

며, 검출은 Diode Array detector(Agilent 1200, USA)를 사용

하여  210 nm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cynaroside(luteolin-7-O-glucoside) 함량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Folin-Denis법(22)을 일부 변경

하여 시행하였으며 시료의 일정 희석액 1 mL에  Folin- 

ciocalteu시약 2.5 mL을 가하고 10분간 방치한 다음  7.5% 

NaCO3 1 mL을 첨가하여 3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분광광

도계로 760nm에서 흡광도 측정 하였고,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0.01-0.1 mM; Sigma Chemical Co.)를 이용하여 

환산 정량하였다. Cynaroside정량은 건조방법에 따라 건조

된 씀바귀 뿌리를 물을 가하여 열수추출한 후 0.45 μL 

filter(Millipore)로 여과하여 HPLC(Agilent 1200, Germany)

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column은 

Reversed phase C18(250mm×4.6mm, 5mm)이었고, 칼럼온도

는 30℃, 유출용매는 CH3CN/H2O (18:82, v/v)을 이용하여 

1.0 mL/min로 흘려보냈으며, 검출은 Diode Array detector 

(Agilent 1200, USA)를 사용하여  350 nm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

건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씀바귀 뿌리의 열수추출물을 

0.2 N Na-citrate buffer(Na220 Dileun, pH 2.20, Pickering 

Laboatories INC., USA)용액으로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0.2 

μm membrane filter(Whatman Co., England)로 여과한 후 

HPLC(Agilent 1200, USA)로 아미노산을 분석하였다. 사용

한 column은 Sodium Ion-exchange column(3.0×250 nm, 

Pickering Laboratories INC., USA), 아미노산 분석기기는 

Pinnacle PCX post-column derivatizer(Pickering Laboratories 

INC., USA)를 이용하였으며, 0.2 N Na-citrate buffer 용액

(pH 3.28 및 7.40)을 이동상으로 flow rate는 0.3 mL/min, 

반응액은 ninhydrin 용액으로  flow rate는 0.3 mL/min, 

column 온도는 48℃, 반응온도는 130℃로 하여 18종의 표준

아미노산(0.25 μmol/mL Amino acid Protein Hydrolysate 

Standard, Pickering Laboratories INC., USA)을 기준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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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정량하였다. 이때 시료주입은 10 μL, 검출은 Diode Array 

detector (Agilent 1200, USA)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색도측정

건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씀바귀 뿌리의 분말 및 추출

액의 색도는 색차계(Konica Minolta, CM-3600d, Japan)로 

L값(Lightness), a값(redness) 및 b값(yellowness)으로 측정하

였다.

관능검사

건조방법에 따라 건조된 씀바귀뿌리분말을 티백에다 1 

g씩 포장하고 이를 90±5℃의 물 100 mL에 2분간 침지시켜 

관능검사용 우림차를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관능요원 

20명을 대상으로 맛, 냄새, 색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5점 점수법으로 아주 좋다(5점), 

좋다(4점), 보통이다(3점), 나쁘다(2점) 아주 나쁘다(1점)로 

측정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SAS Enterprise guide 3.0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고,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한 후 최소 

유의차 검정(LSD)에 의해 평균간의 유의차를 p<0.05 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

이를 검증하였고, 당첨가량과 구기자청 내의 성분과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5%와 1%수준에서 처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씀바귀 뿌리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씀바귀 뿌리는 일반적으로 약 81.0%의 수분함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성분 중에서 당질과 전분을 포함한 

탄수화물군이 1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단백질 2.7%, 

회분 1.2% 및 지질 0.3%를 함유하고 있었다. 

또한 씀바귀내의 비전분다당체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이섬유가 1.9%로서 가장 많이 함유하

고 있었으며 lignin, cellulose 및 hemicellulose가 각각 0.6,

Table 1. Proximate constituents of Ixeris dentata root

 (wet basis, %) 

Proximate 
constituents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arbohydrate

AshSugar and 
starch

Non-starch 
polysaccharide

Fresh root 81.0 2.7 0.3 11.2 3.6 1.2

 0.3 및 0.8%를 함유하고 있었다. 씀바귀뿌리는 일반성분 

중 식이섬유가 높아서 다이어트식품소재로 이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able 2. Non-starch polysaccharide of Ixeris dentata root

               (wet basis, %)

Non-starch 
polysaccharide

Dietary fiber Lignin Cellulose Hemicellulose

1.9 0.6 0.3 0.8

무기질성분

씀바귀뿌리 건조물의 무기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씀바귀뿌리 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중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K으로 840.1 mg%이었고. 그 다음 

P, Ca, Mg 및 Na 순으로 각각 247.0, 129.2, 99.9 및 73.8 

mg%를 함유하고 있었다. 미량원소로는 Mn, Fe 및 Al 이 

소량 검출되었다.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2)에 의하면 생

뿌리 내에 칼륨(339 mg%)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P(79 mg%)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함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생리적 대사 이

용에 칼륨, 칼슘 등의 용도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마그네슘

은  Nam(23)의 보고에 의하면 혈청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최근 스웨덴 Uppsala대학 

Karolinska연구소의 Susanna C. Larsson의 보고(24)에 의하

면 마그네슘이 흡연자에의 뇌졸중 예방효과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인슐린에 의한 포도당 흡수대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한 것 등을 고려할 경우, 씀바귀 

뿌리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식품으로 이용할 경우 상당

히 좋은 식품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3. Inorganic elements of Ixeris dentata root 

                   (dry basis, mg%)

Inorganic 
elements

Macro elements Minor elements

K Mg Ca P Na Mn Fe Al

840.1 99.9 129.2 247.0 73.8 1.0 16.5 11.4

유리당 조성 및 함량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건조한 씀바귀뿌리의 유리당 조성 

및 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씀바귀뿌리 내에서 

검출된 유리당은 sucrose, glucose, galactose 및 fructose이었

으며, 천일건조한 씀바귀에서는 각각 0.40, 1.39, 0.14 및 

1.54%가 정량되었으며, 그 중 fructose가 가장 많이 함유되

어 있었다. 열을 가하여 건조한 씀바귀는 천일 건조한 씀바

귀보다 sucrose, glucose, fructose 및 galactose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천일건조 시 검출되지 않은 maltose가 검출

되었다. 이는 증자 후 열풍 건조한 씀바귀에서 maltose가 

가장 많이 정량된 것으로 보아 씀바귀 내에 함유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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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유리당들은 상당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유리당 

함량으로 볼 때 천일 건조한 씀바귀가 3.47%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으며, 열풍건조>증자 후 열풍건조> 열풍건

조 후 볶음처리 순으로 유리당 함량이 높았다. 씀바귀 뿌리

의 건조 시 열을 가할 경우, 천일건조에 비하여 glucose와 

fructose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보면, 열에 의하여 불안정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Kang 등(25)이 양파를 열풍건조 할 경우 

sucrose의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Ha 등(26)이 홍삼 및 백삼에 고온처리할 경

우 산성다당체는 증가하고 환원당은 감소하였으며 환원당

이 감소한 것은 고온처리에 의하여 갈변반응에 의한 것으

로 추측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증자 및 볶음처리를 한 

경우 환원당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4. Free sugar content of dried Ixeris dentata root by various 
drying methods 

    (dry basis, g%)

Drying 
method1) Sucrose Maltose Glucose Galactose Fructose Total

ND 0.40±0.07
2)

- 1.39±0.01 0.14±0.01 1.54±0.06 3.47±0.11

HAD 0.12±0.03 1.08±0.20 0.57±0.14 0.10±0.01 0.64±0.02 2.51±0.43

HADS 0.09±0.04 1.67±0.15 0.12±0.06 0.01±0.00 0.41±0.03 2.30±0.20

RHAD 0.11±0.02 1.19±0.09 0.26±0.11 0.06±0.00 0.37±0.02 1.99±0.14
1)
ND : natural drying, HAD : hot air drying at 75℃, HADS : hot air drying after  

 steaming(30min at 95℃), RHAS : roasting(2-3 min at 140℃) after hot air drying.
2)Values represent the mean±SD(n=3).

유기산 조성 및 함량

건조처리 방법이 다른 씀바귀뿌리 분말을 가지고 열수 

추출하였을 때 유기산 조성 및 주된 유기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씀바귀 뿌리에서 검출된 유기산은 citr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fumaric acid 등 5종이 검출

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있는 유기산은 succinic 

acid으로 천일건조 시 2.25%, 그 다음이 citric acid 1.20%, 

malic acid 0.77%를 함유하고 있었다(Table 5). 씀바귀 뿌리

의 유기산 함량 및 조성을 건조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열풍건조시 citric acid와 malic acid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증숙한 후 열풍건조를 한 씀바귀 뿌리는 succinic 

acid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최근 품질 및 기호도 

향상을 위하여 둥글레 및 율무 등의 식품을 가지고 볶음 

처리를 한 후 이화학적 특성을 살펴 본 연구가 보고(27,28) 

되었는데, Chung 등(28)은 율무를 볶음 처리할 경우 볶음 

온도가 190℃ 이상에서 침출액의 pH가 낮아졌다고 보고하

였으며, Kang 등(25)은 양파를 열풍, 진공 및 동결건조 하였

을 때 유기산 함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citric acid가 

건조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 등을 

고려해보면 건조온도가 유기산 함량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Organic acid content of dried Ixeris dentata root by 
various drying methods    

(dry basis, g%)

Drying 
method

1) Citr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Fumaric acid Total

 ND 1.20±0.04
2)

0.13±0.01 0.77±0.07 2.25±0.21 0.017±0.001 4.37±0.37

 HAD 1.02±0.07 0.13±0.01 0.53±0.11 2.29±0.14 0.019±0.001 3.99±0.28

 HADS 1.08±0.02 0.13±0.01 0.72±0.04 0.59±0.20 0.008±0.000 2.53±0.31

 RHAD 1.030±0.04 0.12±0.01 0.70±0.05 1.89±0.09 0.012±0.001 3.76±0.19

1)ND : natural drying, HAD : hot air drying at 75℃, HADS : hot air drying after  
 steaming(30min at 95℃), RHAS : roasting(2-3 min at 140℃) after hot air drying.
2)Mean±standard deviation(n=3).

총 폴리페놀 및 cynaroside(luteolin-7-O-glucoside) 함량

씀바귀 뿌리 분말의 총 폴리페놀물질과 cynaroside의 함

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6과 같다. 총 폴리페놀물질은 천일

건조한 씀바귀분말에 비하여 가열처리한 씀바귀에서 더 

많은 량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열풍건조 후 볶음처리>증숙 

후 열풍건조>열풍건조 처리한 순서대로 폴리페놀성 함량

이 높은 것을 보면 고온 처리할수록 폴리페놀성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Yang 등(29)이 인삼을 

고온고압처리 시 고온일수록, 고온 단시간 처리에 의하여 

인삼 내 총폴리페놀성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cynaroside의 함량은 천일

건조한 것이 가장 높았고 열풍건조, 열풍건조후 볶음처리

한 씀바귀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증숙 후 열풍건조한 

씀바귀에는 cynaroside가 급격히 감소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Chun 등(30)이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신선초 내에 

함유되어 있는 cynaroside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끓는 물에

서 데치는 시간이 길수록, 전자레인지에서 가열시간이 길

수록 cynaroside의 함량이 감소하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함

을 볼 수 있어 cynaroside는 고온에 의해 불안정함을 알 

Table 6. Total polyphenolics and cynaroside content of dried 
Ixeris dentata root by various drying methods 

Drying method1) Total polyphenolics 
(mg/100mL)

Cynaroside 
(mg/100mL)

ND 47.60±0.74
2)

25.21±0.12

HAD 48.32±1.40 24.40±0.19

HADS 52.74±1.12 2.86±0.07

RHAD 63.49±0.90 20.52±0.08

1)ND : natural drying, HAD : hot air drying at 75℃, HADS : hot air drying after  
 steaming(30min at 95℃), RHAS : roasting(2-3 min at 140℃) after hot air drying.
2)Mean±standard deviation(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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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러나 Chun 등(30)에 의하면 130℃의 기름에서 

frying할 경우는 cynaroside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cynaroside는 수용성이므로 씀바귀 이용 시 

cynaroside이용측면에서는 고온처리를 하기보다는 저온처

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

씀바귀 뿌리 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을 조사해본 결과, threonine과 tryptophan을 제외한 6종

의 필수아미노산과 aspartic acid를 포함한 9종의 비필수아

미노산 등 총 15종이 검출되었으며, 필수아미노산에서는 

lysine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있었고, 비필수아미노산에서

는 arginine이 669.2 m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있었으며, 

serine이 379.9 mg%, glutamic acid가 219.2 mg% 순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Table 7). 

전체 유리아미노산 중 arginine이 약4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Arginine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 중의 수박을 들 수 있는데 수박은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Table 7. Free amino acid content of dried Ixeris dentata root by 
various drying methods

Free amino acid
Content(mg/100 g drybasis)

ND HAD HADS  RHAD

Essential
amino acid

Threonine - - - -

Valine 28.6 28.8 20.4 23.3

Methionine 19.1 18..2 14.3 18.4

Isoleucine 35.7 50.7 26.2 59.4

Leucine 41.2 49.3 44.7 46.5

Phenylalanine 34.9 35.2 42.1 23.7

Lysine 69.9 65.4 38.2 32.3

Tryptophan - - - -

Total Essential amino acid 259.5 247.4 185.9 203.6

Non-essential 
amino acid

Aspartic acid 36.3 29.4 22.6 20.1

Serine 379.9 354.6 99.2 224.1

Glutamic acid 219.2 208.7 103.1 197.8

Proline - - - -

Glycine 8.4 - - -

Alanine 33.2 32.5 35.7 31.6

Cystine 43.0 40.2 32.1 38.7

Tyrosine 25.0 24.5 19.4 22.6

Histidine 53.7 52.5 46.2 38.3

Arginine 669.2 647.8 562.7 623.5

Total non-essential amino acid 1,058.2 989.8 544.2 776.8

Total amino acid 1,697.3 1637.6 1,106.9 1,400.3
1)ND : natural drying, HAD : hot air drying at 75℃, HADS : hot air drying after  
 steaming(30min at 95℃), RHAS : roasting(2-3 min at 140℃) after hot air drying.

있고 아미노산 중 시트룰린과 함께 arginine을 많이 함유하

고 있어 arginine-citrulline pathway대사를 촉진시켜 이뇨작

용을 돕는 채소류이다. 이에 의하면 씀바귀뿌리 내에 

arginine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씀바귀뿌리를 섭취 

시 이뇨작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rginine은 

성장호르몬분비촉진효과(31), 성기능장애치료(32, 33), 혈

관확장치료효과(34, 35) 등의 기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

며, Kim 등(36)은 장뇌삼 부위별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장뇌삼 뿌리에서 유리아미노산 중 아르기닌이 166.90 

mg/g으로 총 유리아미노산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뇌삼의 우수성을 시사한 연구도 

있었다. 이상을 참고로 하면 씀바귀뿌리에서 많은 기능성

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조처리에 따른 

아미노산함량의 변화를 본 결과, 천일건조>열풍건조>열풍

건조 후 볶음처리>증숙 후 열풍건조 순으로 함량이 높았으

며 열풍건조는 천일건조보다 미량 낮은 함량을 보였고 증숙 

후 열풍건조는 아미노산 함량이 상당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색 도

건조한 씀바귀 자체간의 색도는 육안으로 크게 달라보였

지만 이를 분말화할 경우 처리간에 육안으로 구별이 크게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는 건조된 씀바귀 뿌리속 부분에서

는 바깥 부분보다 색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조된 씀바귀분말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열풍 건조함으로서 천일 건조한 것 보다 밝기는 증가

하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감소하였으며 증숙하여 건조한 

것은 밝기는 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열풍건조한 후 볶음 과정을 거친 것은 밝기, 적색도 

및 황색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눈으로 보았을 때 약간 

밝은 적색을 띄었다. Kang 등(25)이 양파를 열풍건조 하였

을 때, Yang 등(29), Ha 등(26, 37)이 인삼을 고온처리 하였

을 때, 모두 적색도 및 갈색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시료 자체 내에 당 성분과 기타 성분과

의 화학적 반응으로 갈색화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자체 내에 

당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있는 것들은 적색도가 많이 증가되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열수 추출하였을 경우, 열풍건조 후 

볶음처리한 씀바귀 물추출물이 밝기(L)는 가장 낮았으며 

적색도(a)와 황색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황색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자체 내에 함유하고 있는 유리당과 

폴리페놀성물질의 함량에 의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며 분말색도만을 가지고 침출시의 색도를 판단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었다.

관능검사

건조처리방법에 따라 건조분말화한 씀바귀뿌리 분말을 

1 g씩 티백에 포장한 후, 이를 90±5℃의 물 100 mL에 2분간 



열처리에 따른 씀바귀 침출차의 품질특성 529

Table 8. Color of dried Ixeris dentata root by various drying methods

Drying method1)

Powder Water extract2)

Hunter color Hunter color Optical density

L a b L a b 420nm 660nm

ND 86.13±0.113) 1.55±0.14 13.66±0.41 96.07±0.17 -3.17±0.53 16.51±0.37 0.308±0.15 0.017±0.004

HAD 86.86±0.07 1.28±0.08 12.59±0.22 96.29±0.06 -2.80±0.26 13.22±0.15 0.250±0.04 0.021±0.001

HADS 75.67±0.01 1.90±0.01 12.22±0.07 94.84±0.02 -2.00±0.02 13.28±0.08 0.254±0.02 0.032±0.001

RHAD 87.80±0.04 2.27±0.01 14.36±0.02 88.54±0.02 -0.12±0.01 41.09±0.01 0.756±0.02 0.039±0.000
1)ND : natural drying, HAD : hot air drying at 75℃, HADS : hot air drying after steaming(30min at 95℃), RHAS : roasting(2-3 min at 140℃) after hot air drying.
2)Water extracts was extracted by 100 mL water on 1 g dried Ixeris dentata root powder.
3)Mean±standard deviation(n=3).

침지시켜 관능검사를 행한 결과 Table 9와 같았다. 전반적

으로 색, 향 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가 천일건조한 것보다 

열풍건조한 것에 대하여 선호도가 좋았다. 특히 맛에서는 

천일건조한 씀바귀가 쓴맛이 가장 강하여 타 처리구에 비하

여 기호도가 낮았으며, 전체적인 기호도로 보았을 경우 열

풍건조 후 볶음처리>열풍건조>증숙 후 열풍건조>천일건

조 순으로 좋았다. 이는 열풍건조 후 볶음처리한 것이 볶음

처리과정 동안 구수한 향을 나타냄으로서 향에 대한 기호도

가 우수하였고, 동시에 유리당 및 기타성분의 용출이 쉬워

짐으로써 관능요원들의 쓴맛에 대한 감지가 낮게 나타나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Sensory evaluation of dried Ixeris dentata root tea1) by 
various drying methods

Drying 
method2)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ND 3.52±0.103)b4) 3.22±0.09b 3.02±0.06c 3.04±0.07c

 HAD 3.61±0.54
ab

3.54±0.24
a

3.43±0.10
b

3.55±0.18
b

 HADS 3.55±0.12
b

3.17±0.17
b

3.64±0.17
b

3.12±0.27
c

 RHAD 3.75±0.76
a

3.67±0.02
a

4.20±0.05
a

3.97±0.08
a

1)Each tea was made by 100 mL water on 1 g dried Ixeris dentata root powder.  
 and extracted 2 min at 90±5℃.
2)ND : natural drying, HAD : hot air drying at 75℃, HADS : hot air drying after  
 steaming(30min at 95℃), RHAS : roasting(2-3 min at 140℃) after hot air drying.
3)
Mean±standard deviation(n=3).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씀바귀뿌리를 이용하여 침출차를 제조하고자 건조온도 

및 처리조건을 달리하여 유리당, 유기산, cynaroside 및 총폴

리페놀성물질 함량, 유리아미노산, 색도 및 관능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총유리당, 유기산, 유리아미노산 및 cynaroside

의 함량은 천일건조한 것이 가장 높았으며 총폴리페놀성 

함량은 열풍건조 후 볶음 처리한 것이 가장 높았다. 건조한 

씀바귀뿌리의 유리당 중 sucrose, glucose, fructose 및 

galactose는 열풍건조에 의하여 감소하였고 천일건조 시 검

출되지 않았던 maltose가 열풍건조에 정량되었으며 증숙 

후 열풍건조 시 1.67%의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씀바귀뿌

리 내에 함유되어있는 유리아미노산함량 중 arginine이 

669.2 mg%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serine이 379.9 mg%으

로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씀바귀뿌리 건조분말의 색도

는 열풍건조 후 볶음처리를 한 것이 밝기,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가장 높았으나 열수침출 후의 색도는 적색도와 황색도

는 타처리구에 비하여 가장 높았지만 밝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씀바귀뿌리를 이용한 침출차의 관능검사결과 열

풍건조 후 볶음처리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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