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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egetative value of sweet potato leaves and stalks by investigating
their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The major minerals were found to be Ca and K. The crude
protein content of the leaves ranged from 15.57% in Geonpungmi to 20.34% in Yeonhwangmi, while that of
stalks was between 3.71% in Yulmi and 5.97% in Sinchunmi. The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content of
the leaves were about 3.0～4.0 times higher than those of stalks. The levels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were
high in Geonpungmi leaf and in Sinchunmi stalk. ABTS radical activities were high in Geonpungmi leaf (58.75
mg AA eq/g) and in Daeyumi stalk (14.95 mg AA eq/g). DPPH radical scavenging was high in Geonpungmi
and Jeungmi leaves (IC50, 0.11 mg/mL) and in Sinchunmi stalk (IC50, 1.09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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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전 세계적으로 보리와 쌀

등의 곡류와 함께 주요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천연

의 β-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무기물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양질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1-3). 특히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저공해 건강식품으로서 그 영

양성과 기능성이 확인되면서 편의식품, 기호식품 및 건강보

조식품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환경적응성이 강하고, 생

산단가 또한 높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4,5). 최근에

는 고구마 잎과 잎자루가 항산화기능, 항균작용, 항고혈압작

용 및 간보호 기능과 같은 생리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6), 천연 색소원으로 주목 받음과 더불어 건강식품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7). 또한 고구마는 뿌리를 비롯해 잎

과 잎자루 등 식물체 전체를 식용할 수 있으며, 고구마에는

덩이뿌리나 잎, 잎자루, 줄기에 폴리페놀 화합물이 많이 존

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고구마의 덩이뿌리뿐만 아니라

잎이나 잎자루 그리고 줄기를 건조한 후 분말로 제조하여

빵의 반죽이나 아이스크림, 주스 및 차 등에 첨가하여 다양

한 식품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8).

아프리카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고구마 잎과 잎자루를

채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

백질 사료로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9,10). 또한 일

본에서는 고구마 잎을 기능성 채소로 활용하기 위해 영양성

분을 증가시킨 품종을 개발하여 고구마 잎으로 기능성 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1).

고구마는 품종과 재배시기에 관계없이 잎과 잎자루에 다

량의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

타내고 있다. Islam 등(3)은 고구마 잎과 잎자루의 항산화

활성을 다른 채소류와 비교한 결과, tocopherols와 BHT보다

높았고 콩나물이나 들깻잎, 시금치에 비해서도 높았으며,

polyphenols가 일반 채소류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부

위별로는 괴근에 비하여 잎과 끝순에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 하였다. 이외에 아질산염 소거능 및 ACE 저해활성과

같은 생리활성도 높아 기능성 채소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가

치가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12). 고구마 관련 연구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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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의 괴근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잎과 잎자루에 대

해서는 이용도가 미흡하여 버려지거나 사료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영양성분을 품종별로 비교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잎과 잎자

루의 활성성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구마 품종별 잎과 잎자루를 이용

한 식품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잎과 잎자

루에 함유된 일반성분과 무기성분 함량 그리고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등 항산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추출물 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14품종의 고구마(Ipomoea batatas L.)

는 'Yeonhwangmi', 'Geonpungmi', 'Daeyumi', 'Yulmi',

'J inhongmi', 'Healthymi', 'Manami', 'Sinchunmi', 'Gunmi',

'Yeonmi', 'Andong', 'Singeonmi', 'Gogeonmi' 및 'J eu-

ngmi' 품종으로 2011년 9월 충북 청원에서 잎과 잎자루를

수확하여 사용하였다. 잎과 잎자루는 깨끗이 세척하고 50oC

열풍건조기(WFO-459PD, EYELA, Tokyo, Japan)로 건조

한 후 분쇄기(Micro hammer cutter mill type-3, Culatti AG,

Z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80 mesh로 분쇄하고 진공

포장한 후 -20
o
C의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 항산화 물질 함량 및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

말시료 5 g에 80% ethanol 100 mL를 가하여 30분 동안 초음

파 추출한 후 감압여과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

추출하여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고 회전 진공농축기(N-

1000, EYELA)를 이용하여 40oC에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메탄올에 녹여 100 mg/mL로 농도를 맞춰 항산화활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단백 및 조회분 함량분석

고구마 잎과 잎자루의 조단백과 조회분은 AOAC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13). 즉,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hal

법으로 측정한 후 질소-단백질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조회분은 550
o
C 직접 회화법으로 측정하였고 무기

성분 함량은 회분을 회화한 후 0.5 N HNO3를 넣고 GF/C(90

mm, Cat No. 1822 090,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

stone, England)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50 mL로 정용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Thermo

Jarrell Ash, Franklin, MA, USA)로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Lee 등(14)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으며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

을 원리로 분석하였다. 즉,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였고 50% Folin-Ciocal-

teu reagent 100 μL를 첨가 후 실온에서 30분 반응한 다음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반응액의 흡광

도 값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시료

g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Choi 등(15)의 방법에 따라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₂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

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간 방치하고 1 M NaOH 500 μL를

가하여 11분간 방치한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

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 (+)-catechin hydrate(Sigma)를

사용하여 standard 값을 구한 후 시료 g중의 mg catechin으

로 나타내었다.

DPPH free radical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Sigma)는 분자

내 free radical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free radical

들과 결합하여 안정한 복합체를 이룬다. 시료의 전자공여능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16,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추출물 0.2 mL에 2×10-4 M DPPH
용액 0.8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하고 520 nm에서 흡광도 감소치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을 소거하여 잔존하는 DPPH 라

디칼을 50% 감소시키는 농도 IC50(inhibitory concentration)

을 각 시료의 농도로 표현하여 구하였다.

총 항산화활성 측정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

(18)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ABTS(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 7.4 mM과 potas-

sium persulphate 2.6 mM을 24시간 동안 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다음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

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 = 3.6×104 M-1
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3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corbic acid(Sigma)를 동

량 첨가하였고, 총 항산화력은 AEAC(L-ascorbic acid equi-

valent antioxidant capacity, mg AA eq/g)로 표현하였다.

통계분석

고구마 잎과 잎자루의 성분분석과 항산화력을 조사한 각

실험은 모두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측

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후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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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the leaf and stalk from different sweet potato cultivars (Ipomoea batatas L.)
(Unit: %, dry basis)

Varieties
Crude protein Crude ash

Leaf Stalk Leaf Stalk

Geonpungmi
Daeyumi
Yulmi
J inhongmi
Healthymi
Manami
Sinchunmi
Yeonhwangmi
Yeonmi
Andong
Singeonmi
Gunmi
Gogeonmi
Jeungmi

15.57±0.261)l2)
19.01±0.08d
17.35±0.24h
19.00±0.12d
19.06±0.19d
18.68±0.19e
19.39±0.12c
20.34±0.11a
19.97±0.22b
17.88±0.21g
18.20±0.28f
16.88±0.16i
18.35±0.02f
16.05±0.02k

3.97±0.04i
3.98±0.06i
3.71±0.08j
4.88±0.06c
4.68±0.06d
3.98±0.01i
5.97±0.00a
5.33±0.04b
4.56±0.03e
4.74±0.04d
4.47±0.08f
4.00±0.03i
4.36±0.07g
4.25±0.06h

10.32±0.25fg
9.81±0.18i
10.34±0.34fg
14.91±0.22a
11.65±0.16cd
13.44±0.11fg
11.45±0.26de
9.93±0.26hi
11.89±0.13c
11.41±0.17de
11.12±0.27e
11.25±0.06e
10.21±0.07gh
11.71±0.20cd

10.78±0.47hi
10.17±0.36j
12.06±0.46ef
11.31±0.12gh
14.49±0.04bc
14.12±0.30c
13.02±0.27d
14.77±0.07b
14.45±0.29bc
11.75±0.19fg
10.71±0.18i
11.21±0.28ghi
15.39±0.42a
12.51±0.55de

1)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2)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및 고찰

잎과 잎자루의 일반성분

고구마 품종별 잎과 잎자루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고구마 잎의 조회분의 함량은 9.81%～

14.91%로 진홍미가 가장 높았고 대유미 품종에서 가장 낮았

다(p<0.05). 조단백질 함량은 연황미에서 20.34%로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였고 건풍미가 15.57%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

여 품종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잎자루의 조회분의 함량은 고건미에서 14.45%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대유미에서 10.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단백질 함량은 3.71%～5.97% 범위로 신천미에

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율미에서 가장 낮은 함량

을 나타내어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Ishida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마 부위별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잎에는 조회분이 1.53～1.88% 그

리고 조단백질이 3.68～3.88% 범위라 하였으며, 잎자루는

조회분이 0.94～1.65% 그리고 조단백질이 0.50～0.70% 범위

로 조단백질은 잎자루에서보다 잎에서 월등히 많은 함량을

보인다 하였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Li(20)는 동일한 재배조건으로 재배한 고구마 300 품종에

대하여 총 단백질을 조사한 결과, 12.1～25.7%로 품종 내

부위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잎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분차이의 주요원인은 품종에 따른 유전

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21,22). 또한 조단백질 및 조지방이

배추나 들깻잎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3).

무기성분

고구마 품종별 잎과 잎자루의 무기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잎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무기성분으로는 Ca과 K이었으며, 각각 16.30～31.34 및 12.54

～15.47 mg/mL 범위를 나타내었다. K은 연미에서 가장 많

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신건미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Ca은 맛나미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대유미에서 가장 적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잎자루의 무기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무기성분은 Ca과 K이

었으며, 그 함량은 각각 23.04～40.75 및 11.58～18.55 mg/mL

범위로 K은 고건미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대유

미에서 가장 적게 나타내었으며, Ca은 연미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대유미에서 가장 적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 밖에

Mg, Na, Al, Cu, Fe, Mn 및 Zn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Hamme(24)에 의하면 잎과 잎자루에는 무기성분이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K과 Ca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물의

무기성분은 유전적인 고유특성도 있지만 재배 토양의 화학

적 조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정성분의 함량

이 많고 적음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Scott와 Bouwkamp(25)

도 건조된 잎 중의 무기성분으로 K이 3018, Ca이 1351, Mg이

432, P가 264 그리고 Fe이 20 mg/100 g 함유되어 있어 괴근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고하였으며, Pace 등(26)의 연구

에서도 부위와 수확시기별로 Ca, Fe 및 Zn 등을 조사한 결과

괴근보다 끝순과 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고구마 품종별 잎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건풍미 품종이 각각 85.10 mg GAE/

g 및 68.37 mg C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율미

품종이 각각 46.26 mg GAE/g 및 40.25 mg CE/g으로 가장

적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었다(p<0.05). 잎자루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천미 품종이 37.93

mg GA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율미 품종이

14.60 mg GAE/g으로 가장 적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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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leaf from different sweet potato cultivars
(Ipomoea batatas L.)

Varieties
Total phenolics
(mg GAE/g)

Flavonoids
(mg CE/g)

AEAC
3)

(mg AA eq/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Geonpungmi
Daeyumi
Yulmi
J inhongmi
Healthymi
Manami
Sinchunmi
Yeonhwangmi
Yeonmi
Andong
Singeonmi
Gunmi
Gogeonmi
J eungmi
Ascorbic acid
Trolox

85.10±0.971)a2)
74.55±1.12de
46.26±0.34j
52.80±0.68i
66.36±1.29ggg
55.52±1.59h
72.93±0.72e
76.52±0.51c
75.34±1.49cd
73.25±0.08eee
68.30±1.89f
74.30±0.13de
73.06±1.10e
78.53±0.13b

－
－

68.37±0.93a
62.59±0.77b
40.25±0.32h
47.29±0.49f
57.37±0.31c
48.98±0.27e
50.71±0.18d
50.89±0.08d
45.96±0.49g
45.56±0.85g
45.29±1.00g
46.27±0.09ggg
47.50±0.33f
56.59±0.34c

－
－

58.75±0.21a
51.32±0.89b
30.72±0.26j
35.31±0.49i
44.51±0.44g
38.52±0.04h
46.03±0.14eee
49.20±0.31c
47.12±0.11d
47.55±0.29d
45.54±0.04ef
45.86±0.07e
45.12±0.13f
51.20±0.05b

－
－

0.109±0.000i
0.132±0.001d
0.168±0.001a
0.147±0.001b
0.127±0.000e
0.146±0.002b
0.115±0.001g
0.115±0.001g
0.125±0.001f
0.129±0.000e
0.134±0.001c
0.131±0.001d
0.113±0.001h
0.109±0.001i
0.035±0.000
0.021±0.000

1)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AEAC, 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GAE, gallic acid equivalent; CE, catechin equivalent.

Table 5.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stalk from different sweet potato cultivars
(Ipomoea batatas L.)

Varieties
Total phenolics
(mg GAE/g)

Flavonoids
(mg CE/g)

AEAC
3)

(mg AA eq/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Geonpungmi
Daeyumi
Yulmi
J inhongmi
Healthymi
Manami
Sinchunmi
Yeonhwangmi
Yeonmi
Andong
Singeonmi
Gunmi
Gogeonmi
J eungmi
Ascorbic acid
Trolox

24.06±0.171)e2)
26.42±0.20d
14.60±0.25j
22.90±0.14g
23.43±0.21f
24.16±0.08e
37.93±0.13a
18.79±0.23i
18.76±0.38i
19.57±0.06h
23.18±0.19fg
19.35±0.03h
32.01±0.15b
28.38±0.09c

－
－　

17.72±0.08d
19.91±0.18b
12.40±0.12g
18.82±0.40c
22.22±0.13a
19.97±0.03b
22.48±0.04a
11.38±0.12h
11.02±0.19i
10.18±0.06j
13.28±0.10f
13.40±0.06f
16.70±0.25e
18.62±0.28c

－
－　

13.76±0.03c
14.95±0.03a
8.02±0.04l
12.75±0.04f
13.10±0.01d
14.07±0.02b
12.96±0.03e
9.21±0.02j
10.93±0.25h
8.29±0.04k
11.16±0.05g
10.56±0.04i
12.88±0.03e
13.98±0.03bbb

－
－　

0.707±0.002h
0.807±0.003f
1.094±0.002a
0.710±0.002h
0.570±0.001j
0.691±0.002i
0.448±0.003m
0.900±0.002e
0.938±0.001c
0.993±0.002b
0.794±0.004g
0.926±0.006d
0.499±0.000k
0.485±0.001l
0.035±0.000
0.021±0.000

1)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2)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the differ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AEAC, 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GAE, gallic acid equivalent; CE, catechin equivalent.

보노이드 함량은 신천미 품종이 22.48 mg CE/g으로 가장

높았고, 안동 품종이 10.18 mg CE/g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

으며,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Yoshi-

moto 등(27)의 연구에 의하면 총 폴리페놀 함량은 잎에는

61.9 mg/g, 잎자루에는 18.8 mg/g 함유되어 있다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식물체에서도 잎

의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잎자루에 비하여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잎이 잎자

루에 비하여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다(28).

항산화활성

고구마 잎과 잎자루에 대한 항산화물질 함량을 비교하고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에 의한 항산화활성을 측

정하였다. 고구마 잎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50%

로 감소시키는 농도인 IC50값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고구마 잎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건풍미와 증미

에서 IC50값이 0.109 mg/mL로 가장 강한 활성을 보였고 율

미에서 0.168 mg/mL로 가장 약한 활성을 보였다. 고구마

잎자루에 대해서는 신천미가 0.448 mg/mL로 가장 강한 활

성을 보였고, 율미가 1.094 mg/mL로 가장 약한 활성을 보였

다. Liao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4가지 고구마 품종에 대한

잎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분석한 결과 IC50값이 0.19

～0.41 mg/mL 범위라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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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품종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고구마의 품종

및 생육조건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 항산화력(ABTS)은 잎의 경우 건풍미에서 58.75 mg

AA eq/g으로 가장 높은 총 항산화력을 보였으며 율미에서

30.72 mg AA eq/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잎자루의 경우

8.02～14.95 mg AA eq/g 범위로 대유미에서 가장 높았고

율미에서 가장 낮았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모두

잎이 잎자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통 식물

체의 잎이 잎자루 및 기타 부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보

고(30)와 유사한 결과로 항산화활성이 높은 잎과 잎자루를

이용해 식품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고구마 잎과 잎자루에 대한 식품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14 품종의 고구마에 대한 일반성분, 무

기질 및 항산화활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무기질 함량은 K과

Ca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단백질 함량은 잎에서 15.57～

20.34% 범위로 연황미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잎자루에서는

3.71～5.97% 범위로 신천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46.26～85.10

mg/g 및 40.25～68.37 mg/g 범위로 건풍미에서 가장 높았으

며, 잎자루는 각각 14.60～37.93 mg/g 및 10.18～22.48 mg/g

으로 신천미에서 가장 높았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잎

의 경우 건풍미와 증미에서 IC50값이 0.109 mg/mL로 가장

높았으며, 잎자루는 신천미가 0.448 mg/mL로 가장 높았다.

총 항산화력은 잎의 경우 건풍미가 58.75 mg AA eq/g으로

가장 높았고 잎자루는 대유미가 14.95 mg AA eq/g으로 가

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구마 잎이 잎자루보다 항산

화활성 뿐만 아니라 단백질함량과 무기질함량이 풍부해 식

품소재로써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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