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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crease the shelf-life of domestic peach, peaches were treated with hot air (46℃) for 0~9 hours and the changes 
in the major components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Ascorbic acid content of the control and 
hot air treatments were 13.81 ㎎% and 11.73~14.16 ㎎%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The contents of polyphenols of the control and hot air treatments were 22.64 ㎎% and 19.03~23.19 ㎎% respective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The contents of polyphenols of the control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hot air treatments during storage. Also the contents of flavonoid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control 
and hot air treatments. The detected free sugars of the control and hot air treatments were fructose, glucose, maltose and 
sucrose. Among the free sugars detected, sucrose content was the highest and free sugar content did not change during 
storage periods. Furthermore,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not different among the control and hot air treatments. 

Key words: peach, hot air, chemical component, antioxidative activity 

†Corresponding author: Kyung-Haeng L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ungbuk 
368-701, Korea. Tel: +82-43-820-5334, Fax: +82-43-820-5850, E-mail: leekh@ut.ac.kr

서 론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는 장미과, 자두속, Amygdalus 
아속에 속하는 낙엽, 교목성 식물(Park 등 1999)로, 사과, 배 다

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우리나라에 5대 과일 중의 하나이다.
복숭아에는 수분이 많고 당, 유기산과 다양한 비타민류 및 

독특한 향과 과즙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생과용으로 

알맞을 뿐만 아니라, 통조림 가공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Horvat 등 1990). 그러나 복숭아는 다른 과일에 비하여 호흡

량이 많고,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작용에 의한 과실 내 양분의 

소모가 많아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쉽게 과육이 물러

지므로 저장성이 매우 낮고, 유통 중에 많은 양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2009). 

이와 같이 저장성이 매우 짧은 복숭아의 보존성 향상을 위

하여 포장방법, 가스 치환, edible coating, 감마선 또는 UV 조
사, 오존수 처리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Ortiz 등 2009; 
Ruoyi 등 2005; Hussain 등 2008; Kim 등 2009; Lee 등 2013a; 
Cho 등 2003), 산업적인 적용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여러 가지 처리방법 중 과일에의 40℃ 내외의 열처

리 방법(Bakshi & Masoodi 2010)은 과일내 부착된 미생물에 

대한 제어와 질병 등을 조절할 수 있고(Jin 등 2009), 부패 속

도 및 과숙을 지연시킬 수 있어 타 방법에 비하여 쉽게 적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errano 등(2004)은 plum에 열처리

하였을 때 성숙 호르몬인 ethylene의 합성을 저해하고, 과육

의 연화를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전보(Lee 등 2013b)에서는 복숭아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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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의 열풍건조기에서 0~9시간 동안 처리한 후 저장 기간 

중 부패율, 이화학적 변화 및 기호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부패율과 중량 변화를 보였으며, 쉽게 

물러지는 복숭아의 경도의 변화에서도 열풍처리한 복숭아가 

높은 경도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기호도의 변화에서는 초기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 6일에는 대조군의 기

호도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열풍

처리군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복숭아의 저장성 향상을 위

하여 46℃의 열풍건조기에서 시간별로 복숭아를 처리하였을 

때, 처리 직후 및 저장기간 중 주요 화학성분들과 항산화 활

성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는 2013

년 7월부터 8월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에서 수확하자

마자 바로 구매하여 외관상 상처가 없는 것을 선별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2. 열풍처리
복숭아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46℃로 조절한 열풍건조

기(VS-120203, Vision Scientific, Bucheon, Gyeonggi-Do)에 선

별한 복숭아를 넣고, 0, 3, 6 및 9시간 동안 열풍을 처리하였

다. 각 처리시간별로는 48개씩의 복숭아를 넣었으며, 열풍처

리 후에는 실온에서 6일 동안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Ascorbic acid 함량 변화
가공 처리과정 중 쉽게 산화될 수 있는 ascorbic acid가 열풍

처리에 의하여도 쉽게 변화하는지와 저장 중 변화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Park 등(20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은 복숭아 10 g에 3% metaphosphoric acid 용액 50 ㎖를 가

하고, homogenizer로 2분간 균질화시킨 후 100 ㎖ mass flask에 

3% metaphophoric acid로 정용하여 준비하였으며, 이 시료 추

출물 0.2 ㎖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0.8 ㎖를 넣어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 0.5 ㎖, 증류수 1.5 
㎖ 및 10% folic phenol reagent 0.2 ㎖를 차례대로 넣은 후 혼합

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하며,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ascorbic acid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L-ascorb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4. Polyphenol 화합물 함량
복숭아를 46℃의 온도의 열풍건조기에서 처리하고 저장하

면서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 변화를 A.O.A.C.법(1995)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은 복숭아 10 g에 증류수 50 ㎖를 

가하고, homogenizer로 2분간 균질화시킨 후 100 ㎖ mass 
flask에 정용하여 준비하였으며, 이 시료 추출액 1 ㎖에 0.5 
㎖의 Folin-Denis 시약과 1 ㎖의 포화 Na2CO3 용액, 7.5 ㎖의 

증류수를 차례로 혼합하여 30분 경과한 뒤 76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였다.

5.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
각각의 조건으로 열풍처리한 복숭아를 저장하면서 저장기

간에 따른 flavonoid의 함량을 Moreno 등(2000)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즉, 위와 동일한 시료 추출액 0.1 ㎖에 80% 
ethanol 0.9 ㎖를 가하여 이 혼합액 0.5 ㎖에 10% aluminium 
nitrate 0.1 ㎖, 1 M potassium acetate 0.1 ㎖ 및 80% ethanol 4.3 
㎖를 각각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상온에서 40분간 방치한 후 

41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quercetin 
(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6. 유리당 함량
열풍처리한 복숭아의 유리당 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복숭아 시료 10.0 g에 증류수 10 ㎖를 넣은 후 13,500 rpm/ 
min으로 1분 동안 균질화시키고, 균질물을 17,000 rpm/min에
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0.45 ㎛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HPL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이동상은 

acetonitrile과 증류수를 75:25(v/v)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고, column은 carbohytdrate column(250 ㎜×4.6 ㎜, Waters, Milli-
pore Co-operative, Milford, MA, USA)을 사용하여 1.4 ㎖/min
의 유속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detector는 RI detector(Waters 
2414)를 사용하였다. 

7. 항산화 활성
열풍처리한 복숭아의 저장 중 금속이온 제거능은 Yena 등

(2002)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액 1 ㎖에 

2 mM ferrous chloride와 5 mM ferrozine을 각각 100 ㎕씩 가하

여 흡광도 값의 조정을 위해 methanol을 일정량 혼합하고 10
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562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측

정하고,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를 백분율로 표

시하여 금속이온 제거능을 측정하였다. DPPH 전자 공여능 

측정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2 ㎖를 0.2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Chemical Co.) 
2 ㎖와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방치시킨 후,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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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Donating Ability(EDA, %) =

무첨가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복숭아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Robert 등(1999)의 방법에 

따라 7.4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 Sigma Chemical Co.)와 2.6 mM potassium per-
sulphate를 제조한 후, 암소에 하루동안 방치하여 양이온 

(ABTS․+)을 형성시켰다.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

광도 값이 1.5 이하가 되도록 희석하고, 희석된 ABTS․+ 용액 

1 ㎖에 시료 추출액 20 ㎕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30분 후에 측정하였다. 0.1 mM ascorbic acid를 이용하여 표준곡

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AAeq,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g)을 계산하였다.

8.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사용하여 각 실험구 간의 유의성(p<0.05)을 검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실험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Ascorbic acid 함량
복숭아에 46℃의 열풍을 시간별로 처리하고 저장하면서 

ascorbic acid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열풍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ascorbic acid의 함량은 13.81 
㎎%였으며, 열풍처리군은 11.73~14.16 ㎎%로 대조군과 비교

할 때 3 및 6시간 처리군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9시간 열풍처

리군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대체적으로 열풍처리에 의한 경향보다는 시료간의 차이

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저장 4일

차에 약간 증가하였으며, 저장 6일차에 대조군은 6.01 ㎎%

Table 1. Changes in ascorbic acid contents of peach treated with hot air (46℃)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Unit: ㎎%) 

Hot-air treatment 
time (hr)

Storage period (day)
0 2 4 6

0 13.81±0.33aB1) 11.09±0.54aC 15.63±0.36aA  6.01±0.34dD

3 11.73±0.44bB 11.43±0.35aB 14.48±0.30bA  9.69±0.02cC

6 12.23±0.02bB 11.68±0.63aBC 10.86±0.14cC 16.13±0.06aA

9 14.16±0.05aA 11.70±0.54aC 13.71±0.43bAB 12.83±0.51bBC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and a row (A~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로 가장 낮았고, 6시간 열풍처리군의 경우, 16.13 ㎎%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체간의 차이 등도 있

겠지만, ascorbic acid는 과일 숙성 중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대조군이 열풍처리군보다는 빠르게 숙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higenaga 등(2005)은 브로콜리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50℃

에서 2시간 동안 열풍처리한 후 저장한 경우, 저장 중 대조군

의 ascorbic acid의 함량이 열풍처리군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

하였다고 하였다. Lemoine 등(2010)은 브로콜리에 8 kJ/㎡의 

UV-C와 48℃에서 3시간 동안 열풍처리를 복합처리하고 저장

하면서 ascorbic acid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처리 직후에는 대

조군과 복합처리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장 중에는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감

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시료 및 처리조건

은 다소 다르지만, 열풍처리가 저장성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일치하였으며, Lemoine 등(2010)과 같이 타 비가열 처

리방법과의 복합처리 등도 복숭아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고

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Polyphenol 화합물 함량
복숭아에 46℃의 열풍을 처리하고 저장하면서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열풍처리 직후에는 19.03~23.64 ㎎%로 대조군과 3시간 열

풍처리군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 중에서의 변화는 대조

군은 저장 6일차에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으나, 3~9시간의 열

풍처리군은 다소 높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ascorbic acid와 마찬가지로 대조군의 변화가 보다 빠른 변화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Bakshi & Masoodi(2010)는 복숭아에 열수 및 습한 열풍을 

처리하였을 때 저장 중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polyphenol 화
합물의 함량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본 결과와 처리방법은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경향이었다. 
반면, Lemoine 등(2009)의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 열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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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polyphenols contents of peach treated with hot air (46℃)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Unit: ㎎%) 

Hot-air treatment 
time (hr)

Storage period (day)
0 2 4 6

0 22.64±0.24aA1) 19.18±0.17cB 22.26±0.01aA 18.92±0.73bB

3 23.19±0.02aA 17.88±0.45dB 19.17±0.36bB 25.17±1.94aA

6 19.03±0.39cC 25.39±0.05aAB 23.55±1.35aB 27.81±1.51aA

9 20.76±0.85bB 21.97±0.54bB 24.43±1.13aA 25.30±0.40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and a row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리 시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Lemoine 등
(2010)은 브로콜리에 8 kJ/㎡의 UV-C와 48℃에서 3시간 열풍 

복합처리하고 저장하면서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 처리 직후 대조군보다는 복합처리군에서 유의적으

로 높은 함량을 보였고, 저장 5일차를 제외하고는 복합처리

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을 보이는 등 다양한 결과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
복숭아에 46℃의 열풍을 시간별로 처리하고 저장하면서 

flavonoid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lavonoid 함량 변화에서는 대조군이 20.43 ㎎%로 가장 높

Table 3. Changes in flavonoids contents of peach treated with hot air (46℃)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Unit: ㎎%) 

Hot-air treatment 
time (hr)

Storage period (day)
0 2 4 6

0 20.43±9.99aA1) 12.44±0.31abA 15.34±0.56abA  6.86±0.43bA

3  8.83±0.58aA 11.92±1.37bA 12.26±1.90bA 10.97±3.18abA

6  7.73±0.32aB 14.31±0.20aA 13.35±1.21abA 15.00±0.31aA

9  9.46±0.97aC 12.81±0.35abB 16.16±0.69aA 11.92±0.51a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 b) and a row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Changes in free sugars contents of peach treated with hot air (46℃)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Unit: %)

Hot-air 
treatment 
time (hr)

Storage period (day)
Fructose Glucose Maltose Sucrose

0 day 6 day 0 day 6 day 0 day 6 day 0 day 6 day
Control 0.97±0.04 0.97±0.13 1.11±0.17 0.87±0.29 0.09±0.01 0.07±0.01 9.85±1.64 7.00±3.39

3 0.90±0.19 0.86±0.03 0.76±0.15 0.75±0.19 0.09±0.00 0.08±0.02 7.23±0.87 7.62±1.63
6 1.07±0.10 0.96±0.14 0.96±0.05 0.70±0.08 0.09±0.01 0.09±0.02 8.16±0.72 8.52±0.22

9 0.98±0.10 1.21±0.38 0.84±0.05 0.95±0.49 0.08±0.00 0.10±0.01 7.41±0.05 9.14±1.69

은 함량을 보였고, 열풍처리군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값을 보

였는데 대조군의 편차를 고려하여 볼 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 중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 변화에서는 저

장 6일차에 대조군이 다소 낮은 값을 보였고, 열풍처리군은 

열풍처리 직후보다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열풍처리

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시료 개체의 차이로 열풍처리에 의

한 flavonoid와 같은 성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유리당의 변화
복숭아에 46℃의 열풍을 처리하고 저장하면서 유리당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조군의 경우, fructose, glucose, maltose 및 sucrose 4종의 당

이 발견되었고, sucrose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glucose, 
fructose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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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처리군에서의 유리당은 대조군과 동일한 경향이었으

며, 함량 변화에서는 시료 개체간의 차이일 뿐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열풍처리에 의한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저장 후기인 6일차 유리당 함량

의 변화에서는 초기보다 대조군은 감소하고, 열풍처리군은 

다소 증가한 경향이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열풍처리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항산화 활성의 변화
저장성 증진을 위해 복숭아에 열풍을 처리하였을 때 항산

화 활성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속이온 제거능, 
DPPH 전자 공여능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금속이온 제거능의 경우, 대조군은 10.73%였으며, 열풍처

리군은 11.60~12.43%로 대조군이 열풍처리군보다는 다소 낮

은 값을 보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

으며, 저장 중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8.98~11.32%로 저장 초

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열풍처리군에서도 

저장 중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열풍처리 및 저장

에 따른 금속이온 제거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PPH 전자 공여능의 경우, 대조군은 11.03%의 공여능을 

보였으며, 열풍처리군은 9.70~11.42%로 대조군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

서도 대조군 및 열풍처리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30.94 ㎎ AAeq/ 

g이었으며, 열풍처리군은 28.68~31.08 ㎎ AAeq/g으로 대조군

Table 5. Changes in antioxidant activities of peach treated with hot air (46℃)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Hot-air treatment 
time (hr)

Storage period (day)
0 2 4 6

Metal chelating 
activity (%)

Control 10.73±0.01bA1) 10.68±0.05abA  8.98±4.13aA 11.32±0.71aA

3 12.43±0.32aA  9.84±0.69bAB  9.35±1.78aB 11.99±0.27aAB

6 12.03±0.44abA 12.47±0.75aA 12.19±0.20aA 11.56±0.28aA

9 11.60±0.77abA 11.55±0.75abA 12.62±0.79aA 10.13±1.19a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Control 11.03±1.37aA 10.86±1.69aA 11.79±0.22aA  9.89±0.88aA

3  9.99±1.90aA 12.76±1.11aA 11.46±0.79aA 11.31±0.98aA

6 11.42±2.12aA  9.75±0.72aA 10.47±0.49abA 10.05±0.35aA

9  9.70±0.91aA 11.26±0.52aA  9.35±0.99bA 10.20±1.04a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 AAeq/g)

Control 30.94±0.88aAB 21.74±0.64cC 32.45±0.10bA 26.84±2.92aB

3 30.92±0.68aB 20.00±0.26dC 30.63±0.28cB 33.64±0.13aA

6 28.68±2.06aA 28.31±0.13aA 32.36±0.13bA 34.46±5.18aA

9 31.08±2.59aB 25.28±0.46bC 36.02±0.76aA 35.20±0.42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and a row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라디칼 소거능의 차이는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장 중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모
든 실험군에서 큰 증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열풍처리 및 저장 중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사

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복숭아에 46℃의 열풍을 3~9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부패율 및 경도가 증진되고(Lee 등 

2013b), ascorbic acid 및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이 저장 중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풍처리

에 의하여도 복숭아의 화학성분 및 항산화 활성의 변화는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복숭아의 저장성 증진을 위한 방법

으로 열풍처리 방법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복숭아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46℃의 열풍건조기에서 

0~9시간 동안 처리한 후, 저장 기간 중 화학성분들과 항산화 

활성이 변화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복숭아 중 ascorbic acid의 

함량은 13.81 ㎎%였으며, 열풍처리군은 11.73~14.16 ㎎%로 대

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열풍처리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중 함량 변화에서는 6시간 열풍처리

군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대조군

의 변화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은 대조군은 22.64 ㎎%였으며, 열풍처리군은 19.03~ 
23.19 ㎎%로 복숭아 저장성 증진을 위한 열풍처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중의 변화에서는 대조군보다

는 열풍처리군에서 약간 높은 함량을 유지하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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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noid 함량에서는 대조군 및 열풍처리군 모두 저장하는 

동안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당

의 변화에서는 대조군 및 열풍처리군 모두 개체 차이일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 중 변화에서도 차이를 보이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의 변화도 대조군과 

열풍처리군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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