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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prediction of the usefulness of onion with cold tolerance 
cultivated in Kangw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freeze-dried and hot-air-dried 
(40 and 60℃) onions were investigated. The moisture content of the raw onion was 90.55%. Th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contents of the freeze-dried onions we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the hot-air-dried onions (40℃
and 60℃). As for the color values, the freeze-dried onion powder was highest in lightness (77.19), and the 60℃
hot air-dried onion was highest in redness (6.09) and yellowness (24.60). Moreover, the color difference (ΔE) between 
the freeze-dried and hot-air-dried (40℃ and 60℃) onion powders was significant. The brown index was lower 
in the freeze-dried onion than in both hot-air-dried onions. The total phenol content and the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DPPH) scavenging activity of both hot-air-dried onion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freeze-dried on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reeze-drying methods protec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onion powder, whereas the hot-air-drying method enhanc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total phenol 
content of the oni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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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양파(Allium cepa L.)는 백합목 백합과의 외떡잎식물로

두해살이풀이며, 인류가 재배해 온 가장 오래된 채소 중

하나로 현재 세계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고, 매운 맛과 특이

한 향기가 있어 향신 조미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최근에는 양파에 들어 있는 각종 성분들의 생리활성 효과가

입증 되면서 양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양파에는 quercitin, quercetin 및 rutin 등의 flavonoid계

물질과 diallyl disulfide, allyl propyl disulfide 등의 함황화합

물이 함유(2)되어 있어, 항산화작용(3), 콜레스테롤 저하(4),

항당뇨(5), 심혈관계 질환 예방(6), 항혈전(7), 혈당 저하(8)

등의 여러 대사조절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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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서식하며 내한성이 비교

적 강한 작물로 우리나라 남부에서는 보통 가을에 파종하여

여름에 수확한다. 반면 해발 400~600 m 내외의 고랭지 지대

에서는 여름에도 온도가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이용하여

재배가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양파 재배면적

은 20,957 ha, 생산량은 1,195천 톤에 이른다. 이는 과거

1999년도 16,000 ha의 재배면적에 936,000톤의 생산량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양파의 재배지역이 과거 남부지방에서

점차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겨울철 추위에도 양파

의 재배가 가능한 강내한성 양파의 품종계량이 연구되고

있다. 강내한성 강원 양파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품종 개량 된 종으로써,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위도 36.65도(경상북도 영주, 충청북도 진천, 충청남도 당

진)부터 북쪽으로 경기도 강원도 전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

며, 위도 36.65도로부터 그 남쪽 지역은 재배가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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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낮은 온도에서 재배된 양파는 추위에 내성을

가지며 남쪽 지방에서 재배된 양파에 비해 맛이 달고 매운

맛이 강하고 단단하여 저장성이 뛰어나다. 또한 식물체의

경우 본래 생육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자랄 때, 저온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다른 지역의 생물보다 기능성을 가진

이차 대사산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9,10) 강내

한성 강원양파의 기능성도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장의 손실도 매우 커서

그 활용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양파의 경우, 높은 수분함량으로 저장기간 중 중량의 감소

및 부패가 많이 일어나며, 맹아, 발근 및 위조에 의해 저장

중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11). 이에

따라 수확된 양파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가공법인 건조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

의 건조에는 방법, 온도, 시간 및 태양 광선의 존재 여부

등의 다양한 조건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 조건은 식품에

함유된 유효 생리활성 성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내한성 강원양파를 동결건조

(FD) 및 40℃ 열풍건조(HD 40), 60℃ 열풍건조(HD 60) 방법

으로 각각 건조하여 일반성분, 색도, 갈색도, 총 페놀 함량

및 항산화활성을 비교하여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주) 아그로진(Daegu, Korea)에서 제공받은 양파를 0.5

cm 너비로 자른 후 각각의 건조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동결건조는 동결건조기(FD5510, Ilshin Lab.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60시간을 건조하였고, 열풍건조는 열풍

건조기 (HY- 8000S, Hanyoung, Bucheon, Korea)를 이용하

여 40℃와 60℃에서 각각 48시간씩 처리하였다. 각각의 건

조된 분말을 15초 동안 파쇄한 후 20 mesh의 체를 통과시켜

입자를 선별하였다. 완성된 분말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실험직전에 꺼내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시약인 trichloroacetic aci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gallic acid,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sodium carbonate 등은 Sigma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양파분말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시험방법(12)에 준

하여 실시하였다.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고, 조단백은 Kjeldahl법에 의해, 조지방은 Soxhlet

법을 사용하여, 조회분은 550℃ 회화건조법에 의해 측정하

였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을 뺀 함량으로 표시하였다.

색도 및 갈색도 측정

분말의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로 Hunter's value인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각각 97.75, 0.49, 1.96이었다.

양파분말의 갈색도는 Yilmaz와 Toledo의 방법(13)을 변

형하여시료 1 g을증류수 40 mL와진탕하고 10% trichloroacetic

acid 40 mL을 첨가한 후 2시간동안 반응 시킨다. 그 후

원심분리기(MEGA2100, Hani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만취해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

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uteau의 방법(14)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1 mg/mL의 농도로 제조 한 뒤

10% Folin-Ciocaltueu's reagent 1 mL와 2% sodium carbonate

용액 1 mL을혼합하여 1시간 반응시킨후 micro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

를 이용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이로부터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분석

Abdille 등(15)의 방법을 변형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

능을 측정하여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시료 0.2

mL와 ethanol에 녹인 0.0004 M DPPH 시약 0.8 mL를 혼합

후 25℃암소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으며, 다음 식에 의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

능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AControl
AExperimentABlank

]}×100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균값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값은 SAS package

(release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p<0.05 수준에

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양파 분말의 일반성분 변화

건조방법에 따른 강내한성 강원양파의 일반성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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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분 및 조회분 함량은 건조방

법에 따라 유의성 차이를 나타내지않았다. 이는 Kim 등(16)

의 연구에서와같이 양파의 건조조건에 따른 품질특성 차이

중 동결건조, 진공건조, 열풍건조한 양파의 일반성분의 함

량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조단백질 및 조지방 함량은 FD에서 10.99±0.04와

0.84±0.05로 나타나 HD 40과 HD 60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이와 유사하게 Chan 등(17)의 연구에

따르면 건조방법에 따른 미역의 연구결과 동결건조물이

oven 건조에 비해 조단백질 함량과 조지방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ray dryer를 이용하여 데침

처리 되지 않은 당근껍질과 데침 처리된 당근 껍질을 각각

60℃, 70℃ 및 80℃에서 건조한뒤 일반성분의 변화를 관찰

한 연구에서는 조지방 함량이 두 가지 시료군에서 건조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8). 이는 Hsu 등(19)의 연구에서 보면 동결건조한 yam

(Dioscorea spp.) 꽃과 열풍건조한 yam 꽃의 결과에서 조단

백질 및 조지방의 경우 유의적 차이를 내지 않은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dried onion powder

Unit : (%)

Sam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ash Crude fat Carbohydrate

FD1) 13.27±0.40a 10.99±0.04a 4.59±0.05a 0.84±0.05a 70.31±0.54b

HD 402) 12.95±0.97a 8.61±0.13b 4.81±0.17a 0.42±0.03b 73.10±0.93a

HD 603) 12.44±0.31a 8.36±0.20b 4.73±0.04a 0.42±0.03b 74.05±0.47a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one-way ANOVA (p<0.05).
1)Freeze drying
2)Hot air drying at 40℃
3)Hot air drying at 60℃

색도 및 갈변도 변화

각 조건별로 건조 된 분말의 색도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L 값은 FD가

7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D 40 및 HD 60이 각각

60.36, 59.45로 나타났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FD가

-1.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HD 40과 HD 60 순으로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도 FD가

20.9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HD 40과 HD 60 순으로 a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파분말의 갈변도 또한 HD 60이 0.200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 HD 40과 FD 순이었다(Table 3). 양파는 건조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갈변정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a 등(20)의 연구에서 건조한 파쇄수삼분말과

주근수삼분말을 440 nm와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갈색도와홍색도를 나타내었을 때 추출액의 건조온도 증가

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건조 온도에 따라 색도를 측정한 결과, 온도

가 높을수록 L값은 낮고 a, b 및 ΔE값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able 2. Hunter's L, a and b value of dried onion powder

Sample
Hunter's color value

ΔE
7)

L
4)

a
5)

b
6)

FD
1)

77.19±0.01
a

-1.76±0.01
c

20.92±0.01
c

-

HD 40
2)

60.36±0.02
b

5.14±0.02
b

22.54±0.02
b

18.26

HD 60
3)

59.45±0.03
c

6.09±0.01
a

24.60±0.03
a

19.75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one-way ANOVA (p<0.05).
1)Freeze drying
2)Hot air drying at 40℃
3)Hot air drying at 60℃
4)Lightness 0 (black) to 100 (white).
5)Redness -80 (green) to +100 (red).
6)Yellowness -70 (blue) to +70 (yellow).
7)Overall color difference. ΔE=[(L-L*)+(a-a*)+(b-b*)]1/2.

Table 3. Brown index of dried onion powder

Sample Browning index

FD
1)

0.063±0.002
c

HD 40
2)

0.176±0.001
b

HD 60
3)

0.200±0.001
a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one-way ANOVA (p<0.05).
1)Freeze drying
2)Hot air drying at 40℃
3)Hot air drying at 60℃

총 페놀 함량 변화

강내한성 강원양파의 유용성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양파분말 내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하였다. 건조 조건에 따른

양파분말의 총페놀 함량은 Fig. 1과같다. 총페놀 함량 분석

결과 HD 40 및 HD 60이 각각 38.62 및 38.00 mg GAE/g으로

나타내었으며, FD는 20.11 mg GAE/g으로 나타나 HD 40

및 HD 60이 FD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조

온도 상승에 따른 갈변물질의 생성량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21). 또한 동결건조와 열풍건조로

분말화 한 호박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활성을 비교한

연구(22)에서 열풍건조 분말이 동결건조 분말보다 약 4.6배

이상 높은 총 페놀 함량을 나타낸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능 변화

DPPH assay는 페놀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 및 아스코

르빈산 등에 의해 수소나 전자를 받아 환원되어 보라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항산화 활성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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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식물체의 항산화 활성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

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23). 강내한성 강원양파

분말의 건조조건에 따른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Fig.

2와 같다. 세 가지 건조조건 모두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DPPH assay를

통하여 건조방법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 HD

40의 0.1 μg/mL 농도를 제외하고 FD보다 HD 40과 HD

60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D 내 페놀

및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갈변물질의 함량이 동결건조

양파분말 보다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Lee 등(24)의

연구에서 와송의 건조 방법에 따른 항산화 효과 측정 중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의 경우 열풍건조에서 가장 활성

이 높고 그 다음으로 동결건조와 천일건조 순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of dried onion powder.

For drying methods, freeze drying (FD), Hot air drying at 40℃ (HD 40) and 60℃
(HD 60) respectively.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one-way ANOVA (p<0.05).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ried onion powder.

Freeze drying (FD), Hot air drying at 40℃ (HD 40) and Hot air drying at 60℃
(HD 60).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one-way ANOVA (p<0.0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내한성 강원양파의 건조방법을 달리하

여 건조방법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FD, HD

40 및 HD 60의 세 가지 분말에 대해 일반성분 분석, 색도,

갈색도, 총 페놀 함량 및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

하였다. 일반성분 분석의 결과 FD의 조단백질 및 조지방의

함량이 각각 10.99%, 0.84%로 HD 40 및 HD 60 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색도의 경우, Hunter's value로 L값

(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으로 나타내었다.

FD의 L값이 77.19±0.0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나머지 a값

및 b값은 각각 6.09±0.01과 24.60±0.03으로 HD 60이 높게

나왔다. 갈변도의 경우에도 HD 60이 0.200으로 제일 높은

값으로 나타나 건조 온도가 높아질수록양파의 갈변정도가

커진 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총 페놀 함량의 경우에 HD

40과 HD 60이 FD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시료의 농도를 0.1, 0.5, 1 mg/mL로 처리하

여 측정한 결과 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었으며, FD 보다 HD 40 및 HD 60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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