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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dicting the usefulness of Jicama (Pachyrhizus erosus) 
as a food raw material. The changes i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Jicam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moisture content of raw Jicama was 81.84%. Th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and carbohydrate content of hot air-dried Jicama powder were 2.85, 0.79, 7.93 and 88.44%, while those 
of freeze-dried Jicama powder were 3.93, 0.83, 7.92 and 87.32%, respectively on dry basis. Regarding the color 
values, the lightness of freeze-dried Jicama (92.86)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ot air-dried Jicama (88.01), whereas 
the redness (-0.67) and yellowness (3.21) of freeze-dried Jicama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hot air-dried Jicama 
(0.43) and (11.96), respectively. The brown index was lower in the freeze-dried Jicama (0.029) than in hot air-dried 
Jicama (0.107). The total sugar cont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reeze (46.49 mg/g) and hot 
air-dried Jicama (45.11 mg/g). Finally, the amylose content was higher in freeze-dried Jicama (5.66%) than in 
hot air-dried Jicama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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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히카마는 열대 콩과의 덩굴식물로 ‘멕시칸 감자’, ‘멕시

칸 순무’, ‘콩감자’라고 불리우며, 학명은 Pachyrhizus

erosus이고 얌빈(yam bean)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원산지는

멕시코 전역이며 브라질,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히카마의 덩굴은 수

직으로 5 m이고, 열매의 크키는 6~12 cm, 무게는 500~3,000

g이며, 껍질은 갈색이고 속은 아삭하고, 달콤하다고 한다

(1,2). 히카마의 주요성분은 과당이 β(2→1) glycosidic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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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연결된 형태인 이눌린으로 알려져 있다(3). 히카

마에 함유된 이눌린은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 난소

화성으로 배변활동, 식후혈당 상승억제, 혈청 콜레스테롤

조절 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된바 있으며(4), 탄수화물대

사에 관여하여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하는 물질로

이용되고 있다(5). 이눌린 외에도 vitamin A, vitamin C, 칼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있고(6,7), 항암효과(8), 면역능(7), 혈당

강하(9)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 점차 아열대 기후

로 변화하고 있어, 재배가능 지역이 증가됨에 따라 히카마

의 재배를 시도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활용도

가 매우 높은 히카마 감자는 한국에서 매우 생소한 작물일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 및 가공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조방법을 달리한 국내산 히카마

감자의 일반성분, 총당 및 아밀로오스의 함량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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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와 갈색도를 측정하여 히카마의 식품가공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히카마는 2014년도에 재배한 것으로,

강원도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히카마를 물로 잘 씻어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겉껍질을 제거한 다음 3~5 mm 두께로 절편하였다. 이를

동결건조(FD5510, Ilshin Lab, Co., Ltd., Seoul, Korea) 및

60℃의 열풍건조(NB-901M, N-BIOTEK, Gyeonggi, Korea)

를 이용해 건조한 후 food-mixer를 이용하여 40 mesh 입도

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제조한 시료를 이용하여 일반성

분, 색도, 갈색도, 총당 및 아밀로오스 함량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성분

히카마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0)에 따라 실시하였다.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

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고, 조회분은 550℃ 회화건조법, 조

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법에 의해 측정하였

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100에서 수분, 조회분, 조단백질 및

조지방을 뺀 함량으로 표시하였다.

갈색도

갈색도는 Yilmaz 등(11)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1 g을

증류수 40 mL와 진탕한 후 10% trichloroacetic acid 40 mL을

첨가한 후 2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반응 후 원심분리기

(416G, Gyrogen,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4,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만 취해 420 nm에

서 흡광도로 갈색도를 나타내었다.

색 도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Hunter’s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도)

및 b값(yellowness, 황색도)을 3회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색판은 L=93.6, a=0.31, b=0.32 였다.

총당 분석

총당 측정은 phenol-sulfuric acid법(12)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분석시료를 농도별로 제조하여 100 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증류수를 가하여 정용한 후, 희석된 용액 2

mL를 conical tube에 분주하였다. 그 후 5% phenol 1 mL과

95% sulfuric acid 5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microplate reader(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LLC, Sunnyvale, CA, USA)를 이용해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lucose를 사용하였고, glucose

표준곡선(y=5.1277x-0.003, R2=0.999)을 이용하여 총당 함

량을 mg/g으로 나타내었다.

아밀로오스 함량분석

아밀로오스 측정은 Juliano(13)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료 100 mg에 95% ethanol 1 mL과 1 N NaOH

9 mL씩 첨가하여 100℃에서 10분간 호화시켰다. 그 후 100

mL volumetric flask에 옮겨 증류수로 정용하였다. 이중 5

mL을 취하여 100 mL volumetric flask로 옮긴 후 1 N acetic

acid 1 mL와 요오드 용액 2 mL를 첨가하고 증류수로 정용하

였다.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

용해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amylose(from potato)를 사용하였고, 표준곡선(y=0.0578x

+0.0024, R
2
=0.999)을 이용하여 amylose 함량을 구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분석

Abdille 등(14)의 방법을 변형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

능을 측정하여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시료 0.2

mL와 ethanol에 녹인 4 mM DPPH 시약 0.8 mL를 혼합한

후 25℃ 암소에서 10분간 반응시켰으며, blank는 DPPH 시

약을 이용하여 흡광도를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다

음 식에 의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positive control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Exp  
]}×100

통계처리

본 실험에 대한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분석의 경우 실험 결과 값을 SAS package(9.3, SAS

Institute, NC,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평균값

의 통계적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히카마 열풍건조물의 수분함량은 13.26±0.26%, 동결건

조물의 수분함량은 11.34±0.19% 이었다. 히카마 열풍건조

물 및 동결건조물의 일반성분은 수분을 제외한 고형분을

기준으로 하였고, Table 1과 같다. 히카마 열풍건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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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함량은 2.85±0.27%, 조지방 함량은 0.79±0.08%,

조회분 함량은 7.93±0.52%이고, 탄수화물은 조단백질, 조

지방, 조회분의 함량을 제한 값으로 88.44±0.63%로 나타났

다. 히카마 동결건조물은 조단백질 함량은 3.93±0.65%, 조

지방 함량은 0.83±0.02%, 조회분 함량은 7.92±0.33%, 탄수

화물 함량은 87.32±0.36%로 나타났으며, t-test 결과 열풍건

조물과 동결건조물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

구의 결과는 Fernandez 등(15)이 분석한 일반성분과 비교하

여, 조단백질 함량은 1.62%, 조지방 함량은 0.86% 조회분

함량은 1.09%로 조회분 함량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히카마의 원산지 및 재배시기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또

한 Choi 등(16)이 분석한 수미감자의 일반성분과 비교하여,

히카마의 조회분과 탄수화물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

다. 또한 조지방은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조단백질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Jicama powder

Unit : (%, dry basis)

Proximate composition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arbohydrate

Hot air-dried Jicama 2.85±0.271) 0.79±0.08 7.93±0.52 88.44±0.63

Freeze-dried Jicama 3.93±0.65 0.83±0.02 7.92±0.33 87.32±0.36
1)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student's t-test (p<0.05).

갈색도 및 색도 측정

히카마 열풍건조물의 갈색도는 0.107±0.004으로 동결건

조물의 갈색도 0.029±0.002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아 열풍

건조가 갈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Jeong 등(17)의 연구에서 단마(Dioscorea aimadoimo)

의 열풍건조 시 갈변 억제 방안을 연구와같이 열풍건조가

갈변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Hunter's value는 색입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균일한 색의

측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L값은 명도, a값은 적색도,

b값은 황색도을 나타내며, 히카마 열풍건조물 및 동결건조

물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같다. 열풍건조물의 L값은

Table 2. Brown index and Hunter's L, a and b values of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Jicama powder

Samples Brown index
Hunter's values

ΔE
L a b

Hot air-dried
Jicama

0.107±0.004*1) 88.01±0.67 0.43±0.11* 11.96±1.50* -

Freeze-dried
Jicama

0.029±0.002 92.86±0.11* -0.67±0.11 3.21±0.31 10.06

1)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s t-test.

88.01±0.67, a값은 0.43±0.11, b값은 11.96±1.50으로 나타났

으며, 동결건조물은 L값은 92.86±0.11, a값은 -0.67±0.11,

b값은 3.21±0.31으로 갈색도,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시료간의

색도 차이를 나타내는 ΔE값은 10.06으로 색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풍건조의 갈변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Lee 등(18)의 연구에서도 천마의 열풍건조물이

L값은 감소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당 분석 및 아밀로오스 함량

당류는 화학적으로 환원성을 갖는 환원당과 환원성을

갖지 않은 비환원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합하여 총당

이라고 하며(19) 건조방법을 달리한 히카마의 총당 측정

결과 열풍건조물이 46.49±3.00 mg/g 이며 동결건조물이

45.11±3.24 mg/g으로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의 총당 함

량은 유의적 차이가없는 것으로볼수 있었다. 또한 히카마

의 아밀로오스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열풍건

조물에서는 5.66±0.21%이고, 동결건조물에서는 6.63±

0.15%으로 amylose 함량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

만 Stevenson 등(20)이 보고한 히카마의 amylose함량과 크

게 다르지 않았다.

Table 3. Amylose and total sugar contents of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Jicama powder

Samples Total sugar content (mg/g) Amylose content (%)

Hot air-dried Jicama 46.49±3.00
1)

5.66±0.21

Freeze-dried Jicama 45.11±3.24 6.63±0.15
*

1)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tudent's t-test.

DPPH radical 소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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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며, 식물체의 항산화 활성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

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21). Ascorbic acid와

비교하여 히카마의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의 농도에 따

른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Fig. 1과 같다.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 시료 1 mg/mL, 0.5 mg/mL 0.1

mg/mL에서 각각 19.74, 17.61, 18.23%와 17.18, 17.54,

15.88%로 열풍건조물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ascorb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Jang

등(22)이 보고한 수미감자와 유색감자 6종의 DPPH 소거능

을 비교한 결과 수미감자보다는 높고 유색감자 중 Jasim과

비슷한 수준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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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Jicama powder.

AsA, Ascorbic acid; HJP, Hot air-dried Jicama powder; FJP, Freeze-dried Jica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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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카마의 식품성분들을 분석하고 건조방

법에 따른 특성들을 비교하여 식품 가공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히카마의 수분함량은

81.81%이었으며,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의 수분함량은

13.26±0.26, 11.34±0.19% 이었다. 수분을 제외한 고형분의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탄수화물은 열풍건조물에서

2.85±0.27, 0.79±0.08, 7.93±0.52, 88.44±0.63% 이었으며,

동결건조물에서 3.93±0.65, 0.83±0.02, 7.92±0.33, 87.32±

0.36% 이었다.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의 색도에서는 명

도(L값) 는 88.01±0.67와 92.86±0.11으로 동결건조물이 더

높았으며, 적색도(a값), 황색도(b값)는 각각 0.43±0.11와–

0.67±0.11, 11.96±1.50와 3.21±0.31으로 열풍건조물이 더

높았다. 건조방법에 따른 갈변을 살펴본 결과 열풍건조물

이 0.107±0.004, 동결건조물이 0.029±0.002으로 열에 의한

갈변이 나타났다. 총당 측정은 열풍건조물이 46.49±3.00

mg/g, 동결건조물이 45.11±3.24 mg/g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밀로오스의 경우는 열풍건물이 5.66±

0.21%, 동결건조물이 6.63±0.15%으로 차이를 보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열풍건조물과 동결건조물 시료

1 mg/mL, 0.5 mg/mL 0.1 mg/mL에서 각각 19.74, 17.61,

18.23%와 17.18, 17.54, 15.88%로 열풍건조물에서 높게 측

정되었으나, 아스코르빈산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을

보였다.

References

1. Ramos-de-la-Peñaa AM, Renardb C, Wickerc L,

Montañeza JC, de la Luz Reyes-Vegaa M, Contreras-

Esquivela JC (2010) Enzymatic liquefaction of jicama

(Pachyrhizus erosus) tuberous roots and characterization

of the cell walls after processing. Food Sci Technol-LEB,

49, 257-262

2. Juarez MS, Aredes-López O (1994) Studies on jicama

juice processing. Plant Food Hum Nutr, 46, 127-131

3. Azorin-Ortuno M, Irban C, Ceron JJ, Tecles F, Allende

A, Tomas-Barberan FA, Espin JC (2009) Effect of low

inulin dose with different polymerization degree on lipid

metabolism, mineral absorption, and intestinal microbiota

in rats with fat-supplemented diet. Food Chem, 113,

1058-1065

4. Brighenti F, Casiraghi MC, Canzj E, Ferrari A (1999)

Effect of consumption of a ready-to-eat breakfast cereal

containing inulin on the intestinal milieu and blood lipids

in healthy male volunteers. Eur J Clin Nutr, 53, 726-733

5. Lee EH, Lee YJ, Choi OB, Kang SM (2007) Effect of

a combined diet of Jerusalem artichoke’s inulin, lotus

leaf and herb extracts in obesity-induced white rat with

fat diet.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0, 295-303

6. Aquino‐bolanos EN, Cantwell MI, Peiser G, Mercado

SE (2000) Changes in the quality of fresh‐cut jicama

in relation to storage temperatures and controlled

atmospheres. J Food Sci, 65, 1238-1243

7. Kumalasari ID, Nishi K, Harmayani E, Raharjo S,

Sugahara T (2014) Immunomodulatory activity of

Bengkoang (Pachyrhizus erosus) fiber extract in vitro

and in vivo. Cytotechnol, 66, 75-85

8. Pool-Zobel, Beatrice L (2005) Inulin-type fructans and

reduction in colon cancer risk : review of experimental

and human data. Br J Nutr, 93, 73-90

9. Park CJ, Han JS (2015) Hypoglycemic effect of jicama

(Pachyrhizus erosus) extract o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mice. Prev Nutr Food Sci, 20, 88-93

10. AOAC (1996)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6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Patricia C,

ed. Arlington, VA, p 26-36

11. Yilmaz Y, Toledo R (2005)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soluble Maillard reaction products. Food Chem,

93, 273-278

12. Eom SM, Jung BY, Oh HI (2009) Changes in chemical

components of cheongguk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soybeans during fermentation.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2, 133-141

13. Juliano BO (1971) A simplified assay for milled-rice

amylose. J Cereal Sci, 16, 334-340



Changes of quality characteristics of Jicama (Pachyrhizus erosus) potato powder by drying methods 919

14. Abdille MH, Singh P, Jayaprakasha GK, Jena BS (2005)

Antioxidant activity of the extracts from Dillenia indica

fruits. Food Chem, 90, 891-896

15. Fernandez MV, Warid WA, Loaiza JM, Agustin MC

(1997) Developmental patterns of jicama (Pachyrhizus

erosus (L.) Urban) plant and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roots grown in Sonora, Mexico. Plant Food Hum Nutr,

50, 279-286

16. Choi HD, Lee HC, Kim SS, Lim HT, Ryu GH (2008)

Nutrient component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new domestic potato cultivars. Korean J Food Sci

Technol, 40, 382-388

17. Jeong SG, Jeong YY, Jeong WS (1996) Studies on the

browning inhibition of yam (Dioscorea aimadoimo)

during hot air dehydration. J Korean Soc Appl Biol Chem,

39, 384-388

18. Lee BY, Choi HS, Hwang JB (2002) Analysis of food

components of Gastrodiae Rhizoma and changes in

several characteristics at the various drying conditions.

Korean J Food Sci Technol, 34, 37-42

19. Kim JW, Youn KS, (2013) Effects of ripeness degree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tive

activity of banana. Korean J Food Preserv, 20, 475-481

20. Stevenson D, Jane JL, Inglett GE (2007) Characterisation

of jicama (Mexican potato) (Pachyrhizus erosus L.

Urban) starch from taproots grown in USA and Mexico.

Starch-Starke, 59, 132-140

21. Que F, Mao L, Zhu C, Xie G (2006) Antioxidant

properties of Chinese yellow wine, its concentrate and

volatiles. Food Sci Technol-LEB, 39, 111-117

22. Jang HL, Yoon KY (2012) Biological activities and total

phenolic content of ethanol extracts of white and

flesh-colored Solanum tuberosum L. potato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 1035-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