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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 extracts from wild vegetables such as Ligularia fischeri (GC), Capsicum 
annuum L. (GCY), Aster scaber (CNM), Petasites japonicus S. et Z. Max (MYD), Ipomoea batatas L. (Lam) 
(GGM)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water extracts from freeze dried block.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water extracts from wild vegetables and their freeze dried block were evaluated using different antioxidant 
tests;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The water extracts from wild vegetable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otal phenolic content 
than water extracts from  freeze dried block. Total phenolic contents of water extracts from GC, GCY, CNM, 
MYD, and GGM were 471.66±3.52 μg/mg, 141.33±2.51 μg/mg, 177.33±2.88 μg/mg, 238.66±9.50 μg/mg and 
122.67±3.51 μg/mg, respectively. At the concentrations of 1000 ppm, water extracts from GC, GCY, CNM, and 
GGM showed higher activities than water extracts from their freeze dried block on DPPH radical scavenger 
activity. The activity of water extracts from CNM, GC, GCY, MYD, and GGM were 90.9%, 89.9%, 76.6%, 71.1%, 
and 57.4%, respectively. When 10000 ppm of GC, GCY, CNM, MYD, and GGM water extracts tested for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ctivities were increased by 38.8%, 33.4%, 35.9%, 34.3%, and 33.8%, respectively 
and a similar effect was found with water extracts from GCY, CNM, and GGM freeze dried block at 10000 
ppm concentration. However, the water extracts from GC and MYD was slightly more effective than  freeze 
dried block extracts. The water extracts from wild vegetables and their freeze dried block had effective DPPH 
radical scavenger activity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t all tested concentrations.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GC water extract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the extract 
had higher nitrite scavenging activity than extracts freeze dried block extracts. We found that freeze dried block 
maintaine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wild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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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량자원 부족과 해져 오는 식습 에 의해 채식 주의 

식생활이 주를 이루었던 시 에는 산채류가 우리민족의 식

단에 요한 비 을 차지하 으나 속한 경제  성장과 함

께 서양식 식사 패턴이 도입되어 채식 주에서 육류 주로 

국민의 식습 이 변화하면서 식단에 산채류가 차지하는 비

도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생활 변화는 다양한 질병들

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1). 이러한 건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의한 국민소득 수  향상

이 소비자들이 음식을 생각할 때 기호도와 함께 그들의 건강

을 지킬 수 있는 기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산채류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2).

산채류  고추잎(Capsicum annuum L.), 취나물(Aster 

scaber), 머 (Petasites japonicus S. et Z. Max), 고구마

순[Ipomoea batatas L.(Lam)], 곰취(Ligularia fischeri)는 

리 소비되고 있는 산채류이다. 고추잎은 높은 항산화 물질

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 C, E의 좋은 원으로 알려져 있다

(3). Jeon 등(3)은 고추잎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며, 한 고추잎의 항산화 효과(3-6)와 항

균활성(6)에 한 보고가 있다. 취나물은 국화과에 속하며 

한방에서는 동풍채라 하여 활 , 해독, 거풍지통의 약효가 

있어 인후종통, 타박상, 감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다(7).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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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폴리페놀 화합물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고구마순에는 탄수화물, 조

섬유, 칼슘, 칼륨, 인, 비타민 A의 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등이 들어 있으며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폴리페

놀 화합물  배변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9). 

곰취는 비타민 A, B1, B2, C, β-carotene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비타민 A와 β-carotene이 다른 채소류에 비하

여 비교  많이 함유되어 있다(10). Ham 등(11,12)은 곰취 

추출물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항돌연변이성  유 독성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산채류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늦은 

부터 여름사이에 집  출하되기 때문에 연  산채가 가

지고 있는 기호성과 기능성을 그 로 보존되어 소비자들에

게 제공할 수 있는 가공방법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존

기간을 늘리기 하여 가장 보편 으로 산채류를 건조하여 

매하는데 건조  보 되는 동안 산채의 향기성분이나 비

타민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괴되어 양  손실과 

맛의 감소 등을 가져온다(13). 따라서 생체 장의 선도를 연

장시키거나 산채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하여 기능성제

품을 만들어 양 가치는 물론 경제  이 을 가져올 수 있

는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건

조 산채 블록을 만들어 먹기 쉽고 장기 장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동결건조 산채 블록 가공이 산채의 기

능성을 그 로 보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산채와 동

결건조 블록으로 제조한 후 복원시킨 산채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 다. 

 
재료  방법

낱개형 동결건조 산채 블록 제조

인천 역시 (주)원 오오상사에서 구입한 고추잎, 취나

물, 곰취, 머   고구마순 5종의 산채를 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게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1∼10 cm의 길이로 

단하 다. 산채의 조직을 연화시키고 색을 최 화할 수 

있는 blanching 최 조건을 비실험에 의해 설정하 다. 

즉, 곰취를 제외한 4종의 산채의 blanching 조건은 pH 6∼7, 

온도 98
oC, 시간 3분, 단 길이 5 cm이었고, 곰취의 온도와 

pH는 다른 산채와 동일하 으나, 시간이 1분 30 , 단 길

이가 기부 만 제거한 것이 달랐다. Blanching을 완료한 

산채를 20
oC 이하의 흐르는 물에 냉 후 자연 탈수시켰다. 

강원도 횡성군에 치한 강원 학교 강원 웰빙 특산물 산업

화 센터(RIC)에서 개발한 구아검(0.71%), α-cornstarch 

(2.02%), dextin(12.76%), 트 할로즈(0.34%), 그리고 정제

수(84.13%) 혼합액을 85
oC로 가열한 후 치자청색소(0.04%)

를 넣어 바인더 액을 제조하 다. Tray(5.8 cm×7.8 cm×2.8 
cm, 가로×세로×높이)에 고추잎과 취나물은 산채 50 g과 

바인더액 55 g으로 충진 하 고, 그 외의 산채들은 각각 곰취 

50 g과 바인더액 45 g, 머  45 g과 바인더액 60 g 그리고 

고구마순 50 g과 바인더액 50 g으로 충진 한 후 -30∼-50
oC

에서 24시간 동결건조 하 다. 동결건조기의 조건은 Cold 

Trap -30∼-50
oC, 진공도 1.0∼1.0×10-3 Torr, Shelf Temp.

는 기 80∼95
oC, 기 60∼80oC, 후기 30∼60oC로 맞춰  

다음 품온은 30∼60
oC가 되게 하여 동결건조 하 다. 

시료추출

50 g(고추잎, 취나물, 곰취, 고구마순) 는 45 g(머 )

의 생체 시료를 동결건조한 뒤 무게 당 10.7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60
oC에서 24시간 교반하면서 유효성분을 추출한 뒤 

감압농축 하여 동결건조 하 고, 50 g(고추잎, 취나물, 곰취, 

고구마순) 는 45 g(머 )의 생체 동결건조 산채 부록은 

35℃의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가둔 후 찬물로 2번 세척한 

후 다시 찬물에 10분간 담가두어 수분을 복원시킨 후 상기와 

동일 방법으로 추출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phenol 시약을 이용한 

비색법(14)을 이용하 다. 각 소재 추출물을 1000 ppm 농도

로 증류수에 희석시킨 후 시료 200 μL에 증류수 4.8 mL, 

50% Folin-Ciocalteu's phenol 시약 500 μL를 넣고 3분간 

방치시켰다. Na2CO3 포화용액 1 mL을 넣은 후 1시간 동안 

방치 후 700 nm에서 흡  측정을 하 다. 표 물질은 gall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곡선으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 다.

DPPH radical 소거작용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 등(15)의 방법에 따라 각 

시료의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에 

한 환원력을 측정하 다. 즉 각 추출물의 냉동 건조분말을 

에탄올로 희석하여 농도별로 비한 시료 600 μL에 DPPH 

(1.5×10-4 M) 200 μL를 첨가하여 암 조건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구는 시료 

신 에탄올을 넣어 측정하 으며 다음 계산식에 의거하여 

소거 활성(%)을 측정하 다. 

( 1－
시료 첨가구의 흡 도(532 nm)

)×100조구의 흡 도(532 nm)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 측정

Hydrocyl radical 소거활성은 Chung 등(16)이 방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 다. 각 소재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한 후 

각 추출물 100 μL, 100 mM sodium phosphate(pH 7.4) 250 

μL, 1 mM EDTA 100 μL, 36 mM deoxyribose 100 μL, 1 

mM FeCl3․6H2O 100 μL, 1 mM L-ascobic acid 100 μL, 

10 mM H2O2 100 μL, 증류수 150 μL를 첨가하여 38oC water 

bath에서 1시간 방치 후 1% thiobarbituric acid 1 mL, 10% 

trichloroactic acid 1 mL를 첨하가여 100oC에서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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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ing 후 532 nm에서 흡 측정 하 으며 다음 식에 의거하

여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을 구하 다.

조구의 흡 도(532 nm)－시료 첨가구의 흡 도(532 nm)

조구의 흡 도(532 nm)

아질산염 소거작용 측정

Kato 등(17)과 Kim 등(18)의 방법에 따라 1 mM NaNO2 

용액 1 mL에 각 시료 1 mL를 가하여 여기에 0.1 N HCl로 

pH 1.2로 조 한 다음 반용 용액 총 부피를 10 mL로 하 다. 

이 용액을 37
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반응액 1 mL씩 

취하여 여기에 2% acetic acid 5 mL와 30% acetic acid로 

용해한 Griess 시약(1% sulfanilic acid : 1% naphthylamine

＝1:1) 0.4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여 15분간 실온에 방치시

킨 후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구는 Griess 

시약 신 증류수를 가하여 상기와 동일하게 행하 으며 아

질산염 소거작용(%)은 아래와 같다.

아질산염 소거작용 (%)＝[(A－C)/B]×100
A: 시료 처리구의 흡 도, B: 1 mM NaNO2의 흡 도, 

C: 조구의 흡 도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  유의성은 SPSS(stat-

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0.0, Chicago, 

USA) program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표 편차로 표

시하 고, 각 농도의 평균차의 통계  유의성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산채와 동결건조 산채 블록 물 추출물  총 페놀 함량 

 수율

5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WV)과 이들 산채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WVB)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동결건조 산채 블록 물 추출물이 모든 산채

에서 블록 제조  산채들과 비교하여 하게 낮았다. 5종

류 산채들을 동결건조 블록으로 제조  복원 과정에서 총 

페놀 함량이 괴되었거나 손실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곰취(GC)와 머 (GGM) 물 추출물들은 각각 471.66± 
3.52 μg/mg과 238.66±9.50 μg/mg의 총 페놀 함량을 함유하

고 있어 그 함량은 취나물(CNM, 177.33±2.88 μg/mg), 고추

잎(GCY, 141.33±2.51 μg/mg) 그리고 고구마순(GGM, 

122.67±3.51 μg/mg) 물 추출물들보다 높은 것이었다.

Shin 등(19)은 생마늘, 마늘  흑마늘 열수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88∼99 μg/mg이라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

에 사용된 5종류 산채 모두 마늘의 총 페놀 함량보다는 높았

다. Jeon 등(20)은 고춧잎 물, 메탄올  70% acetone 추출물

Table 1. Contents of total phenol in water extracts from wild 
vegetables and freeze dried block (μg/mg)

Five kinds of 
wild vegetables

Wild 
vegetables

Freeze dried wild 
vegetable block

Total 
phenol

GC
GCY
CNM
MYD
GGM

471.66±3.52h
141.33±2.51d
177.33±2.88e
238.66±9.50f
122.67±3.51c

393.60±3.60g
 95.33±4.04a
132.00±2.00cd
179.67±4.70e
109.67±7.77b

GC: Ligularia fischeri, GCY: Capsicum annuum L., CNM: 
Aster scaber, MYD: Petasites japonicus S. et Z. Max, GGM: 
Ipomoea batatas L. (Lam), WV: wild vegetable, WVB: freeze 
dried wild vegetable block. The values shown are means±SD 
(n＝3). Th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 각각 36.4 mg/g, 40.3 mg/g 그리고 56.6 mg/g의 총 페놀

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의 고춧잎 물 추출

물의 총 페놀 함량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추출방법과 측정

방법에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약용식물 물 추출물은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효과와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5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WV)과 이들 산채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WVB)의 수율은 Fig. 1과 같다. 곰취(GC)와 

머 (MYD)는 동결건조 블록을 제조 과 비교하여 블록 

제조 후 더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으나, 고추잎(GCY), 취나

물(CNM) 그리고 고구마순(GGM)은 동결건조 블록 제조 후 

산채 물 추출물과 비교하여 수율이 히 낮았다.

Woo 등(22)과 Shin 등(19)은 감 와 흑마늘을 열처리하

는 동안 가용성 물질의 증가에 의해 수율이 증가하 다고 

하 는데, 본 실험 결과 곰취(GC)와 머 (MYD)의 동결

건조 블록 추출물이 산채 물 추출물보다 수율이 높은 것은 

블록 제조 과정  열처리로 인하여 불용성 성분들이 가용성

화 되어 수용성 물질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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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잎(GCY), 취나물(CNM) 그리고 고구마순(GGM)이 블록 제

조 후 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블록을 복원할 때 수용성 물질

이 손실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천연물의 항산화 활성은 자유라디칼에 자를 공여하는 

능력이므로 비교  안정한 DPPH radical을 환원시키는 원

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 방법은 천연물의 항산화 활성 검색

을 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오고 있다(23).

5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WV)과 이들 산채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WVB)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Fig. 

2와 같다. 곰취(GC), 고추잎(GCY), 취나물(CNM), 머

(MYD) 그리고 고구마순(GGM)을 냉동건조 블록으로 제조

한 후 물로 추출한 시료들(1000 ppm)과 동결건조 블록을 

만들기 의 산채 물 추출물 시료들(1000 ppm)을 비교한 

결과 머 를 제외하고 동결건조 블록 제조 후 물 추출물의 

항산화력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Fig. 2). 그러나 통계학

 유의  차이는 있었지만 1000 ppm에서 동결건조 블록 

제조 후의 차이는 10% 이하 다. 모든 추출물들의 DPPH 

radical 소거작용은 표 물질로 사용된 L-ascorbic acid보다

는 낮았다(Fig. 2). 1000 ppm에서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취나물(CNM, 90.9%)> 곰취(GC, 89.8%)> 고추잎(GCY, 

76.6%)> 머 (MYD, 71.1%)> 고구마순(GGM, 57.4%) 순

이었다. 머 (MYD)를 제외한 4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

(WV)은 농도 의존 으로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

었다(Fig. 2).

Choi 등(5)은 고추잎 ethyl acetate 분획물이 94% 이상 

DPPH radical 소거작용이 있다고 보고하 고, Cho 등(24)은 

21가지 식용식물 에 고추잎이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작용이 있다고 보고하 다. Jeon 등(20)은 고추잎 물 추

출물과 메탄올 추출물보다 70% acetone 추출물이 더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여 주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고춧잎 물 추출물이 곰취나 취나물 물 추출물보다 낮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고, 1000 ppm 고추잎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76.6%로 ethyl ace-

tate 분획물의 그것보다 낮았다(5). 

Choe 등(25)은 7종류 한약재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알아 본 결과 산수유와 목단피 물 추출물은 양

성 조군으로 사용된 L-ascorbic acid와 유사한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1000 ppm의 백복

령과 숙지황 물 추출물은 50% 이하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 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산채 물 

추출물들의 DPPH radical 소거작용이 백복령과 숙지황 물 

추출물보다 높았다. Kang 등(26)은 쑥의 물과 70% 아세톤 

추출물의 자공여능이 각각 47.1%, 45.8%로 보고하 으며, 

Do 등(27)이 생강과 오미자의 수용성 획분이 각각 45.6%, 

37.6%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고 하 는데 이들 보고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곰취, 고춧잎, 취나물, 머 , 고구

마순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들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높았다.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

5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WV)과 이들 산채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WVB)의 hydroxyl radical에 한 소거작용

은 Fig. 3과 같다. 10000 ppm에서 모든 산채 물 추출물들은 

30% 이상의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을 나타내었고, 산채 

종류간의 차이는 었다. 10000 ppm에서 곰취(GC)와 머

(MYD)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들은 곰취와 머  

물 추출물과 비교하여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이 하

게 낮았고, 고추잎(GCY), 취나물(CNM) 그리고 고구마순

(GGM)은 동결건조 블록 후를 비교하 을 때 유사한 hy-

droxyl radical 소거작용을 나타내었다. 모든 추출물은 농도 

의존 으로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이 증가하 다. 

Shin 등(19)은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은 물 추출물보

다 에탄올 추출물이 월등히 높았고, 생마늘과 마늘의 열수 

추출물 20,000 ppm 농도에서 각각 10.22%와 11.09%의 활성

을 나타내었으며, 흑마늘은 같은 농도에서 45.33%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을 나타내었으나 1000 ppm에서는 hydrox-

yl radical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5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들은 일반 마늘  흑마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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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을 나타내었다.

Hydroxyl radical은 DNA의 핵산과 결합함으로써 DNA 

손상을 일으키므로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지질산화를 일으켜 세포막을 손상시키므로 세포독

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고추잎 추출물과 곰

취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함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1,20), 한 곰취 추출물은 항돌연변이

성  유 독성억제 효과(12)가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항돌연변이  항암 효과는 곰취  고추잎 추출물의 높은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과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질산염 소거작용

아질산염은 아민류와 반응하여 강력한 발암물질인 ni-

trosamine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과일과 야채

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화합물은 아질산염과 아민류가 반응

할 때 이 반응을 방해하므로 생체에서 일어나는 nitrosation

을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5종류의 산채 물 추출물(WV)과 이들 산채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WVB)의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Fig. 4와 같

다. 곰취(GC) 물 추출물은 아질산염 소거작용이 100 ppm에

서 59.7%로 다른 추출물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고 농도 

의존 으로 아질산염 소거작용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곰취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은 블록 제조 의 시료와 비교하여 

히 낮은 아질산염 소거작용을 나타내었고 농도에 향

을 미치지 않았다. 취나물(CNM)과 고구마순(GGM) 물 추

출물은 동결건조 블록 제조에 의해 아질산염 소거작용이 낮

아졌으나, 고추잎(GCY)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은 동결

의 시료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아질산염 소거작용이 높았

다. 100 ppm과 1000 ppm에서 머 (MYD)는 동결건조 블

록 제조 후 아질산염 소거작용에 변화를 보여 주지 않았으

나 500 ppm에서는 머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이 머

 물 추출물보다 높았다. 

곰취 물 추출물의 높은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곰취 물 추출

물에 함유된 높은 총 페놀 함량과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Noh 등(30)은 방풍, 참나물  신선 와 같은 산채 추

출물들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방풍 추출물이 아질산 

소거작용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한약재로 쓰이는 약용식물 추출물들의 아질산염 소거

작용에 한 연구들을 보면 당귀, 목통, 골담 , 찔 지버

섯은 각각 35%, 42%, 33%, 64%의 아질산염 소거작용을 나

타내었다고 보고하 고(31,32), Hong 등(33)과 Park 등(34)

은 솔잎 추출물과 쑥 추출물이 각각 77.9%, 37.0%의 아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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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소거작용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곰취 물 추출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약용식물들보다 낮은 아

질산염 소거작용을 보 고, 곰취도 동결건조 블록 제조  

복원과정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이 히 낮아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결건조 블록이 산채와 

비교하여 산채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을 높은 수 으로 유

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산채를 장기간 보 함

으로 산채 이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동결건조 블록은 산채

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보존하고 있어 인에게 좋은 

웰빙 제품으로 생각되면 산업화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제품화를 해서 소비자의 기호성까지 평

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동결건조는 식품 고유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장기보 이 가능한 장방법이며, 복원성이 

우수한 것이 장 으로 알려져 있으나(35,36), 산채의 종류에 

따라 세포벽의 구조  특성이 다르므로 산채 종류별로 세포

벽 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결건조방법의 공정 개선이 

요구되며, 한 세포벽 괴를 최소화 하는 기술 개발은 복

원율 개선과 련이 있다. 낱개형 동결건조 산채 블록 제조 

과정 에 감마선 조사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성분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채 고유의 맛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게 개발된 동결건조 산채 

블록 제품을 보   성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재 

 포장방법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곰취(Ligularia fischeri, GC), 고추잎(Capsicum annuum 

L., GCY), 취나물(Aster scaber, CNM), 머 (Petasites 

japonicus S. et Z. Max, MYD)  고구마순(Ipomoea bata-

tas L. (Lam), GGM)과 같은 산채들의 물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을 평가하고 이들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들의 항산화

력과 비교하 다. 산채 물 추출물들과 그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들의 항산화력 측정은 2,2-diphenyl-1-picryl- 

hydrazyl(DPPH) radical 소거작용, hydroxyl radical 소거작

용  아질산염 소거작용과 같은 방법에 의해 알아보았다. 

산채 물 추출물은 그들의 동결건조 물 추출물보다 총 페놀 

함량이 더 높았다. GC, GCY, CNM, MYD 그리고 GGM 물 

추출물들의 총 페놀 함량은 각각 471.66±3.52 μg/mg, 
141.33±2.51 μg/mg, 177.33±2.88 μg/mg, 238.66±9.50 μg/ 
mg 그리고 122.67±3.51 μg/mg이었다. 1000 ppm GC, GCY, 

CNM 그리고 GGM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작용은 

그들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보다 더 높았고, 1000 ppm 

CNM, GC, GCY, MYD 그리고 GGM의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작용은 각각 90.9%, 89.9%, 76.6%, 71.1% 그리고 

57.4% 다. 10000 ppm GC, GCY, CNM, MYD 그리고 GGM 

물 추출물들은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을 각각 38.8%, 

33.4%, 35.9%, 34.3% 그리고 33.8%까지 증가시켰고, GCY, 

CNM 그리고 GGM의 물 추출물은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

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GC와 MYD의 물 추출물이 

이들 동결건조 블록들의 물 추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

작용보다 약간 더 향력이 있었다. 산채 물 추출물들과 이

들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들은 실험된 모든 농도에서 

DPPH radical 소거작용  hydroxyl radical 소거작용을 나

타내었다. GC 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하게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고, GC 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

거작용이 그것의 동결건조 블록 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

작용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동결건조블록이 산

채와 비교하여 산채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을 유지하고 있

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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