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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항산화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치셨습니까? 

ilovepecans.org 온라인 투표에 정답이 있습니다: 1d, 2d, 3d. 
 
 

피칸이 전체 견과류 중 항산화제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애틀랜타 (2004년 7월 15일)-새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견과류 중 피칸이 월

등히 많은 항산화제(antioxidant)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류 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항

산화 기능을 지닌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제는 음식물에 들어 있는 물질로 세포 손상

을 막아주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암 및 심장병 같은 질환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농무부 아칸사주 어린이 영양 센터(Children’s Nutrition Center)에서는 최근에 대규모로 전 식품

에 걸쳐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과일, 야채, 견과류, 말린 과일, 양념, 시리얼 등을 포함하여 100여 

개 이상의 식품에서 항산화 함유량을 측정하였습니다. ORAC(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산소 유리기 흡수력)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피칸이 전체 견과류 중에서 항산화제

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수치가 높은 음식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항산화제

는 노화 과정뿐 아니라 수 많은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세포 내 산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했던 본 센터의 Xianli Wu 수석 연구원은 “이 측정법으로 식품 내 항산화제 총량

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피칸이 

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한 음식으로는 콩, 블루베리, 사과, 피칸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화학 저널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6월 호에 발표된 본 연구는 미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속

의 항산화제 현황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소비

자가 섭취하는 전체 항산화제 양을 측정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피칸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팬케이크나 와플, 과일 향의 요구르트 또는 

시리얼 위에 뿌려 드시거나 치즈 대신 피칸으로 샐러드나 야채에 토핑하셔도 좋고 닭이나 생선을 

굽기 전에 피칸으로 코팅하셔도 됩니다. 언제라도 간편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라우니나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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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피칸을 첨가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피칸에는 비타민 A, 비타민 E, 엽산,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여러 종류의 비타민 B 및 아연을 

포함하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약 1온스(피칸 8개 분량) 만으로도 위의 영양소와 항산

화제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National Pecan Shellers Association(NPSA)는 비영리 교역 단체로서 조리사, 건강 관련 전문가, 식

품 가공기술업자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피칸의 풍부한 맛과 다양한 이용법, 영양학적 장점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 2005 미국 피칸 협회(National Pecan Shellers Association) 

 

 

 

 

 

 

 

 

 

 

 

 

 

 

 

 

 

 

 

 

 

 

 

 2



영양 정보 

․ 견과류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 
피칸하면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화려한 과자 요리를 떠올리지만, 입 안에서 깨무는 느낌과 기분 좋

은 향을 만끽하려고 휴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피칸은 영양소 덩어리로서 언제라도 즐기

실 수 있습니다! 

 

․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피칸과 관련해 최근에 발표된 두 논문(로마 린다 대학과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는 피칸을 다른 

음식과 섞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

들은 피칸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피

칸에는 항산화 성질을 가진 식물 성분이 들어있어 LDL(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부식” 다시 말해 

산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조지아 대학 연구팀은 피칸 속에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식물성 스테롤(sterols)을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석 발병 진행을 억제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에 의하면 매주 5

온스 이상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여성이 매달 1온스 이하의 견과류를 섭취하거나 전혀 먹지 않았

던 여성들에 비해 담석증에 걸릴 위험성이 25퍼센트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석증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약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병에 걸리며 매년 백만 명 정도의 환자

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견과류 섭취가 담석 재거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본 데이터는 진행 중인 간호사 건강 연구(Nurse’s Health Study)에 참가하고 

있는 807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http.nutraingredients.com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피칸은 영양학적 장점뿐 아니라 모든 음식에 거부할 수 없는 독특한 향과 맛을 더해 드립니다. 피

칸에는 비타민 A, 비타민 E, 엽산,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여러 종류의 비타민B 및 아연 등을 

포함하여 19가지가 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피칸을 드십시오. 
단 1온스의 피칸 (작은 손으로 한 가득 또는 반쪽짜리 15개)속에는 3.5온스의 껍질 벗긴 닭 한 조

각보다도 적절한 성장과 강한 면역력에 중요한 성분인 아연이 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아연 섭취에 좋은 음식은 동물이지만 피칸은 식물이면서 풍부한 아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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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적습니다 
피칸에서 발견되는 지방의 반 이상(약 60%)은 단일불포화지방산이며 나머지 약 30%는 다중불포

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피칸 지방(기름)의 거의 90%는 심장에 좋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인의 식단으로 꾸며 보십시오.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에 좋은 “지중해식 식단”의 주 재료인 올리브 기름 속에는 올레산으로 알려진 단일불포화지방

산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표준 올리브 기름 섭취량(테이블스푼으

로 하나)보다 표준 피칸섭취량(약 1온스 또는 30g)이 이처럼 몸에 이로운 지방을 약 25-30%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시겠다면 두 개의 “P”로 싸우십시오: 바로 phytochemicals 와 
pecans입니다. 
수 많은 연구에 따르면 피칸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처럼 phytochemicals(식물 속에 들어있는 항

산화 물질)는 다양한 암과 심장 질환 같은 특정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

다.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피칸은 육류, 가금류, 생선, 달걀 및 건조 콩과 함께 미 농무부의 식품 가이드 피라미드(Food 

Guide Pyramid: 소비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식품군 별로 피라미드형으로 양적 개념을 표

현한 모형도)에서 단백질 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피칸이 채식주의자와 육류보다는 채식을 주로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영양학적으로도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피칸의 뛰어난 맛과 장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 섭취를 늘리려면 일상 식단에 피칸을 첨가만 하십시오. 1온스의 피칸 속에는 중간 크기의 

사과 1개가 가지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하루 섬유질 권장량의 10%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피칸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당연히 나트륨도 없어 소금이나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섭

취해야 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칸은 대단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날마다 피칸을 드셔 보십시오…             
예전과는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작권 2002 미국 피칸협회 

Pecan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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