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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nutritional composition and antioxidative activity of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coreanum (aerial parts and roots) according to different drying methods (natural drying and freeze-dry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tamin C content in roots depending on the drying methods. Howev-
er, vitamin A (P＜0.01), E (P＜0.001) and C (P＜0.001) content of aerial parts, and vitamin A (P＜0.001) 
and E (P＜0.05) content of roots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freeze-drying compared to natural drying. For 
organic acids, the oxalic acid content of the aerial parts and roots were the highest. The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 in extracts from the aerial parts (P＜0.01) and roots (P＜0.05) were significantly high-
er after freeze-drying compared to natural drying. In addition,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ntioxidative index from the natural drying and freeze-drying of 
Taraxacum coreanum extra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erial parts compared to the roots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utritional composition and antioxidative activity of Taraxacum coreanum are 
higher in the aerial parts compared to the roots, and higher after freeze-drying compared to natural drying. 
Therefore, the aerial parts of Taraxacum coreanum could be suggested as an antioxidative functional foo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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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흰민들레(Taraxacum coreanum)는 국화과(Composi-
tae) 다년생 초본인 민들레의 한 품종으로서 우리나

라 각처 낮은 지대의 양지쪽에 자라는 고유의 재래

종이다. 민들레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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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약 2,000여 종이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주로 토종민

들레(T. mongolicum), 좀민들레(T. hallaisanense), 산민

들레(T. ohwianum), 흰민들레(T. coreanum)를 비롯한 

자생 4종과 서양민들레(T. officinale)와 붉은씨서양민

들레(T. laevigatum) 귀화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Lee 
1980; Park 1995). 흰민들레는 토종민들레(T. mongol-
icum)와 비슷하지만 꽃이 흰색인 것이 특징이며 ‘조
선포공영’, ‘백화포공영’, ‘조선민들레’ 등으로 불리

운다(Kang & Kim 2001; Im & Lee 2011a).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민들레는 뿌리, 

잎, 꽃, 꽃줄기 등 식물의 전체를 약용으로 사용하

는데, 지상부를 말린 것을 포공영(浦公英)이라 하여 

완하제, 건위제, 강장제 등의 약제로 사용하며, 뿌리 

부위를 말린 것을 포공영근(浦公英根)이라 하여 해

열, 이뇨, 거담,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다(Kang & 
Kim 2001). 또한 서양에서도 담즙분비 촉진, 이뇨, 
항류마티스, 항염증 효능을 가지는 주요한 허브로 

인식되어 왔으며(González-Castejón 등 2012), 건조한 

민들레의 잎과 뿌리는 커피 대용품으로 애용되고 

있다(Jeong 등 1991). 민들레는 약재로서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 생즙이나 나물로 이용하다가 최근 쌈 

채소나 샐러드 채소로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엑기스, 티백 등의 식품으로 판매되

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Zhishen 등 1999). 
민들레의 성분으로 꽃과 잎을 포함한 지상부에는 

chlorogenic acid, chicoric acid 등의 폴리페놀과 luteo-
lin과 quercetin 등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가 함유되

어 있으며 주로 hydrocinnamic acid 유도체 화합물이 

잎의 주요한 페놀화합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등 

1996; Budzianowski 1997; González-Castejón 등 2012). 
뿌리에는 고미성분인 taraxacin과 다당류의 일종인 

inulin이 풍부하고, taraxanthin 등의 carotenoids와 tar-
axaol과 taraxasterol 등의 phytosterol 및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등의 페놀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등 1996; Katrin 등 2006).

지금까지 보고된 흰민들레의 생리활성 연구로는 

동맥경화 유발인자인 LDL의 산화 억제효과(Yang & 
Jeon 1996), 급성 수은 중독된 생쥐의 간에 미치는 

효과(Cheong 등 2008), 항균활성(Boo 등 2009), 항산

화활성(Im & Lee 2011a), nitric oxide 생성억제 및 

소거 활성과 tyrosinase 저해 활성(Im & Lee 2011b)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로 Lee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민들레의 추출물보다 

흰민들레 추출물에서 암세포의 세포증식 억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뿌리의 추출물에서 높은 억

제효과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민들레가 생약재 및 기능성 식품소재로 이

용되기 위해서는 건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식품의 

건조에는 건조방법, 시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이 

관여하며 이들 조건은 식품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

분 및 생리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08; Kim 등 2009). 또한 민들레에

는 페놀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다량 함유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들레의 품종, 부위 및 추출

물에 따른 항산화활성이 보고되고 있으나(Lee 등 

2004a; Lee 등 2004b; Choi 등 2013), 건조방법에 따

른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흰민들레를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하여 영양성분 및 항산화활성을 건조방법

에 따른 부위별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건조방

법이 흰민들레의 영양성분 및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흰민들레의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재료

흰민들레는 2013년 4월 양구지역에 자생하는 것

을 채집한 것으로 지상부(줄기, 잎, 꽃)와 뿌리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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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세한 다음 salad spinner
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였다. 자연건조 흰민들레

는 건조한 실내에 펼쳐 음건하였으며, 동결건조 흰

민들레는 −70oC deep freezer(MDF-U52V, Sanyo, Osaka, 
Japan)에서 냉동시킨 후 동결건조기(ED 8512, Ilshin,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70oC에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하여 분말로 제조한 후 −70oC에

서 냉동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각 시험 

항목에 대한 시료의 분석은 3회 반복 실시하였다. 

2. 시료추출

건조된 시료 100 g당 80% ethanol 1,500 ml을 첨

가한 후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65oC의 heating mantle
에서 3시간씩 3회 추출한 다음 Whatman filter pa-
per(No.2)로 여과하였으며, 여액을 40oC 수욕상에서 

rotary vacuum evaporator로 용매를 제거하고 감압ㆍ

농축한 후 시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70oC에 

냉동보관하였다. 

3. 비타민 분석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분석은 식품공전법(Korea 
Food and Drug Association 2005)의 시험방법을 기준

으로 수행하였다. 시료 0.5 g, ascorbic acid 0.1 g 및 

ethanol 5 ml를 취하여 80o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50% KOH 용액 0.25 ml을 첨가하고 20분간 가열한 

다음 증류수 24 ml와 hexane 5 ml를 가하여 1,150 g
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징액을 분리하여 

hexane 40 ml를 가하고 원심분리한 다음 상징액을 

분리하고 증류수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후 하층

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한 다음 전 용액

을 합하여 Na2SO4로 탈수하고 rotary vacuum evapo-
rator로 hexane을 3 ml까지 감압ㆍ농축한 후 HPLC 
(LC-10AVP,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으로 column은 shim-pack GLC-ODS(M) 25 cm를 

사용하였고, 비타민 A와 비타민 E 분석을 위한 de-

tector는 SPD-10A(UV-VIS detector 254 nm, Japan)와 

RF-10A(Spectrofluorometric detector, Japan)를 각각 사

용하였다. 비타민 C 함량은 각 추출물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Young-Rin Associ-
ates, Seoul, Korea)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으로 

column은 μBondapak C18(3.9×300 mm, 10 μm), flow 
rate는 0.6 ml/min, 이동상은 0.1% phosphoric acid를 

사용하였다.

4. 유기산 분석

유기산 분석은 AOAC 방법(AOAC 1995)에 따라 

시료 1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80oC 수조에서 4
시간 가열한 다음 Whatman filter paper(No. 2)로 여

과하고, 여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ㆍ농

축한 후 증류수로 10 ml로 정용하여 Ion Chromato-
graphy(DX-600, Dionex, USA)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으로 colunm은 Ionpac AS11-HS Analytical, re-
agent는 5.0 mM tetrabutylammonium hydroxide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이 외의 분석조건으로는 flow rate
는 1.0 ml/min, injection volume은 10 μl로 하여 분

석하였다.

5. 총 polyphenol 함량

총 polyphenol 함량은 Folin-Denis법(Folin & Denis 
1912)에 따라 측정하였다. Test tube에 시료 1 ml와 

Folin reagent 2 ml을 넣은 후 실온에서 3분간 정치

한 다음 10% Na2CO3 2 ml을 첨가하였고 이를 혼합

한 후 30oC에서 40분간 정치하였으며,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PC, Shimadzu, Kyoto, Japan)
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준곡선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최종농도가 0, 0.2, 
0.4, 0.6, 0.8 및 1.0 mg/ml가 되도록 작성하였으며, 
이 검량곡선으로부터 시료 중의 폴리페놀 함량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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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rying Freeze-drying

Aerial part Root Aerial part Root

Vitamin A   0.50±0.021)b2)**3)   0.16±0.01d###4)   0.59±0.02a   0.33±0.02c

Vitamin E   0.24±0.02b***   0.17±0.02c#   0.62±0.02a   0.22±0.01b

Vitamin C 180.89±5.02b*** 132.31±5.65c 269.45±3.94a 128.51±4.28c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etween groups by Tukey’s test
3)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erial parts of natural drying and aerial par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1, ***P
＜0.001)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oots of natural drying and roo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5, ###P＜0.001)

Table 1. Vitamin A, E and C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coreanum according to drying methods.
(mg/100 g)

6. 총 flavonoid 함량

총 flavonoid 함량은 Davis법을 변형한 방법(Chae 
등 2002)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diethylene 
glycol 2 ml을 첨가한 다음 1N NaOH 20 μl을 넣고 

37oC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UV- 
spectrophotometer(UV-1601PC, Shimadzu, Kyoto, Japan)
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rutin을 이용하여 최종 농도가 0, 0.2, 0.4, 0.6, 0.8 및 

1.0 mg/ml가 되도록 조제하였으며, 이 검량곡선으로

부터 시료 중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했다.

7. DHHP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의 방법(Blois 195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비파잎 추출물 1 ml와 0.2 
mM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1 ml을 test 
tube에 취한 후 혼합하여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UV-spectrophotometer(UV-1601PC,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이때, 활성의 비교를 위하여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BHT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 비파잎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1－시료첨가

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100에 의하여 계산

하여 나타냈다.

8. 항산화지수

항산화지수(antioxidant index, AI)는 Rancimat(Met-
rohm model 679, Herisan,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측

정하는 방법으로 Joo & Kim의 방법(2002)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에 포함된 용매

를 완전히 제거한 후 추출물의 함량이 1,000 ppm이 

되도록 soybean oil(Sigma Co., USA)에 첨가하고, 초

음파기기(Ultrasonic processor, UCX-750, USA)를 이

용하여 유기 용매 추출물과 유지가 잘 혼합되도록 

하였다. Rancimat의 측정 조건은 시료 3.0 g를 반응 

용기에 취하고 증류수 70 ml를 측정용기에 넣은 후 

110oC에서 air flow rate 20 L/hr로 하여 산화안정성

을 비교하였다. 항산화지수는 추출물을 첨가한 실험

군의 유도시간을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유도시간으로 나눈 값을 구하였다. 기존의 상업용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BHT, 천연 항산화제인 비

타민 C를 유지에 대해 첨가하여 양성대조군으로 비

교 실험하였다.

9. 통계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얻은 결과로 결과는 SPS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t-test 및 분산분석(ANOVA)과 P＜0.05 수준에서 Tu-
key’s test에 의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치간의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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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rying Freeze-drying

Aerial part Root Aerial part Root

Oxalic acid 518.02±8.761)b2)**3) 430.64±7.77d##4) 570.97±5.70a 483.76±6.17c

Citric acid 328.38±10.70a 283.39±7.23b## 345.45±7.21a 330.01±8.00a

Tartaric acid 101.18±10.97b**  73.36±2.55c 154.67±6.47a  76.76±3.12c

Malic acid 394.46±6.88b** 228.70±7.84d## 421.67±7.19a 268.24±6.60c

Succinic acid ND5) ND ND ND

Lactic acid 433.73±10.05b** 326.38±6.04d### 499.71±9.02a 397.51±7.84c

Acetic acid  81.09±3.62c**  74.95±1.34d#  99.43±5.68a  92.99±1.54b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etween groups by Tukey’s test
3)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erial parts of natural drying and aerial par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1)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oots of natural drying and roo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5) ND: not detected

Table 2. Organic acid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coreanum according to drying methods.
(mg/100 g)

결 과

1. 비타민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의 부위별 비타민 

A, E 및 C의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비타민 A의 함

량은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았으며, 흰
민들레의 지상부(P＜0.01)와 뿌리(P＜0.001) 모두 자

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비타민 E의 함량은 동결건조 흰민들레 지상

부에서 유의적으로(P＜0.05) 가장 높았으며, 흰민들

레의 지상부(P＜0.001)와 뿌리(P＜0.05) 모두 자연건

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흰민들레의 비타민 C의 함량은 비타민 A 및 E의 

함량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자연건조 및 동결건

조 흰민들레 모두 지상부의 비타민 C 함량은 뿌리

에 비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으며, 뿌
리의 비타민 C 함량은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적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상부의 비타민 C 함량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2. 유기산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의 부위별 유기산 

함량은 Table 2와 같다. 7종의 유기산을 분석한 결

과 succinic acid를 제외한 6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

다.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지상부에

는 oxal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lact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tartaric acid, ace-
tic acid의 순이었다. 뿌리의 유기산 조성도 건조방법

에 상관없이 oxal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고, 다음으

로 lac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acetic acid, tarta-
ric acid 순으로 검출되었다. Oxal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및 acetic acid의 함량은 자연건조 및 동결

건조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함량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5), 흰민들레의 지상

부(P＜0.01)와 뿌리(P＜0.05, P＜0.01, P＜0.001) 모두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

다. Citric acid의 함량은 자연건조 흰민들레에서는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의 함량이 더 유의적으로(P＜ 

0.05) 높게 나타났으나, 동결건조 흰민들레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 
부위별 건조방법에 따른 유기산 함량 차이를 살

펴보면, 흰민들레 지상부(P＜0.01)와 뿌리(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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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1) Natural drying Freeze-drying

Aerial part Root Aerial part Root

Total polyphenol (mg/g) 94.05±4.012)b3)**4) 21.22±3.52d#5) 128.50±4.23a 32.90±4.24c

Total flavonoid (mg/g) 60.71±5.02b** 16.51±2.65d#  88.55±4.94a 25.35±3.88c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0 ppm (1 mg/ml)
2)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etween groups by Tukey’s test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erial parts of natural drying and aerial par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1)
5)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oots of natural drying and roo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5)

Table 3.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coreanum extracts according to drying 
methods.

모두 oxalic acid의 함량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

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상부의 citric 
acid의 함량은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뿌리의 citric acid의 함량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1). Tartaric acid의 함량은 자연건조 및 동결건

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5), 지상부의 tartaric acid의 함량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P＜0.01) 
높게 나타났으나, 뿌리의 함량은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actic acid의 함량은 동결건

조 흰민들레 지상부(P＜0.01)와 뿌리(P＜0.001)에서는 

자연건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은 Table 3
과 같다.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은 자연

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지상부가 뿌리에 

비하여 더 유의적으로(P＜0.05) 높았으며, 흰민들레

의 지상부(P＜0.01)와 뿌리(P＜0.05) 모두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
조방법에 따른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함량 모두 총 flavonoid 함량에 비하여 총 polyphenol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DPPH radical 소거능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DPPH radical 소거능은 Table 4와 같다. 건조

방법(자연건조, 동결건조)에 따른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지상부, 뿌리) DPPH radical 소거능

은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

하여 지상부에서 더 유의적으로 radical 소거능이 높

았다(P＜0.05). 대조구인 BHA, BHT 및 비타민 C는 

각각 79.87%, 82.87%, 92.49%로 합성항산화제인 BHA
와 BHT에 비하여 천연항산화제인 비타민 C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더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5).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뿌리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각각 68.52%와 69.06%로 건

조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

조구(BHA, BHT, 비타민 C)에 비해서도 유의적으로 

낮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P＜0.05). 그러나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지상부의 DPPH ra-
dical 소거능은 각각 82.95%와 85.87%로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P＜0.05), 비타민 C보다는 낮았으나, BHA에 비해서

는 높게 나타났다(P＜0.05). 

5. 항산화지수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유지 산화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an-
cimat으로 측정한 항산화지수는 Table 5와 같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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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Natural drying 
Aerial part 82.95±1.022)c3)*4)

Root 68.52±2.05e

Freeze-drying
Aerial part 85.87±1.22b

Root 69.06±1.68e

BHA5) 79.87±1.28d

BHT6) 82.87±0.85c

Vitamin C 92.49±1.87a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0 ppm (1 mg/ml)
2)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

tly different (P＜0.05) between groups by Tukey’s test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erial parts of natural drying and 

aerial par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5)
5)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6) BHT: butylated hydroxytouene

Table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coreanum extracts according to drying 
methods.

Samples1) IP2) AI3)

Control4)  7.02±0.485)d6) 1.00

Natural drying
Aerial part 13.17±0.31c*7) 1.88

Root  9.52±0.45e 1.36

Freeze-drying
Aerial part 13.80±0.25b 1.97

Root  9.82±0.52e 1.40

BHA8) 12.02±0.49d 1.71

BHT9) 12.40±0.57d 1.77

Vitamin C 15.27±0.35a 2.18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0 ppm (1 mg/ml)
2) Induction period (IP) of oil was determined by test of Rancimat 

at 110oC
3) Antioxidant index (AI) was expressed as IP of oil containing sam-

ple/IP of soybean oil
4) Control: soybean oil without Taraxacum coreanum ethanol extract
5)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6)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

tly different (P＜0.05) between groups by Tukey’s test
7)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erial parts of natural drying and 

aerial parts of freeze-drying measured by Student’s t-test (*P＜0.05)
8)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9) BHT: butylated hydroxytouene

Table 5. Antioxidative index of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coreanum extracts according to drying methods.

성대조군으로 사용한 천연항산화제인 비타민 C의 

항산화지수는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성항산

화제인 BHA와 BHT는 각각 1.71과 1.77로 비타민 C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P＜0.05). 자연건조 및 동

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더 

유의적으로 항산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P＜0.05). 자
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지상부의 항산화지수

는 각각 1.88과 1.97로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C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BHA와 BHT보다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뿌리의 항산화지수

는 각각 1.36과 1.40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대조

구인 BHA, BHT 및 비타민 C에 비해서는 유의적으

로 낮았으나 시료를 미첨가한 음성대조군의 1.00보
다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P＜0.05)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의 soybean oil에 

대한 산화 억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찰

건조방법을 달리한 흰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의 

항산화 비타민의 함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A, E 및 C의 함량은 지상부와 뿌리 모두 비타민 C
의 함량이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함량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

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Shin(199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으

로 서양민들레의 비타민 C 함량은 비타민 A 함량에 

비하여 높았으며,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 모두 

뿌리에 비하여 잎에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2004a)도 서양민들레의 부위별 비타민 함량

에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잎이 꽃이나 뿌리

보다 비타민 함량이 많았고 모든 부위에서 비타민 

A 함량에 비하여 비타민 C 함량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면 뿌리의 비타민 C 함량은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상부와 뿌리의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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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 함량은 자연건조 흰민들레에 비하여 동결건조 

흰민들레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Kim & Park(2006)의 연구에서도 쑥의 비타민 C 함

량은 동결건조 방법이 21.5 mg/100 g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음건이 15.3 mg/100 g으로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조방법을 달리한 보리

잎의 비타민 C 함량은 동결건조 657.62 mg%, 음건 

598.48 mg%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음건에 비

하여 동결건조 방법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Park 등 2008a).
흰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의 유기산을 분석한 결

과 oxalic acid, citr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의 6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다. 
Shin(1999)이 보고한 서양민들레의 유기산 조성은 

oxal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로 구성되었다고 하

여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들레의 품종에 따른 차이인지 분석방법과 분석기

기에 따른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유기산 조성 

중 지상부와 뿌리에는 oxal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Shin(1999)의 연구에서도 서양민들레

의 잎과 뿌리 모두 유기산 조성 중 oxalic acid의 함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흰민들레의 부위별 유기산 함량의 차이를 보면, 동

결건조 흰민들레의 citric acid 함량을 제외하고는 자

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의 유기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결과는 Shin(199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

향을 보였다. 흰민들레의 건조방법에 따른 유기산 

함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상부의 citric acid 함량과 

뿌리의 tartaric acid 함량을 제외하고는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

다. Park 등(2008a)의 연구에서는 건조방법을 달리한 

보리잎의 유기산 함량은 유기산 마다 건조방법에 

따른 큰 차이를 보였다.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은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

두 지상부가 뿌리에 비하여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종민들레의 메탄올 및 물 

추출물 모두 총 polyphenol 함량이 총 flavonoid 함량

에 비하여 높았으며,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 모두 뿌리보다는 지상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Heo & Wang(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또한 Han 등(2011)의 연구에서도 서양민들레 

70%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총 polyphenol 함량은 

꽃, 잎, 전초, 뿌리 순으로 나타났고, 총 flavonoid 함
량은 잎, 꽃, 전초, 뿌리 순으로 보고되어 서양민들

레의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 모두 뿌리

보다는 지상부에서 보다 많이 함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건조방법에 따른 총 polyphenol 및 총 fla-
vonoid 함량은 흰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 모두 자연

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Kim 등(2009)의 연구에서 쑥부쟁이와 씀바귀

의 건조방법에 따른 총 polyphenol 함량은 자연건조

와 동결건조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방아풀

의 총 polyphenol 함량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

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시료마다 건조방법

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건조방법에 따른 총 

flavonoid 함량은 쑥부쟁이, 씀바귀 및 방아풀 모두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Park 등(2008b)의 건조방법을 달리한 보리잎의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은 음건과 동결건조 

방법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DPPH는 free radical 형태로서 비타민 C 및 비타

민 E, polyhydroxy 방향족화합물, 방향족아민류에 의

해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됨으로 항산화 물질

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Blois 1958). 
건조방법에 따른 흰민들레 에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DPPH radical 소거능은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

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민

들레 물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뿌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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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에서 더 활성이 높았다는 Kang 등(2002)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Min & Jhoo(2013)
의 연구에서는 서양민들레 DPPH radical 소거능은 

열수추출물＞70% 에탄올＞50% 에탄올＞100% 에탄

올＞물추출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상부와 뿌리의 

부위별 DPPH radical 소거능은 추출물마다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뿌리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구에 비해서도 낮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그러나 지상부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

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C보다는 

낮았으나, BHA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과 유사한 경향으로 DPPH radical 소거능은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식물체의 총 polyphenol 함량과 

전자공여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poly-
phenol 함량이 높을수록 전자공여능이 높은 경향이

라고 보고된 바 있다(Kim 등 2002). Choi 등(2013)이 

보고한 국내 자생 민들레 5종의 DPPH radical 소거

능은 각 종의 70% 에탄올 추출물 200 μg/ml에서 

좀민들레 59.5%, 흰민들레 49.5%, 서양민들레 48.1%, 
산민들레 46.3%, 민들레 40.7% 순으로 나타나, 다른 

종들에 비하여 흰민들레의 항산화활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흰민들레 추출물의 항산화효과를 Rancimat으로 측

정한 항산화지수는 DPPH radical 소거능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뿌

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더 유의적으로 항산화지수

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로 보인다.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지상부

의 항산화지수는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C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BHA
와 BHT보다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뿌리의 항산화지수는 건조방

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구인 BHA, 
BHT 및 비타민 C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시료를 미

첨가한 음성대조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동결건조 흰민들레의 지

상부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총 polyphenol과 총 fla-
vonoid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항산화제로 이용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며, 자연건조보다는 동결건조 

방법이 흰민들레의 지상부에서 항산화효과를 높이

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흰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를 각각 자

연건조 및 동결건조하여 건조방법에 따른 영양성분 

및 항산화활성을 부위별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건조방법이 흰민들레의 부위별 영양성분 및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1. 비타민 A, E 및 C의 함량은 지상부와 뿌리 모두 

비타민 A 및 E의 함량에 비하여 비타민 C의 함

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자연건조 및 동결건

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뿌리의 비타민 C 함

량은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상부의 비타민 A 및 비타민 C 함량과 뿌리의 

비타민 A의 함량은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

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았다. 
2. 건조방법에 따른 흰민들레의 부위별 유기산을 분

석한 결과 지상부와 뿌리에는 oxalic acid의 함량

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동결건조 흰민들레의 

citric acid 함량을 제외하고는 자연건조 및 동결건

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의 유기

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상부

의 citric acid의 함량과 뿌리의 tartaric acid의 함량

을 제외하고는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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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은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지상부가 뿌리에 비

하여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조방법에 

따른 총 polyphenol 및 총 flavonoid 함량은 흰민

들레의 지상부와 뿌리 모두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DPPH radical 소거능과 Rancimat으로 측정한 항산

화지수는 자연건조 및 동결건조 흰민들레 모두 

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에서 더 유의적으로 높았다. 
지상부의 DPPH radical 소거능과 항산화지수는 

자연건조에 비하여 동결건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C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았

으나 BHA와 BHT보다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뿌리의 DPPH radical 소거능과 항산화지수는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구인 

BHA, BHT 및 비타민 C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시

료를 미첨가한 음성대조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흰민들레에는 비타민, 유기산, poly-
phenol 및 flavonoid의 생리활성물질을 다량 함유하

며 지상부에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런 

우수한 생리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연건조보

다는 동결건조가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흰민들레를 

이용하여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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