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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가공공정을 통한 더덕의 항산화 활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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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general, stepwise hot steaming process is know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its biological activities; how-

ever, not much employed in processing Codonopsis lanceolata due to its hardness. In this study, C. lanceolata was first pre-

treated with warm water at 50℃ and 60℃ for two hours, then steamed for 3 hours. Antioxidant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were compared with the extract from the water solvent: 41.58% vs 8.98%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adding 1.25 ㎎/㎖ of steamed extract and water extract, respectively. Reducing power of steamed and fresh C. lanceolata

were also measured as 1.39 and 0.71. Total poly phenolic of the steamed extract was estimated as 12.11 ㎎/g, compared to

3.98 ㎎/g fresh C. lanceolata.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also obtained as 11.48 ㎎/g, compared to 7.11 ㎎/g of fresh C. lan-

ceolata. In comparing phenolic acids profiles in the extract, in general higher amounts of gallic acid, trans-ferulic acid, vanil-

lic acid were obtained possibly by easy release of active components during thermal processing, which results in better

antioxidant activities than that of water extract. This findings can also be supported by result that the ethanol extract

showed better activities than the water extract.

Key Words : Antioxidative Activity, Stepwise Hot Steaming Process, Total Phenol, Phenolic Acid, Codonopsis lanceolata

서 언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한국, 중국, 일본의 산간지방

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독특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Hwang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는 횡성과 제주 등에서 연

간 7000톤이 생산된다 (Park et al., 2010). 예로부터 약용이

나 식품으로서 섭취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사삼이라 하여

인삼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0). 더덕의 효능으로는 진해와 거담작용이 잘 알려져

있으며, 혈청지질의 감소 (Han et al., 1998), 면역력 증가

(Ryu, 2008), 항암 (Cho et al., 2011), 항산화 (Maeng and

Park, 1991) 등의 효능들이 보고되었다. 더덕 내에는 인삼의

ginsenoside와 유사한 codonopside라는 사포닌이 존재하며

(Kim et al., 2010, Whang et al., 1994), inulin과 flavonoid

가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Hwang et al., 2011).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서양화된 식습관과 환경오염, 스트레

스 등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Park et al.,

2010). 기능성 식품의 연구 분야는 광범위하여 항산화 (Kim

et al., 2004), 항암, 면역 (Park et al., 2005), 인지능 향상

(Kang et al., 2009) 등 많은 부분이 연구되고 있다. 이중에서

항산화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오며 더욱 각광받는

분야이다. 흔히 알려진 산화과정은 유리 자유기 (free radical)

에 의한 신체의 손상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는 암발생

및 노화현상을 유발하며 (Dean and Gieseg Davises, 1993;

Macrae et al., 1993), 이러한 유리 자유기의 손상을 막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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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물 성분들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Jung et al., 2004).

증숙공정은 증기를 이용해 열처리를 하여 작물의 구성성분

들의 변화를 야기시키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내거나 작물

의 조직을 파괴하여 유용성분 용출을 극대화하는 공정으로 인

삼의 증숙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열처리

에 의한 추출공정은 조직성분을 연소시키며 활성성분의 파괴

가 야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활성성분의 수율 및 생리활

성도 감소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한 공정으로 직접적 열처리가 아닌 습기를 통한 간접

적인 열처리로 활성성분의 파괴를 막으며, 유용성분의 용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증숙공정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인삼은

증숙공정을 통해서 인삼 내의 G-Rg3, G-Rg5와 같은 새로운

사포닌이 생성되거나 (Kim et al., 2000) maltol, salicylic

acid, vanillic acid, p-coumaric acid 등의 성분 함량이 증가

된다 (Kang et al., 2006). 또한 고분자 형태의 유용성분이 저

분자화 되거나, ester form으로 conjugation되어 있는 phenolic

compound가 free compound로 전환되어 효과적인 용출이 일

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

다 (Nam, 2005, Kang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숙공정을 통해서 더덕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phenolic

acid 등의 항산화 성분들을 저분자화 하거나 활성이 높은 신물

질을 생성하여 효과적인 항산화 활성 증진을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증숙더덕의 제조

더덕(Codonopsis lanceolata) 시료는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2012년 3월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였다. 깨끗이 세정한 후 마

하스팀기 (Daechang stainless, Seoul, Korea)를 사용하여 50,

60, 90℃로 2시간씩 단계별 증숙을 실시하고, 추가로 100℃에

서 3시간 증숙하였다. 증숙을 거친 더덕은 다시 12시간 건조

시킨 후 위와 같은 증숙공정을 5번 반복 실시하였다. 증숙더

덕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20~30℃에서 24시간 동안 음건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추출물 제조 및 수율

수직 환류냉각기가 부착된 추출 flask를 사용하여 음건한 증

숙더덕을 100 g씩 10배수 (v/w)의 증류수와 70% 에탄올 용매

를 사용하여 각각 100℃, 80℃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대조

군으로는 생더덕을 100 g씩 같은 방법으로 증류수와 70% 에

탄올 용매를 사용하여 각각 100℃, 80℃에서 24시간 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회전식 진공농축기 (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시킨 후

동결건조기 (PVTFA 10AT, ILSIN, Korea)를 사용하여 분말

상태로 준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DPPH (α, α-diphenyl-β-picrylhydrazyl) radical에 대한 소

거활성은 Dietz 등 (Dietz et al., 2005)의 방법을 약간 변형

하여 실험하였다. 96 well plate에 용매를 ethanol로 하여 제

조한 0.1 mM DPPH용액 200㎕와 0.156, 0.313, 0.625,

1.250㎎/㎖의 농도로 조절된 샘플을 80㎕을 혼합하여 25℃

에서 20분동안 암실에 방치 한 후 525㎚에서 흡광도 측정하

였다. 측정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즉

라디칼 소거능과 무 처리군의 흡광도를 100%로 보았을 때

50%의 흡광도를 나타내는 시료의 양을 측정하여 ED50값으로

나타내었다.

4. 환원력 측정

시료 1㎖에 pH 6.6의 200 mM 인산 완충액과 1%의

potassium ferricyanide를 각 1㎖씩 차례로 가하여 교반한 후

50℃의 수욕 상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5% TCA

(trichloroacetic acid)용액을 1㎖ 가하고 12,000 × g에서 15분

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징액 1㎖에 증류수 및 ferric

chloride 각 1㎖를 가하여 혼합한 후 700㎚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시료의 환원력은 흡광도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Oyaizu, 1986).

5.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Folin-Denis 방법에 의하여 비색 정

량하여 측정하였다 (Gutfinger, 1981). 추출물을 증류수에

10㎎/㎖로 용해한 용액 1㎖과 Folin 시약을 1㎖을 혼합한

뒤 3분간 정치하여 발색 시킨 후 1㎖의 10% sodium

carbonate 용액을 서서히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90분간 정치

한 후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사용하여 760㎚에서 흡광도 측정하였다. 표준품으

로 gallic acid (0~100㎍)의 검량선 이용하여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6.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각 시료 0.5㎖에 10% aluminum nitrate 0.1㎖ 및 1 M

potassium acetate 0.1㎖, ethanol 4.3㎖를 가하여 혼합한 후

실온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사용하여 415㎚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Moreno et al., 2000). 표준품으로 quercetin

(0~100㎍)의 검량선을 이용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

정하였다.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control O.D.-sample O.D.

control O.D.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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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PLC 분석을 통한 phenolic acid 함량 비교

Phenolic acid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HPLC (Aglient

1260 series, Aglient technologies., California, USA),

ZORBAX Eclipse XDB-C18 column (Agilent, USA, 5㎛,

4.6 × 250㎜)을 사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이동상은 0.1% 포

름산이 함유된 10% acetonitrile (용매 A)과 0.1% 포름산이

함유된 acetonitrile, methanol 혼합용액 [Methanol : Acetonitrile :

D.W (4 : 4 : 2 (v/v)] (용매 B)을 사용하였다. 용출조건은

Gradient mode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초기 0~15분 고정

(A : 95%, B : 5%), 15~23분 변환 (A : 60%, B : 40%), 23~33

분 고정 (A : 60%, B : 40%), 33~42분 변환 (A : 0%,

B : 100%), 42~45분 변환 (A : 95%, B : 5%), 45~50분 고정

(A : 95%, B : 5%). 유속은 1.0㎖/min, 주입량은 20㎕로 하였

고, 검출기는 UV detector (280㎚)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0.25㎛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standard로는 gallic acid, p-hydroxybenzoic acid, caffeic

acid, vanillic acid, trans-ferulic acid (Sigma Chemical Co.)

를 사용하였다.

8.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실험값의 통계는 SPSS package program의

paired t-test로 검정하였으며, 모든 실험값은 평균 ± 표준오차

(Mean ± standard error)로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1. 증숙더덕의 추출수율

생더덕과 증숙더덕의 열수추출물 및 에탄올 70% 추출물의

수율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생더덕 열수 추출물

(CW)의 경우 32.5 g (%)의 추출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생더덕

에탄올 70% 추출물 (CE)의 경우 26.25 g (%)의 추출수율을

나타냈다. 생더덕의 경우 열수 추출물의 수율이 에탄올 70%

추출물보다 약 6.25% 높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증숙

더덕의 경우 열수 추출물 (SCW)이 38.36 g (%), 에탄올

70% 추출물 (SCE)이 32.48 g (%)의 수율을 확인하였다. 생더

덕과 유사하게 증숙더덕에서도 열수 추출물이 에탄올 70% 추

출물보다 5.88% 높았으며, 생더덕과 비교 하였을 때 열수추출

물은 32.5%에서 38.36%으로 5.86% 증가하였고, 에탄올 70%

추출물은 26.25%에서 32.48%로 6.23% 증가하였다. 이전의

연구결과 (Kim et al., 2010)에서 나타난 생더덕 열수추출물의

수율 (34.22%)와 초고압 처리 더덕 열수추출물의 수율

(39.55%)를 비교하였을 때 적은 수치의 수율을 보였다. 그러

나 본 연구의 수율증진 실험에 있어서 증숙공정에 따라

5.86%의 상승을 보였으며, Kim 등 (2010)의 연구에서 초고압

처리 공정 시 5.33%의 상승과 비교하여 볼 때 증숙에 따른

수율 증진은 작지 않았다. 이는 증숙공정 시 단계별 열처리와

건조의 반복으로 더덕의 세포벽이 팽윤과 수축을 반복하게되

고 이로인해 더덕의 세포벽은 공정을 처리하지 않은 생더덕의

세포벽과 비교 했을 때 파괴정도가 심해짐에 따른 결과로 유

용성분의 용출이 증가된다고 사료된다.

2.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증숙더덕과 생더덕의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을 비교하

고 ED50값으로 변환한 결과는 Fig. 2과 Table. 1에서와 같다.

DPPH는 안정된 자유라디칼로 517㎚ 부근에서 최대 흡수치

를 나타내며, 수소나 전자를 받으면 517㎚ 부근에서 흡광도

가 감소한다. 천연물 중 이러한 라디칼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면 항산화 활성이 크다고 기대할 수 있다 (Kim et al., 2010).

특히 ED50값은 시료의 무 첨가군의 흡광도를 100으로 보았을

Fig. 1. Difference yield of powder from Codonopsis lanceolata
by several process. 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Codonopsis lanceolata
from several cultivation. 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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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50의 흡광도를 나타내는 시료의 농도를 나타낸 값으로 항

산화 활성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본 실험에

서 두 가지 값을 계산하여 결과를 내었다.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을 보면 생더덕의 열수 추출물

과 에탄올 70% 추출물, 증숙더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70% 추출물 모두 농도의존성을 보였으며, 생더덕의 경우 열

수 추출물과 에탄올 70% 추출물이 1.25㎎/㎖ 농도에서

8.10%, 8.98%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같은 농도에서 증숙더

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70% 추출물은 37.63%, 41.58%

의 활성을 보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녹차 (64.3%), 작약

(57.1%), 생강 (48.3%)의 결과 (Jung et al., 2004)보다 작은

값이지만 증숙으로 인한 항산화도 증가는 뚜렷하였다. 생더덕

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6.676, 6.043㎎/㎖

이었고 증숙더덕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1.646,

1.468㎎/㎖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증

숙공정을 통해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증진되었으며, 이

러한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의 증진으로 더덕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이 증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증숙 과정을

거치며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을 포함한 항산화 물질의 용

출이 증가하였거나 항산화 활성이 좋은 물질들로의 변환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환원력 측정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 중 활성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을 환원력이라고 한다. 이는 항산화 활성을 검

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환원력이 클수록 색은 녹색으

로 변하며 큰 흡광도 값을 나타낼수록 항산화도가 높다고 평

가된다.

Fig. 3은 공정별 더덕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최대농도 1.25㎎/㎖에서 일반더덕의 열수 추출물은 0.615, 에

탄올 70% 추출물은 0.701을 나타내었으며, 증숙더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70% 추출물은 각각 1.245, 1.386을 나타내

었다. 녹차의 경우 1.00㎎/㎖의 농도에서 4~8정도의 환원력

을 나타내는데 (Choi et al., 2009), 더덕의 환원력은 미미할

정도로 약하나 증숙공정을 거친 더덕의 경우 환원력이 현저히

증가되어 항산화 활성의 증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든 실험의 결과에서 에탄올 70%의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더덕과 증숙더덕의 비교에서 증숙공정을 통해

항산화 활성이 현저히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에탄올 70% 추출 시에

효과적으로 용출되었음을 말해준다 (Shin et al., 2008). 또한

증숙공정을 통해 항산화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비교

증숙더덕과 생더덕의 페놀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

다. 생더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70% 추출물은 각각 3.34,

3.98㎎/g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증숙더덕의 열수 추출물과 에

Table. 1.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xtracts of
Codonopsis lanceolata.

Sample1) The DPPH assay (ED50 value in ㎎/㎖)

CW 06.676 ± 0.021*

CE 6.043 ± 0.014

SCW 1.646 ± 0.021

SCE 1.468 ± 0.022
1)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Values are mean ± SE.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Fig. 3. Reduction power of Codonopsis lanceolata from different
cultivation. 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4. Comparison of total phenol contents in Codonopsis
lanceolata extracts. 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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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 70% 추출물은 각각 11.41, 12.11㎎/g의 함량을 나타내

었다. 생더덕과 증숙더덕의 열수 추출물, 에탄올 70% 추출물

페놀함량을 비교했을 때 생더덕의 페놀함량은 열수 추출물 보

다 에탄올 70% 추출물에서 0.64㎎/g 높게 측정되었으며 증숙더

덕 역시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올 70% 추출물에서 0.7㎎/g 높

게 측정되었다. 또한 증숙더덕과 생더덕을 비교해 볼 때 추출조

건에 관계없이 약 3배정도의 페놀함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플라보노이드 또한 페놀 함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Fig. 5), 측정결과를 보면 생더덕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70%

추출물에서 각각 6.57, 7.11㎎/g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증숙더

덕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에는 각각 10.89, 11.48㎎/

g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비교에서 생더덕, 증숙더덕

모두 에탄올 추출물에서 함량이 더 높았으며, 증숙더덕에서는

페놀함량은 약 3배, 플라보노이드는 1.5배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증숙 공정을 통해 보다 많은 페놀과 플라보노이

드가 용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며, 페놀과 플라보노이

드는 항산화성분들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Kim et al.,

2005) 이로 인해 항산화 활성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천연물의

증숙공정을 통한 항산화 활성 증가는 여러차례 보고 된 바가

있으며 (Hwang et al., 2011, Lee et al., 2009), 이전의 연

구결과를 살펴볼 때 증숙을 통해 결합성 페놀성 화합물이 유

리형으로 바뀌어 용출이 용이해지거나 (Yoon et al., 2005) 인

삼의 경우 maltol과 같은 특정 페놀성 물질이 증가하여 항산

화 활성이 증진된다 (Ha et al., 2005).

5. HPLC 분석을 통한 phenolic acid 함량 비교

증숙공정을 통한 phenolic acid 함량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HPLC 정량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생더덕과 증숙더

덕을 비교하였을 때 p-hydroxybenzoic acid와 caffeic acid의

경우 증숙 공정을 거치며 감소하였다. 특히 caffeic acid는 증

숙공정 처리 후 함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vanillic acid

와 trans-ferulic acid의 경우 증숙공정 처리를 통해 함량이 증

가되었으며, 특히 gallic acid의 경우 생더덕의 열수, 에탄올

70% 추출물에서는 함량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증숙더덕 열수,

에탄올 70% 추출물에서는 높은 함량이 검출되었다. 또한 총

phenolic acid 함량을 비교해 볼 때, 증숙더덕 에탄올 70% 추

Fig. 5. Comparison of total flavonoid contents in Codonopsis
lanceolata extracts. 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D) within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2. Compare of phenolic acid in the extracts of Codonopsis
lanceolata from HPLC analysis.

Phenolic 
acid content 

(㎍/g)

CW1) CE SCW SCE

Gallic acid - - 0445.2 ± 2.1 0490.1 ± 2.5

p-
hydroxybenz

oic acid
389.4 ± 0.4 528.3 ± 0.1 0171.1 ± 0.7 0313.1 ± 0.5

Caffeic acid 132.2 ± 0.1 231.2 ± 0.2 - -

Vanillic 
acid

- 056.4 ± 0.6 0017.4 ± 0.5 0090.4 ± 0.4

trans-ferulic 
acid

231.3 ± 0.5 082.3 ± 1.2 0396.1 ± 0.2 0275.3 ± 0.3

Total 751.3 ± 1.0 896.3 ± 2.1 1,029.2 ± 3.51,169.2 ± 3.7
1)CW: Codonopsis lanceolata water extract, CE: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SCW: steamed C. lanceolata water extract, SCE:
steamed C. lanceolata ethanol 70% extract. Values are mean ± SE.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Fig. 6. Structure of several phenolic acid related antioxid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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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이 1,169㎍/g의 값으로 최고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생더덕

에탄올 70% 추출물에 비해 1.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henolic acid의 함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증숙

공정을 통해 p-hydroxybenzoic acid와 caffeic acid의 감소,

vanillic acid와 trans-ferulic acid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 (Bryngelsson et al., 2002)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일반적인 식물은 ferulic acid, caffeic acid 등 phenolic

acid 성분이 존재하며, Bryngelsson 등 (2002)은 증숙공정을

통한 세포벽의 가수분해에 따른 ferulic acid의 함량증가 및

열변화를 통한 caffeic acid의 불안정성에 따른 caffeic acid의

함량감소를 나타내었으며 ferulic acid의 가수분해물인 vanillic

acid 또한 함량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에

보고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더덕 또한 증숙공정

을 통한 가수분해로 ferulic acid, gallic acid의 함량이 증가되

었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ferulic acid의 가수분해물인

vanillic acid의 함량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함량이

감소된 caffeic acid, p-hydroxybenzoic acid는 열처리에 따른

열변화로 인해 안정성을 잃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전에 보고된 DPPH 자유라디칼의 소거능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증숙공정을 통해 감소한 caffeic acid의 소거능보

다 함량이 증가한 gallic acid의 소거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Hiroe et al., 2002). 이는 본 연구결과인 증숙공

정을 통한 더덕의 phenolic acid의 함량 증진 및 이로 인한

항산화 활성의 증진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증숙공정을 거치

며 더덕의 세포벽 파괴에 따른 페놀성 화합물들의 용출 증가

및 phenolic acid의 함량 변화로 인해 더덕 내 항산화 활성이

증진되었다고 사료된다. phenolic acid의 함량 변화와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증가,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의 결

과를 바탕으로 증숙공정이 더덕 내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물질의 규명이 필요하므로 증숙

공정을 통해 생성된 신 물질 또는 증가된 성분에 대한 분리, 정

제 및 구조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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