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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of Deoduk (Codonopsis lanceola-
ta) and Doragi (Platycodon grandiflorum) with heating. Deoduk and Doragi were heated to 110～150oC for 2
hours.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Deoduk and Doragi reached high values of 6.31 and 7.34 mg/g, respectively,
at 150

o
C.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raw Deoduk and Doragi were 0.60 and 0.59 mg/g,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of Deoduk and Doragi decreased from 13.94 and 6.83 mg/mL, re-
spectively, in raw samples to 0.81 and 0.94 mg/mL, respectively, in samples heated to 150oC.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eoduk and Doragi increased from 0.43 and 0.21 mg AA eq/g, respectively, in raw samples
to 3.55 and 4.83 mg AA eq/g, respectively, in samples heated to 150oC. The reducing power of raw Deoduk
and Doragi was 0.1 and 0.06, respectively, which was increased to 0.54 and 0.50, respectively, in samples heated
to 150

o
C. Fructose content decreased after heating to 130

o
C. The sucrose content of the samples increased slowly

with heating up to 120oC, but was not detected at warmer temperatures. The organic acid and 5-HMF of the
samples in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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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산

간지방에서 야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일반식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산채식품이며,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인해 여러

가지 조리방법으로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폐 기운을 돋워주고 가래를 없애주는 약재로 사

용되어 강장, 해열, 진해, 거담, 해독 및 배농 등의 질병치료

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 더덕의 주성분은 saponin,

inulin과 flavonoid 등으로 알려져 있고(2), 혈청지질의 감소

효과(3), 면역력 증가(4) 및 세포벽 물질의 항산화효과가 보

고되었다(5,6).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더덕과 같이 식용으

로 이용되고 있는 산채식품으로(7) 주성분으로는 triterpe-

noid계 saponin인 platycodin A, C 및 D 등이 알려졌으며

이외에 inulin, betulin, stigmasterol과 당질, 섬유질을 함유

하고 있어 한방에서는 배농, 거담, 기관지염 및 천식 등의

기관지계 질환에 사용되어온 생약재이지만 약용보다는 식

용으로 더 많이 이용되어 왔다(8). 도라지에 대한 연구로는

무기물,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일반성분(9)과 장생도라지

추출물의 돌연변이 억제효과(10), 화학성분과 생리활성(11),

다년생 도라지의 항암 및 면역활성(12), 항콜린작용(13), 혈

당강하작용(14) 및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작용(15) 등이 보고

되었다.

식품의 열처리 가공은 식품의 저장수명을 연장시키고 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열처리 가공 중 열에

민감한 영양소의 파괴 및 활성물질의 손실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는 과일 및 채소류 등을 100oC 정도에서 가열하거나 데치기

하는 경우, 150～200
o
C 정도에서 로스팅과 같이 건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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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그리고 120
o
C 범위에서 고압살균과 같이 습열처리

하는 경우 다양한 변화에 의해 생리활성물질이 증가한다고

보고되면서(16)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초를 열처리할 경우에 항산화활성이 증가하며(17) 그밖에

도 인삼(18), 배(19), 마늘(20), 멜론, 사과, 토마토, 참외 및

수박(21) 등 여러 가지 과일 및 채소류의 열처리 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며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등 열처리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일반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는 더덕과 도라지에

대한 열처리 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덕과 도라지를 고온에서 열처리

하고 처리 전과 후의 화학성분 변화와 항산화활성 변화를

평가하여 기능성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더덕과 도라지는 2010년 국내에서 생산

된 것으로 충북 청주시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구입한 시료는 수세 후 분쇄하여 20 g씩 polyethylene

필름에 밀봉한 후 -20oC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열처리방법

더덕과 도라지의 열처리 온도와 시간은 선행연구(17-21)

를 통하여 성분 및 항산화활성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110,

120, 130, 140 및 150oC로 설정하였고 처리 시간은 2시간으로

고정하였으며, 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를 대조구로 하였다.

고온 열처리장치(JISCO, Seoul, Korea)는 10 kg/cm2 이상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가열에 의

해 증기압을 발생시키는 외부용기, 안전변과 공기배출구, 압

력게이지로 구성된 뚜껑, 그리고 시료를 넣는 내부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다.

추출물 제조

열처리 한 더덕과 도라지 20 g에 80% 에탄올 100 mL을

가하여 초음파 추출장치(SD-350H, Seong Dong, Seoul,

Korea)로 1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한 다음 추출액을 합쳐 감압

여과하고 회전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38oC에서 용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

음 일정량의 증류수로 정용한 다음 동결건조(Modulyod-

115, Thermo Electron Co., Waltham, MA, USA)하여 -20oC

에 보관하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Yang 등(18)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

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한 다음 50% Folin-

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였다. 2% Na2CO3 용액을

가하고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spectrophotometer

(UV-1650,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

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IC50) 측정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Hwang 등(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시료 0.2 mL에 2×10-4 M DPPH(Sigma Chemical Co.)
용액(99% ethanol에 용해) 0.8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

로 10초간 진탕하고 30분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광도의 차이는 용해한 용매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때 전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하였으

며, 추출물의 EDA(%) 값을 50% 감소시키는 IC50 값으로

표현하였다.

총 항산화력 측정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Kwon 등(20)의 방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2,2'-azino-bis-(3-ethylbenzo-

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Chemical Co.)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

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

3.6×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

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

corbic acid(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동량

첨가하였고, 총 항산화력은 AEAC(L-ascorbic acid equiv-

alent antioxidant capacity, mg AA eq/g)로 나타내었다.

환원력 측정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환원력은 Kong 등(22)의 방법에

따라 Fe
3+
(CN

-
)6가 반응을 통해 얻어진 전자에 의해 Fe

2+

(CN
-
)6으로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

다. 즉, 추출물 25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K3Fe(CN)6) 250 μL

를 각각 혼합하여 5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

trichloroacetic acid(CCl3COOH, w/v)를 가하였다. 위 반응

액을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징액 500 μL에

증류수 500 μ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FeCl3 ·

6H2O) 100 μL를 가하여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유리당 함량 측정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유리당 함량은 Bae 등(23)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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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olyphenol contents of Deoduk and Doragi
by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on bars of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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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of Deoduk and Doragi by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e) on bars of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즉, 시료 추출물을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기기는 HPLC

(Waters 2695, NewCastle, DE, USA)를 이용하였고, 칼럼은

carbohydrate(4.6×150 mm,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75:25, v/v),

검출기는 RI detector(Waters 2414), 유속은 1 mL/min, 주입

량은 20 μL로 하였다. 표준물질은 fructose, glucose 및 su-

crose(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였다.

유기산 함량 분석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유기산 함량은 Cho 등(24)의 방법

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10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해 초음

파 추출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

(Thermo Separation Products, Waltham, MA, USA)로 분

석하였다. 칼럼은 aminex HPX-87H ion exclusion column

(7.8×300 mm; 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였

고, 검출기는 UV detector(Spectra System UV1000, Thermo

Separation Products)로 215 nm에서 검출하였으며, 이동상

은 0.008 N sulphuric acid 용액을 0.6 mL/min 유속으로 흘려

주었고 20 μL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로는 citric

acid, malic acid 및 succinic acid(Sigma-Aldrich)를 사용하

였다.

5-HMF 함량 측정

열처리 시료 추출물의 5-HMF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Bae

등(23)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열처리한 시료 추출물을

ethyl acetate로 3회 분획한 후 농축하여 증류수로 용해시킨

다음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Younglin,

Anyang, Korea)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Mightysil RP-18 GP

column(4.6×250 mm, 5 μm, Kanto Chemical, Tokyo, Ja-
pan),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20:80 v/v), 검출기는 UV

detecter(Younglin)로 280 nm에서 분석하였으며, 유속은 0.6

mL/min, 주입량은 20 μL로 하였으며 표준물질은 5-HMF

(Wako Pure Chemical Co., Osaka, Japan)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Ver 12.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측정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유의성(p<0.05)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

열처리 조건에 따른 더덕과 도라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하지 않은 대조구

에서는 0.60 및 0.59 mg GA eq/g이었지만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덕은 0.92 mg GA eq/g에서 6.31 mg GA

eq/g으로 그리고 도라지는 0.99 mg GA eq/g에서 7.34 mg

GA eq/g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삼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은 무처리의 2.68 mg/g에서 열처리온도와 처리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29.46 mg/g으로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

하였으며(18), 이러한 총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는 고분자의

페놀성 화합물이 열처리에 의해 저분자의 페놀성 화합물로

전환되었거나 새롭게 생성되어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IC50) 변화

DPPH 라디칼 소거능(EDA%) 값을 50% 감소시키는 더

덕과 도라지의 IC50값을 열처리 조건별로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더덕

이 13.94 mg/mL 그리고 도라지에서는 6.83 mg/mL로 높게

나타났지만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활성이 증

가하여 150oC에서는 각각 0.81 및 0.94 mg/mL로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난 열처리 온도에서 항산화활

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열처리에 따른 페놀화합물의 증가로

항산화효과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감초의 IC50 값은 무처리에서 0.573 g/L이었으나 열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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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reducing power of Deoduk and Doragi by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are on bars of each sampl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Changes in free sugar contents of Deoduk and
Doragi by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Samples
Temperature

(oC)
Fructose Sucrose

Total
(%)

Deoduk

Control
110
120
130
140
150

2.92±0.22c1)
2.79±0.07c
4.62±0.30e
3.68±0.15d
1.92±0.00b
0.84±0.01a

1.08±0.28a
1.21±0.21a
2.05±0.04b
ND2)

ND
ND

3.995
4.000
6.671
3.683
1.917
0.841

Doragi

Control
110
120
130
140
150

2.09±0.40b
2.47±0.02c
3.92±0.24d
3.98±0.07d
2.13±0.04b
0.74±0.05a

0.40±0.00a
0.48±0.10a
0.64±0.05a
ND
ND
ND

2.491
2.950
4.562
3.984
2.125
0.738

1)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D: Not detected.

0.32 g/L로 낮아지며(17), 인삼도 무처리에서 17.68 mg/g이

었던 것이 열처리 시 0.22 mg/g로 낮아지고(18), 과채류의

경우에도 무처리에서는 항산화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

던 수박 등이 열처리 시 크게 증가한다(21)는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또한 Choi 등(16)과 Turkmen 등(25)의 연구에서도

식물체를 열처리할 경우 결합형의 폴리페놀 성분이 유리형

으로 되어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더덕과 도라

지를 열처리할 경우 유리형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증가하여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열처리로 인해

조직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유효성분들이 유리형으로 전

환되어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총 항산화력 변화

열처리에 따른 더덕 및 도라지의 ABTS 라디칼 소거능

(AEAC)을 측정한 결과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

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AEAC 값

이 증가하였다. 열처리 더덕 추출물의 경우 150oC 처리 시

3.55 mg AA eq/g으로 무처리 0.43 mg AA eq/g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도라지의 경우에도 대조구에서는 0.21 mg

AA eq/g이었으나 150oC 처리 시 4.38 mg AA eq/g으로 총

항산화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열처리 온도의 증가

에 따라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열처리한 감초(17)와 열처리 토

마토(21)에서도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항산화력도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환원력 변화

열처리에 따른 더덕, 도라지의 환원력에 대한 흡광도 값을

1 mg/mL의 농도에서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항산화반응과 같은 환원력은 환원이 제공하는 수소원자가

free radical 사슬을 분해함으로써 시작되며 흡광도 수치 자

체가 시료의 환원력을 나타내고, 높은 환원력을 가지는 물질

일수록 흡광도 값이 높다(26). 열처리 전 더덕과 도라지의

환원력은 각각 0.1 및 0.06이었으나 열처리온도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여 150oC에서는 각각 0.54 및 0.50으로 증가하였으

며, 다른 항산화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im 등

(27)에 의하면 더덕 70% 추출물의 환원력은 1 mg/mL의 농

도에서 0.18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리당 함량 변화

열처리에 따른 더덕과 도라지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

과 fructose 및 sucrose 2개의 당이 검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원료 더덕과 도라지의 fructose 함량은 각각

2.92 및 2.09%이었으며, sucrose 함량은 각각 1.08 및 0.40%

이었다. 열처리에 따른 fructose 함량 변화를 보면 110oC에서

는 더덕의 경우 2.79%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120
o
C에서는

4.62%로 증가하였으며 13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라지에서는 130oC까지는 3.98%로 계속 증

가하였으나 14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여 150

o
C에서는 0.74% 함량을 나타내었다. Sucrose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더덕의 경우 120oC까지 2.05%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도라지의 경우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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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organic acid contents of Deoduk and Doragi by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Sample Temperature (
o
C)　 Citric acid DL-malic acid Succinic acid Total (mg%)

Deoduk

Control
110
120
130
140
150

34.2±0.03a1)
52.79±0.14b
60.48±0.07b
66.75±0.14bc
80.26±0.02c
104.98±0.05d

386.47±0.106a
424.08±0.26ab
435.45±0.29ab
452.47±0.124b
457.05±0.344b
469.66±0.34b

319.46±0.14a
409.18±0.27b
483.39±0.50b
491.88±0.08b
614.96±0.27c
706.09±0.42c

740.13
886.04
979.33
1011.10
1152.27
1280.74

Doragi

Control
110
120
130
140
150

37.18±0.02a
61.55±0.07b
64.2±0.05b
82.89±0.05c
96.45±0.13d
102.84±0.09d

265.28±0.21a
416.11±0.24b
516.55±0.25c
577.85±0.45d
429.55±0.52bc
412.15±0.67b

ND2)

ND
ND
ND
ND
ND

302.46
477.66
580.75
660.74
525.99
514.02

1)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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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5-HMF contents of Deoduk and Doragi
by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ND: Not detecte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on bars of each sample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C까지 0.64%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검출되

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130oC 이상의 고온에서는 이당류

인 sucrose가 단당류인 fructose로 분해되고 분해된 fructose

가 지속적인 열분해로 인하여 HMF, furfural 및 5-methyl

furfural 등과 유기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8).

유기산 함량 변화

열처리 조건에 따른 더덕과 도라지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

한 결과 더덕에서는 citric acid, DL-malic acid 및 succinic

acid 3종류, 도라지에서는 citric acid와 DL-malic acid 2종류

가 검출되었다(Table 2). 더덕과 도라지의 유기산 함량은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처리온도별 citric acid의

함량은 대조구에서 각각 34.2 및 37.18 mg%이었으며, 150oC

처리구에서는 104.98 및 102.84 mg%로 3배 정도 증가하였다.

DL-malic acid 함량은 대조구에서 각각 386.47 및 265.28

mg%이었으며, 더덕의 경우 150oC까지 469.66 mg%로 증가

하였으나 도라지는 130oC의 577.85 mg%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하였다. Succinic acid는 더덕에

서만 검출되었는데 대조구에서는 319.46 mg%이었으며 열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50oC에서는 706.09

mg%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유기산 함량의 증가는 고

온처리 시 당이 유기산으로 분해된다고 보고한 Aida 등(28)

의 연구로 미루어 보아 시료의 당이 열처리에 의해 분해되면

서 유기산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Woo 등(29)

의 연구에서도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대조구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던 유기산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HMF 함량 변화

마이얄 반응과 카라멜 반응의 중간생성물을 확인하고자

열처리 조건에 따른 더덕과 도라지의 5-HMF의 함량을 측

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더덕과 도라지의 5-HMF 함량은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110
o
C에서는 각각 4.47 및

4.36 ppm을 나타내었고 150
o
C에서는 각각 1600.29 및 2256

ppm으로 증가하였다. 110～120
o
C 열처리 온도에서는 변화

가 작았지만 130～150
o
C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 Hwang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배즙의 열처리온

도와 시간에 따라 20.7 ppm에서 5594.9 ppm까지 증가하며,

Kwon 등(20)의 마늘에서도 열처리 온도에 따라 163.5 ppm

에서 6350.5 ppm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

다. 5-HMF 함량을 유리당 변화와 비교해 보면 fructose 함

량이 감소하는 130oC 처리구부터 5-HMF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당이 열처리에 의해 분해되어

5-HMF의 함량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요 약

열처리에 따른 더덕과 도라지의 성분과 항산화활성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하여 110～150oC에서 2시간 열처리한 후 항산

화활성 및 유리당, 유기산, 5-HMF 함량을 살펴보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구에서 각각 0.60 및 0.59 mg GA eq/g

이었으며, 150oC에서는 각각 6.31 및 7.34 mg GA eq/g으로

증가하였다. 항산화활성은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였으며, 환원력도 대조구의 0.1 및 0.06에서 열처리 후 0.54

및 0.50으로 증가하였다. 더덕의 fructose 함량은 120oC까지

는 증가하다가 130
o
C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sucro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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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13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도라지

fructose 함량은 130oC까지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140oC 이

상의 온도에서는 감소하였으며 sucrose 함량은 더덕과 마찬

가지로 13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산

은 더덕과 도라지에서 모두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5-HMF 함량은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

며 110 및 120
o
C에서는 변화가 작았지만 130

o
C 이상의 온도

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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