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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heated 
radish (Raphanus sativus L.). Raw radish was h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110~150oC) for 2 hr. The heated 
radish was extracted with 70% ethanol and then fractionated with hexane, ethyl acetate, and aqueous. Total 
polyphenol contents, IC50 value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total antioxidant activity (AEAC) 
increased with increasing heating temperature. The maximum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256.26±9.61 mg/100 
g at 150

o
C (control: 27.90±1.28 mg/100 g), IC50 value was 1.34±0.004 mg/mL at 150oC (control: 34.93±0.039 

mg/mL), and AEAC was 53.10±1.155 mg AA eq/g at 150oC (control: 6.721±0.122 mg AA eq/g).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higher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stronger antioxidant activities than hexane and 
aqueous fractions.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133.62 mg/100 g (at 140

o
C), IC50 values of EDA and AEAC 

content were 0.39 mg/mL (at 150oC) and 183.72 mg AA eq/g (at 140o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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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Raphanus sativus L.)는 십자화과(Cruciferae)에 속하

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 과채류  배추와 더불어 총 생산량의 60% 이상

을 하는 매우 요한 채소류이다(1). 무의 이용에 한 민

간요법과 고 문헌에서는 내복근이라 하여 소화 진과 어

패류 는 면류의 독해소에 효과가 있고, 종자는 내복자라 

하여 기담, 담, 천식  늑간 신경통 등에 쓰이며, 이 외에

도 이뇨작용, 정장작용, 진해․거담작용, 해열, 소염작용, 

당 하, 니코틴 제거 작용, 담석증 치료  지 작용 등과 

같은 생리활성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무에

는 flavonoid인 kaempferol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

으며(3), 식이섬유와 항산화 vitamin, flavonoid계 색소, 

phenol계  방향족 amine 등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

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들 생리활성성분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5).

식품의 열처리 가공은 식품의 장수명을 연장시키고 품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열처리 가공 

 양소의 괴  활성물질의 손실 등의 문제 이 있지

만, 몇몇 과일류  채소류 등을 열처리할 경우 다양한 화학

 변화에 의해 생리활성물질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탈지 두박에 한 열처리는 페놀성 화합물의 추출

을 진하며(6), 마늘을 열처리하면 착즙액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고(7), 감 를 열처리할 경우에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

한다고 보고하 다(8). 그 밖에도 인삼(9), 한국산 배(10), 마

늘(11), 멜론, 사과, 토마토, 참외  수박 등(12)의 여러 가지

의 과일류  채소류의 열처리 시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등 열

처리 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의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로 Jung 등(13)이 무 

에탄올 추출물에 하여 미백, 숙취해소, 항균, 항산화 활성 

등을 조사한 결과 항산화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Yim 등(14)은 인체 폐암 

세포주(A-549)에 한 무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에 한 

연구에서 항암활성을 확인하 고, Kang 등(15)은 콩나물, 

미나리, 무의 용매분획 추출물들이 alcohol dehydrogenase

의 활성에 한 효과를 확인하는 등 추출물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무 자체를 열처리 하 을 경우 변화되

는 생리활성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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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가 무의 이화학  특성  

항산화활성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온도

별로 열처리한 무를 에탄올로 추출하고 그 추출물에 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 무(Raphanus sativus L.)는 2007년

에 생산된 것으로 세척한 후 껍질을 벗기고 가식부 를 일정

크기(0.5×0.5×0.5 cm)로 단하여 160 mL 용기에 100 g씩 

담아 하여 열처리를 하 으며, 열처리 후 -20
oC에 장

하면서 분석 시료로 사용하 다.

열처리 방법

열처리 장치는 10 kg/cm2 이상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

도록 고안, 제작된 열처리장치(Jisco, Seoul, Korea)(8)를 사

용하 으며, 시료는 내부용기에 담겨진 후 일정량의 물이 

첨가된 외부용기에 넣어 뚜껑을 한 다음 외부용기를 열

처리장치에 넣고 정해진 온도와 시간에 따라 가열됨으로써 

직 인 열 달에 의한 시료의 탄화를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열처리온도와 시간은 선행연구(8-12)를 통하여 성분 

 항산화 활성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110, 120, 130, 140 

 150oC로 설정하 고, 열처리 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하

다. 열처리하지 않은 시료를 조구로 하 으며, 모든 실험

은 3회 반복하 다.

에탄올 추출  용매분획

온도별로 열처리된 무 100 g에 70% 에탄올 500 mL을 가

하고 60
o
C 수욕상에서 2시간 동안 2회 환류추출한 후 감압여

과 한 다음 회 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Ja-

pan)를 이용하여 40oC에서 용매를 완 히 제거한 후 100 mL

로 정용하여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 으며, 에탄올 추출물 

100 mL을 분획깔때기에 넣고 헥산(300 mL×3)과 에틸아세

테이트(300 mL×3)를 순차 으로 가하여 용매 분획물을 얻

었고 최종 남은 용액을 물 분획물로 하 다. 에탄올 추출물

과 각각의 용매분획물은 질소농축  감압농축 한 다음 냉동

건조 하여 실험에 사용하 으며, 시료에 한 백분율로 추출

수율을 계산하 다.

색도  갈변도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무 추출물의 색변화는 색차계

(Minolta, CR-2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암도를 나

타내는 L값(lightness), 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 황

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ness)을 측정하 다. 갈변도는 

열처리 무 추출물을 15배 희석한 후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50 P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유리당 함량

처리조건에 따른 유리당 함량은 Ryu 등(16)의 방법을 참

조하여 분석하 다. 즉, 열처리된 무 에탄올 추출물을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Waters 2695, USA)로 

분석하 다. 사용된 칼럼은 carbohydrate analysis column 

(4.6×150 mm, TSP, USA), 검출기는 RI detector(Waters 

2414, USA), 이동상은 75% acetonitrile, 이동속도는 1.0 

mL/min, 시료 주입량은 20 μL이었다. 표 물질은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무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은 Dewanto 등(17)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

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

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 다.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 다. 2% 

Na2CO3 용액을 가한 30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750 nm

에서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r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다.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 는 mg 의 mg garlic acid

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IC50)측정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무 추출물의 자공여능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18)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 다. 즉, 시료 0.2 mL에 2×10-4 M DPPH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용액(99% 

ethanol에 용해) 0.8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 간 

진탕하고 30분 후에 분 도계(Beckman Coulter, DU-650, 

Anaheim, CA, USA)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흡 도를 측정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

한 흡 도의 차이는 ethanol만의 흡 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때 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하 으며, 추출물의 EDA(%) 값

을 50% 감소시키는 IC50(Inhibition concentration)을 구하 다.

총 항산화력 측정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무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17)에 의하여 측정

하 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

에 방치하여 ABTS
․＋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 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 계수(ε = 

3.6×104 M-1 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 다. 희석

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 도의 



492 이상훈․황인국․이연리․정은미․정헌상․이희

변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 으며, 표 물질로서 L- 

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 다. 총 항산화력은 아래의 식

으로 계산하 다.

AEAC (mg AA eq)＝
ΔA ×Caa

ΔAaa

AEAC: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ΔA: 추출물을 넣었을 때의 OD 변화

ΔAaa: AA std. soln.이 추출물 신 동량 들어갔을 때의 

OD 변화

Caa: AA std. soln.의 농도(mg/mL)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Ver 12.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측정 군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색도  갈변도

열처리 온도에 따른 무 에탄올 추출물의 색도  갈변도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색도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열

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구(무처리)의 98.65에서 계

속 감소하여 150oC에서는 57.48로 낮아졌다. 색도를 나타

내는 a값은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0.34～1.31) 140oC에서 9.22 그리고 150oC에서는 14.83으로 

격하게 증가하 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조구와 

110oC에서는 각각 1.54  3.96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120oC에서는 26.37로 격하게 증가한 후 150oC까지는 유사

한 값을 유지하 다. 갈변도의 변화는 110
oC까지는 0.150정

도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120oC 처리 이후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여 150oC에서 1.436을 나타내었다. 체 으로 열처

리 온도에 따른 무 에탄올 추출물의 색은 낮은 온도에서는 

엷은 갈색을 나타내다가 140oC 처리부터는 검은색을 나타내

었다. Lee 등(19)은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고려홍삼의 

수용성 갈변물질에 한 연구에서 색도의 경우 L값과 b값은 

Table 1. Changes of browning index and color on the ethanol 
extracts of heated radish with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Browning index
(at 420 nm)

Color

L-value a-value b-value

Raw 
material
110oC
120oC
130oC
140oC
150oC

0.118±0.005a1)
0.150±0.002a
0.468±0.004b
0.705±0.014c
1.022±0.046d
1.436±0.009e

98.65±0.41a
97.61±0.16b
90.55±0.10c
81.73±0.32d
64.58±0.15e
57.48±0.11f

 2.39±0.03a
 1.25±0.02b
 0.34±0.03c
 1.31±0.02b
 9.22±0.04d
14.83±0.10e

 1.54±0.02a
 3.96±0.02b
26.37±0.09c
28.55±0.08d
29.67±0.05e
25.99±0.02f

1)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
ference (p<0.05).

감소하고, a값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갈변도도 열

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 

Hong 등(20)의 연구에서도 고려인삼을 90  95
oC에서 증숙 

횟수를 달리하 을 경우에도 갈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리당 함량

열처리조건에 따른 무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당 함량을 분

석한 결과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lucose  fructose 

2개의 당이 검출되었다. Ryu 등(16)이 6가지 무 품종별 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 sucrose, glucose  fructose가 검출되

었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glucose가 

fructose보다 많은 함량을 보인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실험에 사용한 무의 품종  부 에 따른 차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구의 glucose 함량은 0.434%이

었으며, 열처리에 온도에 따른 glucose 함량 0.338～0.405% 

범 로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감소를 보 다. 

한 조구의 fructose 함량은 0.399%이었지만 열처리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0.179～0.360% 범 로 많은 감소를 보

다. 모든 열처리온도에서 glucose와 fructose의 함량은 

조구보다는 감소하 으며, fructose 함량의 감소가 glucose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당 함량이 감소하며, glucose보다 fructose의 변화

량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Hwang 등(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상이었다. 열처리 시 유리당 함량의 감소는 glu-

cose와 fructose가 Maillard 반응  caramelization 반응과 

같은 비효소  갈변반응에 여하여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

로 생각되는데 glucose  fructose와 같은 carbonyl기를 가

진 환원당류는 아미노화합물과 열처리에 의해 Maillard 반

응기질로 작용하고(21), 고농도의 당 용액을 고온에서 가열

할 때 일어나는 caramelization 반응기질로 작용하며, glu-

cose보다 fructose가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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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fructose and glucose contents on the etha-
nol extracts of heated radish with different heating tem-
peratur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열처리 무 추출물의 이화학  특성과 항산화 활성 493

추출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열처리 온도에 따른 무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추

출수율을 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에탄올 추출물의 추

출수율은 조구의 4.883%에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130oC까지는 5.709%까지 증가하 으나 140  150oC에

서는 각각 5.584와 5.186%까지 감소하 다. 용매분획물의 

추출수율은 헥산과 물 추출물은 온도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경우 무처리의 0.086%

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150oC에서는 

0.554%로 높은 추출율을 나타내었다. 

무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조구의 경우 27.90 mg/ 

100 g이었지만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41.48～256.26 

mg/100 g 범 로 증가하 다. Kwon 등(11)의 연구에 의하

면 열처리 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조구에서는 252 

mg/100 g이었지만 열처리조건에 따라 222～1,816 mg/100 

g 범 로 약 7배 정도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 몇 가지 

과채류에 하여 열처리 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1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은 가열온도와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결합형 페놀성분이 

가열처리에 의해 유리형으로 환되어 용출이 용이해지거

Table 2. Yields of heated radish ethanol extracts and various 
solvent fractions with different heat temperatures

　
Ethanol 
extract (%)

Solvent fraction (%)
Total

Hexane Ethyl acetate Water

Raw 
material
110oC
120oC
130oC
140oC
150oC

4.883 
5.076 
5.403 
5.709 
5.584 
5.186 

0.060 
0.032 
0.038 
0.048 
0.057 
0.071 

0.086 
0.085 
0.106 
0.160 
0.310 
0.554 

4.569 
4.838 
4.986 
5.140 
4.871 
4.329 

4.715 
4.955 
5.129 
5.347 
5.238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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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eated radish ethanol 
extracts and various solvent fractions with different heat 
temperatur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나 고분자 페놀화합물이 분자 페놀화합물로 분해되어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23-26).

용매분획물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 으며,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다(Fig. 2). 

헥산과 물 분획물에서는 각각 7.73～34.42 mg/100 g과 7.18 

～28.89 mg/100 g의 범 로 나타났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물에서는 140oC까지는 41.61～133.62 mg/100 g의 범 로 

증가하다가 150oC에서는 128.65 mg/100 g으로 약간 감소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 것은 복분자 와인으로부터 분자 페놀성 항산

화 화합물을 단리  동정한 Kim 등(27)의 연구와 석잠의 

기(28)  호이 의 지상부(29)에 한 항산화 효과 연구

에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페놀성 화합물의 높은 함

량을 보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자유 라디칼을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별 에탄올 추

출물의 자공여능(EDA %)의 IC50값의 변화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조구의 IC50값은 34.93 mg/mL으로 낮은 항산화

활성을 보 지만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3.08 

mg/mL에서 최  1.34 mg/mL의 분포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자공여능의 IC50값 측정 결과 총 폴

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난 처리구에서 낮은 IC50값을 보

으며, 이들의 상 계 분석 결과(Table 3) 음의 상 계

(p<0.01)를 나타내었다.

용매분획물의 경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IC50값이 

감소하 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낮은 IC50

값을 보 다(Fig. 3). 헥산과 물 분획물에서는 각각 0.80～

6.51 mg/mL과 2.05～24.67 mg/mL의 범 로 나타났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0.39～1.06 mg/mL의 범 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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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C50 value of heated radish ethanol extracts and vari-
ous solvent fractions with different heat temperatures. IC50 
value of raw materials; hexane, ethyl acetate and water are 
10.50±0.117, 1.88±0.003 and 109.30±0.276 mg/mL, respectively. 
IC50 value of positive controls; α-tocopherol and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are 0.061±0.001 and 0.038±0.001 mg/mL, 
respectively.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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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browning index, 
polyphenol content, IC50 value and total antioxidant activity 
(AEAC) on the ethanol extracts of heated radish

Factor
Browning 
index

Polyphenol 
content

IC50 
value

AEAC

Browning index
Polyphenol content
IC50 value
AEAC

1.000 
－
－
－

0.995
**
 

1.000 
－
－

-0.728
**
 

-0.738
**
 

1.000 
－

 0.967
**
 

 0.980
**

-0.652
**
 

 1.000 
**p<0.01.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

수록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항산화활성이 증가하

으나, 천연항산화제인 α-tocopherol(0.061±0.001 mg/mL)
과 합성항산화제인 BHA(0.038±0.001 mg/mL)보다는 항산

화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처리구에

서 항산화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표 인 물질인 페놀성 화합물이 열처리 온도에 따라 증가

하게 되고, 페놀성 화합물의 증가로 인하여 열처리한 무의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30). 한 열처리 시 항산화활성을 가진 

Maillard 반응의 부산물의 형성에 의해 항산화 효과가 증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31-33).

총 항산화력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에 의한 무 에

탄올 추출물의 AEAC(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값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조구와 110
oC 

처리구에서의 AEAC 값은 각각 6.72 mg AA eq/g  7.76 

mg AA eq/g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 

0.05), 120
oC 처리구부터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4.27～53.10 mg AA eq/g 범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p<0.05). 열처리 무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IC50

값과 총 항산화력에 한 상 분석 결과(Table 3) 총 폴리페

놀 함량과는 양의 상 계(p<0.01), IC50값과는 음의 상

계(p<0.01)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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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antioxidant activities (AEAC) of heated radish 
ethanol extracts and various solvent extracts with different 
heat temperatur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용매분획물의 AEAC 값의 변화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처리구에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헥산, 물 분획물 순이었다. 헥산 분획물

의 AEAC 값은 조구의 11.63 mg AA eq/g에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5.34～91.89 mg AA eq/g 범 로 증

가하 으며, 물 분획물은 조구의 1.97 mg AA eq/g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라 3.38～27.83 mg AA eq/g 범 로 증가하

으나, 가장 높은 AEAC 값을 보인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의 경우 조구의 50.17 mg AA eq/g에서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150oC에서는 181.75 mg AA eq/g을 

나타내었다. 열처리한 감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한 

Woo 등(8)의 연구에 따르면 열처리 시 모든 처리구에서 

조구보다 AEAC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에탄올 

추출물보다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AEAC 값이 높게 나

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총 항산화력에 

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에틸아세테이트에 잘 용출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요   약

열처리에 따른 무의 성분  항산화활성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무를 110, 120, 130, 140  150
oC에서 2시간 열처리하

고 70% 에탄올로 추출한 다음 용매분획을 실시하고 각각에 

한 색도, 갈변도, 유리당, 총 폴리페놀  항산화활성 변화

를 살펴보았다. 열처리 무 에탄올 추출물의 색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L값은 감소하 으며, 황색도를 나타

내는 b값은 증가하 다. 갈변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고, fructose와 glucose 모두 열처리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은 150
oC 처리에서 256.26±9.61 mg/100 g으로 가장 높았으

며( 조구: 27.90±1.28 mg/100 g),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IC50값은 150oC에서 1.34±0.004 mg/mL으로 가장 낮

았고( 조구: 34.93±0.039 mg/mL), ABTS에 의한 총 항산

화력의 AEAC 값도 150
oC에서 53.10±1.155 mg AA eq/g으

로 가장 높았다( 조구: 6.721±0.122 mg AA eq/g). 용매분

획물의 각 처리온도구간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은 140oC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133.62±3.197 mg/100 g으로 가

장 높았다. DPPH법에 의한 항산화활성의 IC50값도 150oC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0.39±0.001 mg/mL로 가장 낮

았고 ABTS에 의한 총 항산화력의 AEAC 값은 140
oC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183.72±5.929 mg AA eq/g으로 가

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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