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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welve root vegetables are commonly domestically consumed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inner beauty tea with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prepared from the root vegetables. Methods: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se root
vegetables and the corresponding teas prepared from them calculated by measuring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The color, mechanical properties, textural characteristics,
mineral content,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teas were also measured. Results: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12 root vegetables was highest in burdock (72.09
mg tannic acid equivalent [TAE]/g) and lotus root (8.86 mg TAE/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also higher in burdock (90.21%), and lotus root (87.83%).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oasted
burdock (RB) extract tea was 99.86 mg TAE/g, and 89.11 μg/mL, respectively,
with the highest values obtained at 90℃ extraction temperature. The pH (6.24) of
roasted lotus root (RL) extract tea was the highest at 70℃. The lightness (63.08)
of RL root extract tea was the highest at 50℃. The redness (2.34) of RB extract tea
was highest at 90℃, while its yellowness (31.03) was highest at 70℃. These results
suggest that roasting and leaching at high temperatures are efficient methods to
increase antioxidant activity. Conclusion: The excellent antioxidant activities of lotus
root and burdock make tem useful ingredients for inner beauty teas.
Keywords: Lotus root, Burdock, Roast, Inner beauty tea, Antioxidant activity

Introduction

를 이용한 차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차는 각종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피로를 극복하고

동양에서 차(茶)는 예로부터 단순한 음료에 대한 의미를 넘어

여유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각종 항산화물질을 함유

서 정신문화와 함께 발전해왔다. 즉, 차 문화는 차를 중심으로 하

하고 있어 건강관리에도 긍정적이다(Jang et al ., 2013). 이렇

는 생활문화와 소통문화를 규합한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Kim,

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차는 최근 건강한 삶에 대

2014). 차는 사람의 기호식품으로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

한 요구 증가와 함께 손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 형태의 가공 식품

합성물질인 식물의 열매나 줄기, 잎, 뿌리 등을 가공 처리함으로

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추세이다(Moon et al ., 2010). 이러

써 고유의 맛, 색, 향을 가진다(Lee et al ., 2004). 한국 차의 소

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이너 뷰티 푸드(inner beauty food)는

매시장 점유율은 옥수수 차 약 24.7%, 홍차 약 14.2%, 꿀 차 약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식품으로 최근에 연

7.6%, 녹차 5%, 기타 40%로 뿌리채소를 이용한 차에 대한 생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 2018a, Lee et al ., 2018b).

및 대중화는 현저히 적은 편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현대인들은 영양섭취 불균형, 수면부족,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and Rural Affairs, 2017). 이와 같이 차는 과일, 엽채류를 이

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Kim &

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많이 소비 되고 있는 뿌리채소

Oh, 2008) 외부 환경오염 물질과 체내에서 대사과정 중에 발생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Dermatological Scienc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Quality Evaluation of Lotus Root and Burdock Tea
하는 활성 산소는 생활습관병, 동맥경화,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

al ., 2011) arctigenin은 동물세포에서 열충격반응(heat shock

인이 된다(Kim et al ., 2012). 또한 노화는 대사과정 중 발생하

response)의 억제 및 항암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Ishihara et

는 활성산소종인 수퍼옥사이드 이온(superoxide, O ), 과산화

al ., 2006). 우엉의 생리활성에 중요한 성분으로는 chlorogenic

－
2

수소(hydrogen peroxide, H2O2), 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l

acid, lignin 종류 중 하나인 arctigenin, 그리고 caffeoylquinic

radical, •HO), 산화질소(nitric oxide, NO), 이산화질소(nitrogen

acid 등으로 밝혀졌다(Sugiura et al ., 2009). 연근(Nelumbo

dioxide, NO2), 수산기(hydroxyl, OH ), 알콕시(alkoxy radical,

nucifera )은 수련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RO), 과수산기(hydroperoxyl radical, HO2)등의 산화 반응에 기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및 시베리아 지역의 얕은 못이나 늪지에

인하며, 이런 활성산소들은 체내 DNA, 생체분자, 지질, 단백질,

서 자라난다. 연근 잎은 높이가 1-1.5 m이고 뿌리가 옆으로 길

그리고 핵산과 같은 물질의 손상을 유발한다(Fang et al ., 2002).

게 뻗는다(Park et al ., 2005). 연근에는 비타민 A, B₂및 니아

그러므로 이러한 산화작용 및 질병들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

신, 비타민 C, 캠퍼롤, 퀘르세틴 등과(Yang et al ., 2007) 아미노

해선 항산화 물질의 섭취, 즉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채

산인 트리코네린, 알기닌, 티로신이 함유되어 있다(Kim et al .,

-

소나 과일 섭취가 필요하다(Lee et al ., 2018c). 우엉(Burdock

2002). 참마는 전분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무기질도 있으며

Arctium lappa L.)은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에 속하는 식

한방에서는 참마를 산약(Dioscorea radix)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물로 재배되는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 및 유럽의 따뜻한 지역이고

뿌리에는 아밀로스(amylose), 바타신(batasin), 뮤신(mucin), 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널리 재배되고 있다.

액(mucilage), 사포닌(saponin), 알라토인(allantoin) 등이 포함

우엉의 뿌리는 우방근이라 하며 긴 방추상의 형태를 띠고, 길이

되어 있다(Huang et al ., 2011). 참마 성분 중 하나인 아르기닌

30-60 cm 윗부분의 지름은 2-4 cm이고 바깥면은 흑갈색으로

(arginine)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반응성 조절물

주름 무늬가 있으며 속은 황백색을 띠고 있다(Tae et al ., 2016).

질을 생성하는 비 필수아미노산이다(Kim et al ., 2017). 또한 식

우엉의 성분에 대한 연구로는 우엉 과실부위에서 분리된 리그난

물에서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은 체내의 활성 산소를

성분의 arctigenin과 acrtiin의 효능이 보고되었으며(Jeong et

자유라디칼로 안정시키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Table 1. Tea samples prepared from a mixture of roasted lotus (RL) root and burdock(RB)
Groups

(Unit: mL)

RL root

RB

RL

180

-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135
120
90
60
45

180
45
60
90
120
135

RL, roasted lotus root;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Table 2.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extracts of 12 root vegetables commonly consumed in Korea

(Unit: mg TAE/g)

Korean root vegetables

Total polyphenol

Burdock (Arctium lappa )

72.09±0.752,a,3

Lotus root (Nelumbo nucifera Gaertn )

58.86±0.58b

Deodeok (Codonopsis lanceolata)

14.44±0.19h

Garlic (Allium scorodorpasumvvar.viviparum Regel)

39.34±2.20c

Carrot (Daucus carota var. sativa)

8.36±0.02i

Onion (Allium cepa)

23.48±0.34g

Yam (Colocasia esculenta)

26.70±0.90f

Potato (Solanum tuberosum L.)

26.46±0.80f

Tarp (Colocasia esculenta)

36.01±0.68d

Balloon flower (Platycodon grandiflorum)

31.01±1.71e

Samche (Allium hookeri)

22.76±1.28g

Turnip (Brassica rapa)

26.25±0.53f

TAE, tannic acid equivalent.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i)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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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한 이너 뷰티 차의 항산화 활성과 품질 평가

참고하여 50℃, 70℃, 90℃의 물 180 mL에 연근과 우엉을 각각
5 g씩 넣어 5 min 우려냈고, 그 다음에 우려낸 연근 차와 우엉 차
℃

는 Table 1과 같이 7종의 혼합차를 Figure 1 의 방법으로 제조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

℃

4. 색도 측정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하여 제조한 7종의 기능성 차

℃

의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Japan)
를 사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

℃
℃

(yellowness, b*)값으로 표시하였다.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
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표준 백색판(L*=97.02, a*=1.32,
b*=+3.2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1. Protocol for roasting lotus root and burdock.
5. pH 측정
효과가 있다(Yoo et al .,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뿌리채소 12
종을 열수 추출한 후 total polyphenol 함량과 DPPH radical 소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하여 제조한 7종의 기능성 차의
pH값은 pH측정기(Lab 870; Schott Instruments, Germany)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거능을 측정한 후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2종을 선정하여 로스팅
하여 차를 제조한 후 혼합비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항산화능과 특
성을 관찰하여 이너 뷰티 차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6. Total polyphenol 함량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하여 제조한 7종의 기능성 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의 방법(Folin & Denis, 1912)
을 변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1000 µg/mL 농도의 추출물

Methods

희석액 1 mL를 취하여 sodium carbonate (Na2CO3; Sigma-

1.실험 재료

Ciocalteu 시약 (Sigma-Aldrich) 0.2 mL를 가하여 반응시켜

Aldrich) 용액 1 mL를 가한 후 3 min 정치한 후, 50% Folin-

본 실험에 사용한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뿌리채소 12종

microplate reader (BN 02514; Molecular Devices, USA)를 이

우엉, 연근, 참마, 순무, 삼채, 당근, 마늘, 도라지, 감자, 토란,

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양파, 더덕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Seoul, Korea)에서 시판되는

tannic acid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을 바

것을 일괄 구매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탕으로 tannic acid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 추출물제조

7. DPPH radical 소거능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뿌리채소 12종의 항산화활성 측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하여 제조한 7종 차의 DPPH

정을 위해 시료 각각 100 g 무게 대비 10배 부피의 증류수를 첨

(Sigma-Aldrich, USA) 라디칼 소거능은 Blois의 방법(Blois,

가한 후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80℃의 heating mantle (HM

1958)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시료 0.1 mL에 1.5

250C; Sercrim LabTech, Korea)에서 2 h 추출시켜 여과(No.2,

×10-4 M DPPH 용액을 가하여 실온 암소에서 30 min 정치한

Whatman, England)하여 추출액을 얻었다.

후 microplate reader (BN 02514;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

3. 차제조

복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차 시료는 연근차 180 mL(RL), 우엉차 180 mL(RB), 연근차
135 mL와 우엉차 45 mL를 혼합한 시료(RL3RB1), 연근차 120

8. 통계 처리

mL와 우엉차 60 mL를 혼합한 시료(RL2RB1), 연근차 90 mL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3회 반복 측정한 값을 이용

와 우엉차 90 mL를 혼합한 시료(RL1RB1), 연근차 60 mL와 우

하여 mean±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증

엉차 120 mL를 혼합한 시료(RL1RB2), 연근차 45 mL와 우엉차

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ver. 24.0;

135 mL를 혼합한 시료(RL1RB3)(Park et al ., 1994)의 방법을

SPSS Inc., USA)를 실시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 차이는

http://www.e-aj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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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 <0.05 수준에서 검정을 실시

al . (2001)이 우엉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당근, 양파 등 18가지

하였다.

채소 중에서 우엉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2.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 차의 혼합비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항산화능

Results and Discussion

1) Total polyphenol 함량

1. 뿌리채소의 항산화능

연근과 우엉을 로스팅하여 차를 제조하고 이를 혼합하여 50℃,

1) Total polyphenol 함량

70℃, 90℃에서 우려낸 차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Table 4

국내산 다소비 뿌리채소 12종 가운데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국내산 다소비 뿌리채소 12종의 total polyphenol 함량을 측

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근만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정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otal polyphenol 함

(RL)는 50℃에서 44.67, 70℃에서 45.10, 90℃에서 45.37 mg

량은 우엉 72.09, 연근 58.86, 마늘 39.34, 토란 36.01, 도라지

TAE/g으로 90℃에서 우려내었을 때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31.01, 참마 26.70, 감자 26.46, 순무 26.25, 양파 23.48, 삼채

다. 우엉만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RB)는 50℃에서 92.19, 70℃

22.76, 더덕 14.44, 당근 8.36 mg TAE/g 순으로 나타나 우엉과

에서 98.11, 90℃에서 99.86 mg TAE/g으로 90℃에서 우려

연근이 다른 뿌리채소에 비해 total polyphenol 함량이 높게 나타

내었을 때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근을 로스팅하여 우

났다.

려낸 차 135 mL과 우엉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45 m를 혼합
한 시료(RL3RB1)는 50℃에서 63.77, 70℃에서 75.23, 90℃

2) DPPH radical 소거능

에서 82.77 mg TAE/g을 나타내었으며, 연근을 로스팅하여 우

DPPH radical 소거능은 안정적인 자유라디칼로 함황 아미노

려낸 차 120 mL과 우엉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60 mL를 혼합

산인 시스테인(cysteine), 글루타티온(glutathion), 방향족아민

한 차(RL2RB1)는 50℃에서 68.95, 70℃에서 82.41, 90℃에서

(aromatic amine),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등에 의해 환

91.44 mg TAE/g, 연근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90 mL과 우엉

원되어 보라색의 DPPH가 무색의 diphenyl-picrylhydrazine

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90 mL를 혼합한 차(RL1RB1)는 50℃

으로 탈색되면서 흡광도가 변하는 원리로 항산화능 측정에 유용

에서 75.97, 70℃에서 91.23, 90℃에서 96.85 mg TAE/g, 연근

한 방법으로(Cho et al., 2011) 국내산 다소비 뿌리채소 12종 시

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60 mL과 우엉을 우려낸 차 120 mL를

료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

혼합한 차 (RL1RB2)는 50℃에서 81.61, 70℃에서 95.32, 90℃

엉 90.21%, 연근 87.83%, 순무 86.81%, 적양파 75.24%, 도

에서 98.02 mg TAE/g, 연근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45 mL과

라지 74.17%, 참마 70.57%, 감자69.73%, 마늘 61.93%, 당근

우엉을 로스팅하여 우려낸 차 135 mL를 혼합한 차(RL1RB3)는

48.31%, 더덕 46.84%, 토란 33.68%, 삼채 31.78%로 우엉, 연

50℃에서 84.27, 70℃에서 95.34, 90℃에서 99.75 mg TAE/g

근, 순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Yamaguchi et

로 우려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엉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total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extracts of 12 root vegetables commonly consumed in Korea (%)
Korean root vegetable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ol

Burdock (Arctium lappa )

90.21±0.91a

Lotus root (Nelumbo nucifera Gaertn )

87.83±1.20a

Deodeok (Codonopsis lanceolata)

46.84±1.64d

Garlic (Allium scorodorpasumvvar.viviparum Regel)

61.93±2.43c

Carrot (Daucus carota var. sativa)

48.31±1.46d

Onion (Allium cepa)

75.24±8.79b

Yam (Colocasia esculenta)

70.57±1.80b

Potato (Solanum tuberosum L.)

69.73±0.54b

Tarp (Colocasia esculenta)

33.68±6.19e

Balloon flower (Platycodon grandiflorum)

74.17±3.12b

Samche (Allium hookeri)

31.78±0.23e

Turnip (Brassica rapa)

86.81±0.28a

DPPH, 1,1-diphenyl-2pecrylhydrazyl.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i)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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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henol 함량은 높아졌다.

88.44%, RL1RB3는 50℃에서 88.20%, 70℃에서 88.80%,
90℃에서 88.86%로 우려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우엉의 비율이

2) DPPH radical 소거능

높아질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로

RL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50℃에서 79.66%, 70℃에서

스팅은 페놀 화합물 추출을 용이하기 때문에 폴리페놀 함량이 높

79.97%, 90℃에서 82.93%로 90℃에서 우려내었을 때 DPPH

아진다고(Yun et al ., 2012)한 연구와 폴리페놀은 고온의 열처리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았다. RB는 50℃에서 88.78%, 70℃에

를 할 경우 용출이 더욱 증대된다고(Yoon et al ., 2014)한 보고와

서 89.11%, 90℃에서 89.14%, RL3RB1는 50℃에서 84.58%,

일치한다. 또한 Lee et al ., (2013)이 결명자를 볶을 때 온도가 높

70℃에서 84.61%, 90℃에서 84.72%로 90℃에서 우려내었

아짐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도 같은 경향

을 때 DPPH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았다. RL2RB1는 50℃

을 나타내었다.

에서 85.53%, 70℃에서 85.66%, 90℃에서 85.92%, RL1RB1
는 50℃에서 87.01%, 70℃에서 87.08%, 90℃에서 87.15%,

2.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 차의 혼합비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품질특성

RL1RB2는 50℃에서 87.84%, 70℃에서 88.18%, 90℃에서

1) pH

Table 4.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eas prepared by hot water extraction of RL root and RB
Groups
RL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RL root (mL)
180
135
120
90
60
45

RB(mL)
180
45
60
90
120
135

50°C
44.67±0.27j
92.19±0.57d
63.77±0.18i
68.95±0.10h
75.97±0.42g
81.61±0.24f
84.27±0.26e

Total polyphenol (mg TAE/mL)
70°C
45.10±0.27j
98.11±1.21b
75.23±0.75g
82.41±0.38f
91.23±0.42d
95.32±0.68c
95.34±0.16c

90°C
45.37±0.36j
99.86±1.87a
82.77±1.05f
91.44±0.97d
96.85±1.01b
98.02±1.15b
99.75±0.52a

RL, roasted lotus root ;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TAE, tannic acid equivalent.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ea samples prepared from a mixture of RL root and RB
Groups
RL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RL root (mL)
180
135
120
90
60
45

RB (mL)
180
45
60
90
120
135

50°C
79.66±0.51i
88.78±0.66ab
84.58±0.24g
85.53±0.18f
87.01±0.24e
87.84±0.66cd
88.20±0.38bc

DPPH radical (%)
70°C
79.97±0.45i
89.11±0.51a
84.61±0.22g
85.66±0.46f
87.08±0.3e
88.18±0.67bc
88.80±0.63ab

90°C
82.93±0.24h
89.14±0.29a
84.72±0.18g
85.92±0.24f
87.15±0.29de
88.44±0.32abc
88.86±0.49ab

DPPH, 1,1-diphenyl-2pecrylhydrazyl; RL, roasted lotus root;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6. The pH of tea samples prepared from a mixture of RL root and RB
Groups
RL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RL root (mL)
180
135
120
90
60
45

RB (mL)
180
45
60
90
120
135

50°C
6.24±0.01a
5.83±0.01o
6.08±0.01d
6.00±0.01f
5.95±0.01h,i
5.94±0.01i
5.90±0.01k

pH
70°C
6.19±0.01b
5.86±0.01l,m
6.07±0.01d
6.04±0.01e
5.98±0.01g
5.96±0.01h
5.92±0.01j

90°C
6.15±0.01c
5.84±0.01n,o
6.00±0.01f
5.99±0.01f,g
5.91±0.01jk
5.87±0.01l
5.85±0.01m,n

RL, roasted lotus root;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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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한 연근과 우엉 차의 혼합비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pH는

의 색도는 Table 7, Table 8, Table 9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RL의 pH는 50℃에서 6.24, 70℃에

명도(L*)값은 RL은 50℃에서 63.08, 70℃에서 59.05, 90℃에

서 6.19, 90℃에서 6.15로 우려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pH가 낮

서 54.03, RB는 50℃에서 53.84, 70℃에서 54.74, 90℃에서

아졌다. RB의 pH는 50℃에서 5.83, 70℃에서 5.86, 90℃에서

50.95로 로스팅한 연근으로 우려낸 차보다 로스팅한 우엉으로 우

5.84, RL3RB1의 pH는 50℃에서 6.08, 70℃에서 6.07, 90℃에

려낸 차의 명도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우려내는 온도가 높아질

서 6.00, RL2RB1의 pH는 50℃에서 6.00, 70℃에서 6.04, 90℃

수록 명도 값이 낮아졌다. RL3RB1는 50℃에서 59.48, 70℃에

에서 5.99, RL1RB1의 pH는 50℃에서 5.95, 70℃에서 5.98,

서 60.41, 90℃에서 53.69, RL2RB1은 50℃에서 59.29, 70℃에

90℃에서 5.91, RL1RB2의 pH는 50℃에서 5.94, 70℃에서

서 58.65, 90℃에서 53.28, RL1RB1은 50℃에서 56.17, 70℃에

5.96, 90℃에서 5.87, RL1RB3의 pH는 50℃에서 5.90, 70℃에

서 58.07, 90℃에서 53.02, RL1RB2는 50℃에서 56.37, 70℃

서 5.92, 90℃에서 5.85로 우엉의 비율을 높였을 때 pH는 다소

에서 57.44, 90℃에서 51.45, RL1RB3은 50℃에서 54.32,

낮아졌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0℃에서 57.35, 90℃에서 50.50으로 나타났다. 적색도(a*)값
은 RL은 50℃에서 -0.53, 70℃에서 0.03, 90℃에서 0.61, RB

2) 색도

은 50℃에서 1.28, 70℃에서 1.16, 90℃에서 2.34로 로스팅한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 차의 혼합비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차

연근으로 우려낸 차보다 로스팅한 우엉으로 우려낸 차의 적색도

Table 7. Color values of tea prepared from a mixture of RL root and RB at 50℃
Groups
RL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Lightness
63.08±0.01a
53.84±0.01g
59.48±0.02b
59.29±0.01c
56.17±0.03e
56.37±0.07d
54.32±0.01f

Redness
-0.53±0.00e
1.28±0.02a
-0.79±0.01g
-0.75±0.01f
-0.25±0.01d
-0.13±0.01c
0.50±0.04b

Yellowness
11.34±0.01g
30.82±0.02a
15.23±0.01f
18.16±0.02e
22.83±0.02d
24.23±0.07c
25.79±0.05b

RL, roasted lotus root;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8. Color values of tea prepared from a mixture of RL root and RB at 70℃
Groups
RL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Lightness
59.05±0.07b
54.74±0.01f
60.40±0.01a
58.65±0.02c
58.07±0.06d
57.44±0.02e
57.38±0.14e

Redness
0.03±0.03b
1.16±0.01a
-0.82±0.00g
-0.71±0.01f
-0.65±0.01e
-0.58±0.01d
-0.48±0.01c

Yellowness
12.82±0.10g
31.03±0.05a
15.12±0.02f
18.03±0.01e
19.77±0.04d
20.11±0.06c
21.17±0.06b

RL, roasted lotus root;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9. Color values of tea prepared from a mixture of RL root and RB at 90℃
Groups
RL
RB
RL3RB1
RL2RB1
RL1RB1
RL1RB2
RL1RB3

Lightness
54.03±0.01a,
50.95±0.02f
53.69±0.03b
53.28±0.01c
53.02±0.04d
51.45±0.02e
50.50±0.03g

Redness
0.61±0.02e
2.34±0.03a
0.59±0.03e
0.60±0.04e
0.90±0.04d
1.40±0.08c
2.03±0.07b

Yellowness
14.70±0.02f
31.01±0.02a
20.87±0.02e
23.16±0.02d
23.20±0.05d
26.43±0.13c
28.40±0.19b

RL, roasted lotus root; RB, roasted burdock; RL3RB1, ratio of 3 RL to 1 RB; RL2RB1, ratio of 2 RL to 1 RB; RL1RB1, ratio of 1 RL to 1 RB;
RL1RB2, ratio of 1 RL to 2 RB; RL1RB3, ratio of 1 RL to 3 RB.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superscripts (a-j)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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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났고, 우려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적색도 값이 높

and time on the conversion of garlic (Allium sativum

아졌다. RL3RB1은 50℃에서 -0.79, 70℃에서 -0.82, 90℃에

L.) compon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서 0.59, RL2RB1은 50℃에서 -0.75, 70℃에서-0.71, 90℃에

Science and Nutrition , 40: 84-88, 2011.

서 0.60, RL1RB1은 50℃에서 -0.25, 70℃에서 -0.65, 90℃에
서 0.90, RL1RB2은 50℃에서 -0.13, 70℃에서 -0.58, 90℃
에서 1.40, RL1RB3은 50℃에서 0.50, 70℃에서 -0.48, 90℃
*

에서 2.03으로 나타났다. 황색도(b )값은 RL은 50℃에서 11.34,
70℃에서 12.82 90℃에서 14.70, RB는 50℃에서 30.82, 70℃

Fang YZ, Yang S, Wu G. Free radicals, antioxidants, and
nutrition. Nutrition, 10: 872-879, 2002.
Folin O, Denis W. On phosphotungstic-phosphomolybdic
compounds as color reagents.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 12: 239-243, 1912.

에서 31.03, 90℃에서 31.01로 로스팅한 연근으로 우려낸 차보

Huang ZL, Liang Z, Li GJ, Hong H. Response surface

다 로스팅한 우엉으로 우려낸 차의 황색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methodology to extraction of dioscorea polysaccharides

RL3RB1은 50℃에서 15.23, 70℃에서 15.12, 90℃에서 20.87,

and the effects on rat’s bone quality. Carbohydrate

RL2RB1은 50℃에서 18.16, 70℃에서 18.03, 90℃에서 23.16,

Polymers , 83: 32-37, 2011.

RL1RB1은 50℃에서 22.83, 70℃에서 19.77, 90℃에서 23.20,

Ishihara K, Yamagishi N, Saito Y, Takasaki M, Konoshima

RL1RB2은 50℃에서 24.23, 70℃에서 20.17, 90℃에서 26.43,

T, Hatayama T. Arctigenin from Fructus arctii is a novel

RL1RB3은 50℃에서 25.79, 70℃에서 21.17, 90℃에서 28.40

suppressor of heat shock response in mammalian cells.

으로 나타났다.

Cell Stress & Chaperones , 11: 154-161, 2016.
Jang CS, Yu GH. A study on the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of tea culture for the propagation of

Conclusion

christianity. Journal of the Korean Tea Society , 19: 1-13,
2013.

이상의 결과 뿌리채소 중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연근과 우엉을

Jeong JB, Hong SC, Jeong HJ, Koo JS. Arctigenin induces

로스팅하여 차를 제조한 후 혼합비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총 폴리

cell cycle arrest by blocking the phosphorylation

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은 로스팅한 우엉만을 90℃에

of Rb via the modulation of cell cycle regulatory

서 우려낸 차 RB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pH는 로스팅한 연근만을

proteins in human gastric cancer cells. International

70℃에서 우려낸 차 RL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도는 로스팅한

Immunopharmacology , 11: 1573-1577, 2011.

우엉만을 50℃에서 우려낸 차 RL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색도

Kim IS.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on object

는 로스팅한 우엉만을 90℃에서 우려낸 차 RB가 가장 높게 나타

re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났다. 황색도는 로스팅한 우엉만을 70℃에서 우려낸 차 RB가 가

relationship of juvenile probationers: focused on juvenile

장 높게 나타났다. 즉, 우엉과 연근을 로스팅하여 90℃ 온도에서

probationers in <U-city>.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우려낸 차가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하여

Association , 14: 199-210, 2014.

항산화 차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우엉과

Kim JM, Shin YK, Kim BO, Kim JK, Lee SH, Kim YS. Effect of

연근 같은 뿌리채소를 이용한 피부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너 뷰티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on antioxidant activity and

차(inner beauty tea)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allergic dermatitis. Korean Journal of Life Science , 22:

기대하는 바이다.

958-963, 2012.
Kim MS, Oh OH. An investigative analysis of recognition

This work is part of the Yen-Hee Jung's M.S. thesis at
the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and uses for the Codonopsis lanceolata in Seoul and
Kyunggido a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46:
27-3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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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한 이너 뷰티 차의 항산화 활성과 품질 평가
정연희1, 한정순2, 김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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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식품치료전공, 서울, 한국

2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뿌리채소 12종 가운데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뿌리채소 2종을 선정하여 로스팅한
후 차를 제조하여 혼합비율과 온도변화에 따른 품질평가를 하여 이너 뷰티 차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뿌리채소와 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능 방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차의 품질 특성
은 색도,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뿌리채소 12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을 측정한 결과 우엉(72.09
mg TAE/g)과 연근(8.86 mg TAE/g)이 높게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능도 우엉(90.21%), 연근(87.83%)이 높았다. 이에 우엉
과 연근을 선정하여 로스팅한 후 우려낸 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은 로스팅한 우엉만을 90℃에서 우려낸 차
가 99.86 mg TAE/g, 89.11 μg/mL로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pH는 로스팅한 연근만을 70℃에서 우려낸 차(RL)가 6.2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도(L*)는 로스팅한 연근만을 50℃에서 우려낸 차(RL)가 6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색도 (a*)는 로스
팅한 우엉만을 90℃에서 우려낸 차(RB)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 (b*)는 로스팅한 우엉만을 70℃에서 우려낸 차(RB)
가 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차 제조시 우엉을 로스팅하여 90℃에서 우려낸 것이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결론: 그러므로 뿌리채소인 로스팅한 우엉이나 연근을 이용한 차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여 이너 뷰티 차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연근, 우엉, 로스팅, 이너 뷰티 차,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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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烤藕和牛蒡对内部美容茶的抗氧化活性和质量评价
鄭姸姬1，韓正順2，金愛貞1*

京畿大学代替医疗大学院，食品治疗学科，首尔，韩国

1

高丽大学生活科学研究所，首尔，韩国

2

目的: 在国内具有最多消费的12种根茎类蔬菜中，选择具有高抗氧化活性的两种根类蔬菜来开发内在美容茶。
方法: 通过测定1,1-二苯基-2-苦基肼（DPPH）的总多酚含量和自由基清除活性，测定这些根茎类蔬菜及其制

备的相应茶叶的抗氧化活性。还测量了茶的颜色，机械性质，质地特征，矿物质含量和生理活性。结果: 牛蒡

（72.09 mg单宁酸当量[TAE]/g）和莲藕（8.86 mg TAE/g）中12种蔬菜的总多酚含量最高。牛蒡（90.21％）
和莲藕（87.83％）的DPPH自由基清除活性也较高。烤牛蒡（RB）提取茶的总多酚含量和DPPH自由基清除活

性分别为99.86 mg TAE/g和89.11 μg/ mL，在90℃提取温度下获得最高值。烤藕（RL）提取茶的pH值（6.24）
在70℃时最高。 RL根提取物茶的轻度（63.08）在50℃时最高。RB提取茶的红度（2.34）在90℃时，最高，而
黄度（31.03）在70℃时，最高。这些结果表明，在高温下，焙烧和浸出是增加抗氧化活性的有效方法。结论:
莲藕和牛蒡具有优异的抗氧化活性，可用作内在美容茶。
关键词: 莲藕，牛蒡，烤，内在美茶，抗氧化活性

http://www.e-ajbc.org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