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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항산화능 소재 선발을 바탕으로 한 산수유와 황금을 이용한 약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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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ice Wines Using Cornus officinalis and Scutellaria baicalensis 
by Antioxidant Activit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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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27 medicinal herbs and plants were measured. The dried medicinal
herbs and plants were pulverized and extracted by water, 15% ethanol, and 45% ethanol, respectively at above 80oC for
90 minutes. The original and diluted extracts were tested for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by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scavenging activity assay. Cornus officinalis (C) and Scutellaria baicalensis (S) were selected to
develop rice wines with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45% ethanol extraction. The rice wine
developed using sample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as comparing to those of other commercial rice wines. The
rice wine samples were analyzed for titratable acidity, pH, oBrix, reducing sugar content, color (L, a, b), amino-acidity, and
ultraviolet absorption. The preferences for color, aroma,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determined using a 9-point hedonic
scale by 150 consumers. The sweetness, sourness, fruitiness, color, and medicinal herb-taste levels of the developed rice
wines were also evaluated, using a 9-point just-about-right scale. The mean overall acceptability score of c (5.54) was
higher than that of sample S. Based on the results, the sourness and medicinal herb-taste levels of sample s should be
modified to higher levels, and the fruitiness of sample S also needs to be adjusted. For a future study, the final
compositions of the developed rice wines will be adjusted for product launching based on the preference test data acqui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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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주는 일제 시대 이후 명맥이
끊어졌으나 88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씩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전통주가 시판되고 있다. 특히
약주(藥酒)라는 용어 때문인지 약주를 보약과 유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알콜 해독과 건강보조 및 각종 질병예방 등의
생리 기능성을 주장하는 약용주 등이 속속 개발되어 80여종 이
상이 시판되고 있다. 특히 인삼, 구기자, 두충, 감초, 오미자, 산
수유, 숙지황, 매실, 탱자, 사삼, 질경, 작약, 당귀, 천금 및 동충
하초 등의 약용주 등이 개발되었으며(1-3), 이들의 생리 효능이
부분적으로 보고 되어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원부재료로서 쌀과
약용 식물의 잎이나 뿌리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조과정 중 이
로부터 각종 생리 기능성 물질이 생성되거나 용출되는 것으로 여
겨져 전통약주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주류의 제조유통 및 판매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다양
한 종류의 민속주 및 농민주가 생산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여력
이 미흡한 영세한 업체인 경우가 많아 시장 확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다.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 6조
8천억 원 수준이나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미미한 정
도이다(주류공업협회). 그나마 국순당(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생산한 백세주의 성공에 힘입어 2003년 약 2500억 원의 매출을
보였으나 이후 경기 침체, 과다 경쟁 및 기술 개발 미흡 등으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 2005년 1400억 원 정도의 시장으로 위
축되었다(4). 반면 주류시장의 개방은 확대되어 주류 수입은 1995
년에는 148,344천 달러, 2000년에는 247,069천 달러, 그리고 2005
년 435,740천 달러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
종별로는 위스키(52.5%)와 와인(15.5%)과 같은 고급 주류의 수입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와인의 수입은 폭발
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
며 약 9천만 달러가 수입되었다(농수산물 유통공사). 전 세계적
인 와인에 대한 수요 증가는 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능
에 대한 다양한 연구 보고(5-8)와 와인의 기능성 관련 연구를 통
해 힘 있은 바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용 가능 한약재 및 약용 식물을 조사
하여 1차 선발된 27종의 기능성 소재에 대해 항산화능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항산화능 소재를 선발하고 이를 이용
한 약주 개발을 수행하였다. 항산화능 분석을 통해 선발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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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로는 산수유와 황금이 선정되었다. 산수유(Cornus officinalis)

는 약용 식물로 그 맛은 시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간경, 신경
에 좋고, 이뇨작용, 혈압강하작용,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작용, 항
암 및 항균작용 등이 있다고 동의학에서는 보고되어 있다(9). 산
수유의 성분으로는 gall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ursolic
acid와 morronoside, loganon, sweroside와 같은 iridoid 배당체 등
이 보고되었고(10), tellimagrandin 1, tellimagrandin 2, isoterche-
bin(Cornus-tannin 1), 1,2,3-tri-O-galloyl-β-glucose 등과 같은 tan-
nin류의 단리가 보고되었다(11). 산수유에 대한 연구로는 항산화
능에 관한 연구(9-13), 산수유에 함유된 항암물질의 정제 및 특성
(14), 산수유의 용매 분획별 항균활성(15), 산수유의 영양성분 분
석(16), 산수유 열매의 화학 성분과 건조에 따른 과육분리특성
(17), 산수유를 이용한 전통차 개발(18) 등의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은 꿀
풀과(Labia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며 껍질을 벗긴 뿌리
로 가을에 채취하여 잔뿌리와 겉껍질을 제거하여 건조한 것이다.
뿌리가 노란색이어서 황금이라 한다. 한방에서는 청열, 해독의 목
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약리 작용으로는 담즙배설 촉진, 항균,
이뇨 완화, 죽상동맥경화 방지, 위액분비 억제, 진정, 혈압강하 작
용 등이 있다(19-21). 황금은 baicalein, baicalin, wogonin,
wogonoside, neobaicalein 및 β-sitosterol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scutellarein 등이 주요 성분으로 보고되었다(18). 황금에 관한 연
구로는 항산화 효과(22), 황금으로부터 항산화 활성 성분의 분리
(23), 황금 및 생강 복합 수용성겔 제제의 항산화 활성 및 피부
염 치료효과(24), 황금 추출물의 심근 허혈-재관류 손상 억제 효

과(25), 알레르기 반응 억제 효과(26) 등 다양한 기능성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이를 이용한 약주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보
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이 보고된 식용 한약재 및 약용 식물 27
종의 항산화능을 분석하여 고항산화능을 나타낸 산수유와 황금
을 선발하고 이를 첨가하여 전통 약주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제
품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능을 분석하고 소비자 기호도 조
사를 통해 제품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약
주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초강목, 학술 문헌 및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등에 고시된 식
용 가능 한약재 등을 조사하여 1차로 27종의 한약재 및 약용식
물을 선정하였다(Table 1). 황금, 당귀, 황련, 오미자, 음양곽, 토
사자, 두충, 박하, 곽향, 천궁, 백출, 팔각향, 창출, 소회향, 진피,
단삼, 영지, 포공영, 황정, 한연초, 인동, 치자액, 어성초, 산수유,
우슬, 맥문동, 복령의 선정된 27종을 대상으로 하여 경동시장에
서 유통되는 건조된 형태의 국내산 한약규격품을 구입하여 mixer
기(Philips Bar Blender, Philips, New York, NY, USA)로 분쇄한
후, 저온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개발 제품과 항산화능 비교 실
험을 위해 대형 마트에서 시판되는 약주 제품(알코올분 13-18%)
6종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Selected medicinal plants and herbs for antioxidant test

No. General name (Korean) Academic name

1 Skullcap (Hwanggeum) Scutellaria baicalensis
2 Korean Angelica (Danggui) Angellica gigas Nakai
3 Jeffersonia Dubia (Hwangryun) Coptis chinensis
4 Korean Schisandra (Omija) Schizandra chinensis Baill
5 Epimedii Herba (Umyangkwak) Epimedium koreanum Nakai
6 Dodder (Tosaja) Cuscuta japonica Chois
7 Eucommia (Duchung) Eucommia ulmoides Olive
8 Peppermint (Bakha)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9 Agastachis Herba (Kwakyang) Teucrium veronicoides Maxim
10 Cnidii Rhizoma (Cheongoog) Cnidium officinale Makino
11 Japanese Atractylis-ovata (Beakchul) Atractylodes ovata
12 Stat-anise (Palkakhwang) Illicium verum
13 Japanese Atractylis-lodes (Changchul)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14 Dill (Soselhwang) Anethum graveolens
15 Fraxini cortex (Jinpie) Fraxinus rhynchophylla
16 Dan-Shen (Dansam) Salvia miltiorrhiza Bunge
17 Ganoderma (Myonggi) Ganoderma lucidum
18 Taraxaci Herba (Pogongyoung) Tarxacum plafycarpum H. Dahlsfedf
19 Polygonati Rhizoma (Hwanggeong)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e
20 Ecliptae Herba (Hanyeoncho) Hypericum ascyron
21 Japanese Honeysuckle (Indong) Lonicera japonica Thunb
22 Gardeniae Fructus (Chija) Gardeniae Fructus
23 Houttuyniae herba (Ueoseongcho) Houttuynia cordata
24 Japaness Cornel (Sansuyu) Cornus officinalis Siebold
25 Achyranthis Radix (Usool) Achyranthes japonica Nakai
26 Broadleaf Liriope (Maekmoondong) Liriope platyphylla F.T. Wang 
27 Hoelen (Boekryung) Poria co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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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을 이용한 항산화 능 측정
한약재 및 약용 식물의 최적 추출 용매를 선정하기 위해 증류
수, 15% ethanol, 45% ethanol을 사용하여 시료에 대해 추출을 실
시하였다. 약재 분쇄물 5 g을 distillation flask에 넣고 식용으로 사
용이 가능한 증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증류수, 15% ethanol,
45% ethanol을 각각 100 mL씩 넣어 hot plate에서 80oC 이상에서
90분 동안 magnetic bar를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추출하였다. 냉각
후 filtering을 하고, 시료를 각각 20, 100, 500, 1000 ppm(μg/mL)
단위로 각각의 용매로 희석하여 각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1,1-
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DPPH를 ethanol(LC grade, Sigma
Co.)과 물의 50 : 50 용액으로 DPPH시약(1.52×10−7 M)을 제조한
다. DPPH시약 4.5 mL과 시료 0.5 mL을 vortex로 혼합하여 암소
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17 nm 파장에서 Unicam Helios
Beta UV-Vis spectrophotometer(Unicam, Cambridge, UK)를 이용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ntrol은 ethanol 50%용액을 사용하
였다.

약주 제조
약주 제조는 주류 제조 교본의 방법(27)을 기본으로 (주)한국
발효기술의 제조 기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약주를 제조하였
다. 약주 제조용 백미는 충북 진천 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단위
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주모 제조용 효모는 Saccharomyces

cervisiae(청주용 효모)를 사용하였다. 멥쌀의 당화를 위한 액화 효
소는 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효소를 사용하였다. 증자미 10 kg, 젖
산(90%) 120 mL, 효모 100 g, 정제효소 30 g과 물 20 L를 투입한
후 실내 온도를 20oC로 유지하고 5일간 발효시켜 밑술을 제조한
다. 1단 담금은 증자미 180 kg, 액화효소 3 L, 정제효소 400 g, 물
300 L를 투입하여 실내 온도를 20oC로 유지하고 5일간 발효시킨
다. 2단 담금은 증자미 510 kg, 액화효소 3 L, 정제효소 400 g, 물
900 L를 투입하여 실내 온도를 20oC로 유지하고 15일간 발효 및
숙성을 한다. 필터프레스를 이용하여 발효액 1,400 L(알콜분 13.5%),
술지게미(주박) 245 kg으로 분리시켜 1차 여과를 실시하였다. 산
수유주 제조를 위해 주재료로 고항산화능을 나타낸 산수유를 사
용하고 붉은 색상을 내기 위해 자초가 부재료로 사용되었다. 45%
알코올 18 L에 산수유 5 kg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48시간 침출한
침출액 17 L와 45% 알코올 5 L에 자초 3 kg을 넣어 48시간 침
출하여 침출액 3.5 L를 혼합하여 1차 여과 발효액 1,400 L에 투
입 후, 실내온도 4oC에서 20일 이상 저온 숙성시킨 후 규조토 여
과기를 이용 2차 여과 후 제성 과정을 통해 알코올분을 13%로
보정하였다. 3차로 0.2 μm 여과지를 이용하여 필터프레스로 여과
후 85oC에서 20분 동안 살균 후 병입하였다.
황금주의 경우 주재료로 고항산화능을 나타낸 황금을 사용하
고 황금의 강한 약재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진피와 황정이 부
재료로 사용되었다. 황금주는 산수유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효
액이 제조되었고 제조된 발효액에 45% 알코올 18 L에 황금 5 kg
을 상온에서 48시간 침출한 침출액 17 L와 45% 알코올 5 L에 진
피, 황정 각각 3 kg을 넣고 48시간 침출한 각각 침출액 3.5 L를
발효액 1,400 L에 투입 후, 실내온도 4oC에서 20일 이상 저온 숙
성한 후 위의 산수유주 제조와 동일한 과정으로 제조하였다.

일반 성분 분석
pH는 pH meter(model AB 15,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시험용액 10 mL에
혼합 지시약을 2~3방울 가하여 pH를 8.5까지 적정하는데 소요된

0.01 N NaOH 용액의 mL수로 계산하였다. 당도(Brix)는 상온에서
hand refractometer(Model N-1E, ATAGO, Tokyo, Japan)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아미노산도는 국세청 기술연구소 탁약주 제조 강
본(27)에 의한 Formor 적정법을 이용하여 10 mL을 취해 phenol-
phthalein(Sigma Co.) 지시약 2-3방울을 가하여 중화한 후, 중성
formalin(Sigma Co.)용액 5 mL을 가하여 유리된 아미노산을 표준
후 탈산수소칼륨으로 보정한 후 0.1 N NaOH 용액으로 담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한 mL수로 나타내었다. 착색도(coloring degree)
는 시료를 4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셀의 두께(mm)
×10에 의해 산출하였다. 자외부 흡수(ultraviolet absorption)는 시
료를 증류수로 25배 희석하여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
광도/셀의 두께(mm)×10×희석배수에 의해 산출하였다. 색도는
색차계(HunterLab ColorQUEST II, Reston, VA, USA)를 이용해
3번씩 측정하여 Hunter scale에 의해 L (명도), a(적색도), b(황색
도)값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측정은 3회 반복하여 실시 후 평균
값으로 표시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DNS법에 따라 환원당을
DNS(3,5-dinitrosalicylic acid, Sigma Co.)와 Rochelle salt(Wako,
Osaka, Japan)로 발색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JASCO V-
5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측정하였다. 정량은
표준품 D-(+)-glucose(Sigma Co.)를 이용하여 외부표준법으로 계
산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
개발된 2종의 시제품에 대해 일반 주류 소비자를 모집하여 제
품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는 약주의
주 소비층으로 여겨지는 20-30대 남성, 40-5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 50명을 모집하였다. 제품에 대한 전
체적인 기호도, 색상 기호도, 향 기호도와 맛 기호도는 9점 기호
도 척도(9점: 대단히 좋다, 5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1점: 대단히
싫다)에 의해 평가되었고 색상 진하기, 과일향 정도, 단맛 정도,
신맛 정도와 한약재맛 정도는 just about right scale에 의해 (9점:
대단히 강하다, 5점: 딱 좋다, 1점: 대단히 약하다) blind 조건 하
에 평가하였다. 시료는 상온에서 난수표로 표기되어 플라스틱 컵
에 제시되었고 검사원은 무작위로 제시된 시료에 대해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 for Windows 7.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항산화능 소재의 선발을 위한 한약재 및 약용식물 분석
고항산화능을 가진 약주 개발을 위한 기능성 소재의 선발을 위
해 본초강목, 동의보감을 기초로 그 기능성이 확인된 식용 가능
한 총 27종의 소재를 선별, 45% 에탄올, 15% 에탄올, 물로 각각
추출하여 그 원액과 4단계의 농도에 대하여 DPPH radical scav-
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각 조건별 약재의 항산화능 분석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45%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희석 전 추출
물 원액에서는 산수유가 가장 높은 활성(90%)을 나타내었다. 다
음으로 오미자가 88%, 팔각향이 83%, 진피가 82%, 황금이 81%,
천궁이 80%의 활성을 보였고, 1,000 μg/mL에서는 단삼과 황금이
각각 50%의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500 μg/mL의 농도에서는
단삼과 황금이 각각 21%, 37%의 활성을 보였다. 15% 에탄올 추
출물의 경우 희석 전 추출물 원액에서는 45% 에탄올 추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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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마찬가지로 산수유가 90%의 활성을 보였으며, 팔각향이
85%, 오미자가 82%, 천궁이 80%, 황금이 77%의 활성을 보였다.
1,000 μg/mL에서는 단삼과 음양곽이 각각 47%, 23%의 활성을 보
였으며, 500 μg/mL의 농도 또한 단삼과 음양곽이 각각 22%, 11%
의 활성을 보였다. 물을 이용한 추출물의 경우 희석 전 원액에서
는 토사자가 가장 높은 활성인 84%를 나타내었다. 그 외 황금과
팔각향이 각각 80%, 창출과 단삼이 77%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1,000 μg/mL 에서는 단삼이 55.2%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20 μg/mL과 100 μg/mL의 농도에서는 눈에 띄는 활성
은 측정되지 않았다. 모든 한약재들이 대체적으로 물 추출물 보
다는 에탄올 45% 추출물에서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냈다. 항산화
능 분석 한약재 및 식물약재 가운데 항산화능이 전반적으로 우
수하게 나타난 산수유와 황금이 약주 제조를 위한 주요 기능성
소재로 선정되었다. 황금의 경우에는 알코올 함량이 45% 에탄올
추출에서 15% 에탄올과 물 추출액 보다 월등한 항산화능을 보
였고 산수유는 알코올 45% 에탄올, 15% 에탄올과 물 추출액에

Table 2. Inhibitory effect1) of an each extract of 27 medicinal plants on the formation of DPPH radicals

Medicinal plants (Korean)
Extraction 
condition

Inhibitory activity (%)

20 μg/mL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Original extract

Skullcap (Hwanggeum)
EtOH 45% 0.5 4.5 36.9 49.4 80.6 
EtOH 15% 0 0.3 3.8 8.8 77.4

H2O 0 0 2.4 5.1 79.3

Korean Angelica (Danggui)
EtOH 45% 0 0 4.6 6 77
EtOH 15% 0 0 1 3.1 71

H2O 0 0 0.6 1.5 58.5

Jeffersonia Dubia (Hwangryun)
EtOH 45% 0 0 5.3 11.9 45
EtOH 15% 0 0 4.3 9.5 53.5

H2O 0 0.7 3.9 9.5 61.3

Korean Schisandra (Omija) 
EtOH 45% 0 3 11.7 23.5 87.5
EtOH 15% 0 0.7 7.1 14.6 82.4

H2O 0.2 1.9 6.2 11.9 67.8

Epimedii Herba (Umyangkwak)
EtOH 45% 0.4 0.1 16.9 36.9 73.8
EtOH 15% 0.2 1.8 10.7 22.8 66.6

H2O 0.1 0.1 6.9 15.8 75.1

Dodder (Tosaja)
EtOH 45% 0 1 8.3 19.3 75.5
EtOH 15% 0 0 5.3 14.3 78.5

H2O 0 0 5.6 13.5 83.9

Eucommia (Duchung)
EtOH 45% 0 0 0 1 46.4 
EtOH 15% 0 0 0.6 3.1 52.8

H2O 0 0 0.5 1.5 54

Peppermint (Bakha)
EtOH 45% 0 1.2 4.7 9.4 73.3
EtOH 15% 1.3 1.5 3.8 7.3 72.3

H2O 0.7 1.2 3.8 6.7 71.4

Agastachis Herba (Kwakhyang)
EtOH 45% 0 0 0.9 4.2 74.9
EtOH 15% 0 0.8 1.3 3.3 73

H2O 0 0 0.2 2.3 73.1

Cnidii Rhizoma (Cheongoog)
EtOH 45% 0 0 1.6 5 80.3
EtOH 15% 0 0 0.5 1.4 80.3

H2O 0 0 0.2 2.9 59.6

Stat-anise (Palkakhwang)
EtOH 45% 1.3 2.7 14.1 31.2 82.8 
EtOH 15% 1.9 2.1 9.6 17.7 85.3

H2O 1.5 2.1 5.2 10.9 79.8

Japanese Atractylis-lodes (Changchul)
EtOH 45% 0 0 0.8 4.1 79
EtOH 15% 0 0 0.8 3.1 77

H2O 0 0 0.6 1.9 77.2

Dill (Soselhwang)
EtOH 45% 0 0 0.2 0.3 32
EtOH 15% 0 0 0.2 1 44.1

H2O 0 0 0.4 0.8 42.7
1)Inhibition percentage (IP) % = (control-sample/contro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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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비슷하게 높은 항산화 수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추출
액 제조 용매로 45% 에탄올이 선정되었다.
한약재 및 약용식물의 항산화능 및 생리활성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 논문에서 산수유와 황금의 고항산화능이 확인되었다. Kim
등(28)은 산수유, 황금 등 6종의 한약재를 열수추출하여 냉동건

조 후 70% ethanol로 용해하여 ethanol 가용성 획분(ESF)과 etha-
nol 불용성 획분으로 분리하여 항산화능을 분석한 결과 산수유
ESF의 산화 안정성이 8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황금이
75.1%를 보였다. Lim 등(29)의 연구에서는 75% ethanol로 약용식
물을 추출한 후 팜유와 돈지를 기질로 하여 Rancimat으로 항산

Table 2. Continued.

Medicinal plants
Extraction 
condition

Inhibitory activity (%)

20 μg/ml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Original extract

Hoelen (Boekryung)
EtOH 45% 0 0 0 0.3 20.3
EtOH 15% 0 0 0 0 13.9

H2O 0 0 0 0 12.3

Fraxini cortex (Jinpie)
EtOH 45% 0 0 0.8 6.2 81.6 
EtOH 15% 0 0 1.8 6.3 79.2

H2O 0 0 1.1 6.1 81

Dan-Shen (Dansam)
EtOH 45% 0 3.1 20.9 49.3 77
EtOH 15% 0.2 2.8 22.1 46.4 78.3

H2O 0.2 4.3 21.7 50.2 77.4

Ganoderma (Myonggi)
EtOH 45% 2.6 1.3 1.7 1.8 37.4
EtOH 15% 1.3 1.5 1.2 2.2 20.8

H2O 2.6 2.1 3.2 2.9 21.2

Taraxaci Herba (Pogongyoung)
EtOH 45% 0 0 4.9 12.1 76
EtOH 15% 0 0 3.9 9.8 73.2

H2O 0 0 3.2 10.4 69.7

Polygonati Rhizoma (Hwanggeong)
EtOH 45% 0 0 2 4.7 72.5 
EtOH 15% 0 0 2.1 4.8 72.2

H2O 0 0 2.5 5.6 72.8

Ecliptae Herba (Hanyeoncho)
EtOH 45% 0.6 0.7 6 13.1 53.4
EtOH 15% 0 0.2 1.6 4.5 56.4

H2O 0.7 1.2 1.6 3.7 52.2

Japanese Honeysuckle (Indong)
EtOH 45% 0 0 5.2 10.6 70
EtOH 15% 0 0 3.6 10.3 71.4

H2O 0 0 4.6 8.6 71.7

Gardeniae Fructus (Chija)
EtOH 45% 0 1.1 5.2 11.2 70.4
EtOH 15% 0.6 0.6 4.5 8.8 69.6

H2O 0 0.1 3.7 8.4 74.2

Houttuyniae herba (Ueoseongcho)
EtOH 45% 0 0.1 3.7 9.2 43.7
EtOH 15% 0 3.4 3.2 7.3 54.5

H20 0 0.2 2.2 5.1 54.3

Japaness Cornel (Sansuyu)
EtOH 45% 0 0 6.3 13.6 90.6 
EtOH 15% 0 0 3.7 10.2 90.5

H2O 0 0 2.7 8.1 90.2

Achyranthis Radix (Usool)
EtOH 45% 0 0 0 0 12.2
EtOH 15% 0 0 0 0 3.7

H2O 0 0 0.4 0.1 5.9

Broadleaf Liriope (Maekmoondong)
EtOH 45% 0 0 0 0 5.2
EtOH 15% 0 0 0 0 4.7

H2O 0.7 0 0.4 7.8 5.8

Japanese Atractylis-ovata (Beakchul)
EtOH 45% 0 0 0 0.3 18.1
EtOH 15% 0 0 0 0 8.6

H2O 0 0 0 0 15.2
1)Inhibition percentage (IP) % = (control-sample/contro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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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을 측정한 결과 황금의 antioxidant index는 팜유와 돈지를 기
질로 했을 때 각각 1.22, 1.40으로 다른 생약 추출물보다 비교적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고, 산수유의 경우 각각 1.13, 1.32로
나타났다. Song 등(13)의 연구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약용 작물
의 항산화 활성 물질을 탐색한 결과 산수유와 황금 등 13종이
항산화 활성이 높은 생약재로 선발되었다. Kim 등(12)의 연구에
서 산수유 추출액은 linoleic acid emulsion을 이용한 total antiox-
idant 활성에서 1 mg/mL 농도에서 대조구에 비해 70% 이상의 활
성을 나타내었고 수소이온 라디칼 소거능에서도 60% 이상의 활
성을 나타내어 천연 항산화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Yang 등(24)의 연구에서 황금 및 생강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의 수용성겔의 hydroxyl radical, free radical,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항산화능 소재 첨가 약주 제조 및 분석
기능성 소재로 선발된 산수유와 황금을 이용한 약주 제조를 위
해 기존의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약주 생산에 바탕을 두고 첨
가 약재를 변경하여 약재의 투입량과 배합비를 결정하였다. 산수
유 약주 제조를 위하여 백미, 물, 효모가 주원료로 사용되었고 주
요 첨가 약재인 산수유의 경우 과일향이 강하고 붉은 색상이 나
므로 젊은 층과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약재향이 강하지 않
고 로제 와인과 유사한 붉은 빛을 내는 제품으로 개발하였다. 이
를 위해 산수유의 향미와 색상과 어우러지는 자초(violet-root
cromwell)를 첨가하여 로제 와인과 유사한 색상을 내도록 하였다.
황금 약주 제조에는 산수유주와 동일하게 백미, 물, 효모를 주원
료로 사용하였다. 황금의 경우 산수유와 반대로 한약재 향이 강
하고 노란빛을 내므로 우리나라 약주의 주 소비층인 30-40대가
선호하는 한약재 향이 적당하고 노란빛을 내는 전형적인 약주 제
품으로 개발하였다. 황금의 경우 특유의 한약재 향이 강하여 이
를 완화하고 부드러운 향미를 주기 위해, 본 연구에 27종의 약
용식물 중 황금의 향을 보정해주고 색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
지 않는 진피와 황정을 부재료로 첨가하였다.
항산화능 분석 및 선발 과정을 통해 선정된 황금과 산수유를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과 시판 제품의 항산화능 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의 결과 황금주
(hwangeum-ju)는 실험 대상이 된 약주 중에서 가장 높은 활성
(82%)을 보였으며, 산수유주의 경우 기존 약주 제품 중 가장 높
은 활성을 보인 SK(66%)와 대등한 수치를 보였다. 황금주는 고

항산화능의 기능성 약주라는 제품 컨셉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여
겨진다. 산수유주(sansuyu-ju)의 경우 황금주에 비해 항산화능은
떨어지나 기능성과 과일 특성이 강한 와인과 유사한 제품으로 개
발된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 여겨진다. 개발된 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 황금주가 4.5, 산수
유주가 4.4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
통약주 제품의 경우 pH는 3.51-4.59 범위로 비교적 넓은 범위를
나타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30). 총산도는 황금주가 2.28 g/L
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산수유주도 기존의 약주에 비
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31). oBrix는 황금주와 산수유주가 각각
9.37 oBrix, 9.73 oBrix로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명도(L)는 황금주가 88.32를 나타내 산수유주보다 높게 나왔고,
황색도(b)는 26.54를 보여 일반적으로 노란빛을 띄는 다른 전통
약주와 유사한 색상을 나타냈다. 반면 산수유주는 반대로 적색도
(a)가 3.25를 보여 산수유 특유의 색깔로 인한 붉은 빛을 보였다.
환원당은 각각 100 mL 당 1.32 g, 1.30 g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
여 동일한 원액을 사용하여 발효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
다. 약주의 착색도(coloring degree)는 술의 원료와 누룩 자체가
갖고 있는 색이 술의 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술 중의 철
분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색이 진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30). 약
주는 대개 담황색을 띄며, 착색이 지나치면 제품의 상품적 가치
가 떨어지게 된다. 이외의 착색 물질로는 flavin(황색)과 melanoi-
din(갈색)도 있는데 새로운 술은 flavin(황색)가 비교적 많고, mel-
anoidin은 청주 중의 당류 및 기타 여러 환원성 물질과 아미노산
이 반응하여 생성되며 양조기간 동안이나 저장 중에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30).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품의 착색도 분석 결과는
황금주가 0.23, 산수유주가 0.07의 수치를 보였는데, 노란빛을 내
는 황금주의 경우 산수유주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일
반적인 약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효주의 잡미의 지표
가 되는 자외부 흡수(ultraviolet absorption)의 경우 황금주가 9.76
으로 나타났고 반면 과일 관련 관능 특성이 강한 산수유주는 3.54
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개발 약주 기호도 조사
산수유주(sansuyu-ju)와 황금주(hwangeum-ju)에 대한 소비자의 기
호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30대 여성, 2-30대 남성, 4-50
대 남성과 전체 소비자의 9점 기호도 척도에 의한 전체적인 기호
도, 외관 기호도, 향 기호도, 맛 기호도 평가와 9점 just about right
scale에 의한 색상(color), 과일향(fruitness), 단맛(sweetness), 신맛
(sourness)과 한약재맛(medicinal herb-taste) 수준 평가의 평균과 표

Fig. 1. Antioxidant activity of developed yakju samples (sansuyu-
ju and hwangeum-ju) with other commercial yakju samples
measur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 (%).

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eveloped yakju samples

Sample Hwanggeum-ju (H) Sansuyu-ju (S)

pH 4.54 ± 0.00 4.43 ± 0.02
oBrix 9.73 ± 0.12 9.37 ± 0.06

Total acidity (g/L) 2.28 ± 0.08 4.20 ± 0.26
Amino acidity (mg/mL) 1.00 ± 0.00 0.86 ± 0.05

Color
L 88.32 ± 0.17 85.05 ± 0.66
a -4.27 ± 0.05 3.25 ± 0.02
b 26.54 ± 0.25 14.35 ± 0.02

Reducing sugar (g/100 mL) 1.32 ± 0.00 1.30 ± 0.01
Coloring degree 0.23 ± 0.01 0.07 ± 0.00

Ultraviolet absorption 9.76 ± 0.08 3.54 ± 0.04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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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를 표시하였다.
먼저 산수유주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호도 조사 항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30대 여성,
2-30대 남성, 4-50대 남성의 응답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외관 기호도(appearance)를 제외하고는 연령/성별에 따른 응답
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약주의 기호도에서 성별, 연령에 따른 차
이보다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전체 소비자의 기호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고
자 한다.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5.54점 수준으로
“좋지도 싫지도 않다(5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여겨지며,
향후 기존 시판 제품과의 비교 기호도 조사를 통해 시장성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외관 기호도에서는
5.78점으로 전체적인 기호도에 비해 점수가 약간 상승하였다. 향
기호도와 맛 기호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점 just about
right scale 에 의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색상의 경우 진하기 정
도의 평균값이 3.95점으로 “약간 약하다(4점)” 수준으로 나타났
다. 산수유주의 경우 약간의 붉은기를 띠고 로제와인과 같은 색
상을 나타내는데 약주의 경우 노란빛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수유주의 밝은 붉은 색이 약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

일향의 경우 4.61점 수준으로 “딱 좋다(5점)”와 “약간 약하다(4점)”
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단맛은 5.44점으로 “딱 좋다(5점)” 수
준으로 나타났다. 신맛과 한약재맛의 경우도 평균값이 “딱 좋다
(5점)”와 “약간 약하다(4점)”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수유
주의 컨셉에 대한 부합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와인과의 유
사 정도에 대한 평가에는 3.35점으로 “약간 유사하지 않다(3점)”
와 “약간 유사하다(4점)” 사이로 나타났고 산수유주의 베이스가
쌀을 발효시킨 약주인 것을 감안하면 산수유의 색상과 과일 향
미가 소비자에게 일부분 어필한 것으로 여겨진다.
황금주는 기호도 조사 항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20-30대 여성, 20-30대 남성, 40-50대 남성의
응답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맛 정도(sour)를 제외하
고는 연령/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위의 산수유
주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약주의 기호도에
서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는 4.80점 수준으로 “좋지도 싫지도 않다(5점)”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산수유주보다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외관 기호
도에서는 5.70점으로 “전체적인 기호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하였

Table 4. Mean scores of preference test for developed yakju samples (N = 150)

Attributes

Sansuyu-ju

Women in twenties 
and thirties

(n = 50)

Men in twenites and 
thirties 
(n = 50)

Men in fourties 
and fifties
(n = 50)

Overall
(n = 150)

Acceptabilities
 Overall acceptability1) 5.50 ± 1.53 5.84 ± 1.71 5.28 ± 1.44 5.54 ± 1.57

 Appearance1) 5.92 ± 1.64 6.27 ± 1.38 5.16 ± 1.65 5.78 ± 1.62
 Aroma1) 5.70 ± 1.61 5.32 ± 1.81 5.44 ± 1.59 5.49 ± 1.67
 Taste1) 5.40 ± 1.58 5.78 ± 1.69 5.28 ± 1.58 5.48 ± 1.62

Attribute preference level
 Color level2) 3.64 ± 1.34 4.20 ± 1.29 4.00 ± 1.67 3.95 ± 1.45
 Fruitiness level2) 4.76 ± 1.44 4.50 ± 1.47 4.58 ± 1.46 4.61 ± 1.45
 Sweetness level2) 5.24 ± 1.56 5.26 ± 1.41 5.44 ± 1.49 5.31 ± 1.48
 Sourness level2) 4.56 ± 1.61 4.86 ± 1.59 4.62 ± 1.48 4.68 ± 1.56
 Medicinal herb-taste level2) 3.72 ± 1.46 3.70 ± 1.58 4.24 ± 1.62 3.89 ± 1.57

Similarity to wine3) 3.24 ± 1.15 4.80 ± 8.47 3.14 ± 1.21 3.73 ± 5.03

Attributes

Hwanggeum-ju

Women in twenties 
and thirties

(n = 50)

Men in twenites and 
thirties 
(n = 50)

Men in fourties 
and fifties
(n = 50)

Overall
(n = 150)

Acceptabilities
Overall acceptability1) 5.02 ± 1.48 4.64 ± 1.64 4.74 ± 1.43 4.80 ± 1.52
Appearance1) 5.90 ± 1.37 5.48 ± 1.61 5.72 ± 1.74 5.70 ± 1.58
Aroma1) 5.44 ± 1.45 4.90 ± 1.84 5.02 ± 1.57 5.12 ± 1.63
Taste1) 4.38 ± 1.64 4.46 ± 1.79 4.56 ± 1.45 4.47 ± 1.62

Attribute preference level
Color level2) 5.20 ± 1.05 4.94 ± 1.22 5.16 ± 1.28 5.10 ± 1.19
Fruitiness level2) 3.92 ± 1.45 4.06 ± 1.58 3.74 ± 1.55 3.91 ± 1.53
Sweetness level2) 4.40 ± 1.73 4.20 ± 1.75 4.26 ± 1.56 4.29 ± 1.67
Sourness level2) 3.70 ± 1.72 4.56 ± 1.96 4.18 ± 1.57 4.15 ± 1.78
Medicinal herb-taste level2) 4.50 ± 2.01 4.58 ± 1.93 4.62 ± 1.74 4.57 ± 1.88

Mean ± S.D.
1)9 point hedonic scale (1: extremely dislike, 5: dislike & like, 9: extremely like)
2)9 point JAR scale (1: extremely weak, 5: just about right (JAR), 9: extremely strong)
3)1: very not same, 2: not same, 3: not a little same, 4: a little same, 5: same, 6: very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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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전통주 특유의 노란 색을 띠는 색상에 익숙한 이유인
것으로 여겨진다. 향 기호도는 5.12점으로 전체적인 기호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맛 기호도는 4.47점으로 “약간 싫다(4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향보다 맛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
겨진다. 9점 just about right scale에 의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색상의 경우 진하기 정도의 평균값이 5.10으로 색상 정도는 “딱
좋다(5점)” 수준으로 색상 기호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향은 황금주가 과일향은
약하고 한약재향을 살린 컨셉으로 제조된 것으로 3.91점으로 “약
간 약하다(4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맛과 신맛 정도는 각각
4.29점과 4.15점으로 약간 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강이 필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반면 황금주의 주 컨셉인 고 기능성 약주로서 한
약재맛이 4.57점으로 나와 한약재맛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Fig. 2. Response frequencies for the just-about-right (JAR) questions for two developed yakju samples (N = 150). ext: extremely, sl:
sl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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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just about right scale 에 의한 과일향, 한약재맛, 단맛, 신
맛과 색상 수준의 평가 결과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았다(Fig. 2).
단맛의 경우 평가 점수의 분포를 보면 산수유주의 경우 “딱 좋다
”에 38명이 응답하여 응답자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약간 강
하다”와 “강하다”에 각각 33명과 29명이 응답하여 강한 쪽의 응
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주의 경우는 “딱 좋다”에 33명
이 응답하였고 산수유주와는 반대로 “약간 약하다”와 “약하다”에
각각 34명과 31명이 응답하여 단맛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여
겨진다. 신맛의 경우 산수유주는 “딱 좋다”에 44명이 응답하여
응답자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응답도 정규분포를 나
타내 신맛은 적정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황금주의 경우는 “
매우 약하다”, “약하다”와 “약간 약하다”에 각각 23명, 24명, 32
명이 응답하여 신맛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황금
주의 낮은 총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신맛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과일향의 경우 과일 특성을 강하게 개발한 산
수유주의 경우 “약간 약하다”로 43명이 응답하였고 “딱 좋다”와 “
약간 강하다”에 각각 30명과 32명이 응답하여서 의견이 분리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의 컨셉을 고려하여 보강하는 것이 필
요하리라 여겨진다. 황금주의 경우는 “매우 약하다”, “약하다”, “
약간 약하다”가 총 63명이 응답하여 과일향 수준은 약한 것으로
여겨지나 제품의 특성이 한약재향/맛을 강조한 것이므로 과일향
보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한약재맛의 경
우 산수유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하다” 쪽의 응답이 높게 나
타났다. 황금주의 경우 “딱 좋다”는 16명에 불과하고 “약간 약하다

”와 “약하다”에 각각 36명과 19명이 응답하였고 반대로 “약간 강
하다”와 “강하다”에 각각 31명, 19명이 응답하여 한약재맛의 적
정수준에 대한 평가가 나누어졌다. 이는 한약재맛의 경우 강도
수준에 따른 기호정도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황금
주는 한약재향/맛을 강조한 기능성 약주로 컨셉을 잡은 것을 감
안하면 강한 한약재맛을 선호하는 그룹에 관련 관능 특성의 강
도를 맞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 응답에서도 “밍밍하
다”, “바디감이 부족하다”의 의견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한약재
향미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색상의 진하기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산수유주의 경우 “딱 좋다”에 50명이 응답하여
응답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분포를 나타내어 적당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황금주의 경우는 “딱 좋다”에 27명이 응답하
였고, “약간 약하다”와 “약하다”에 각각 39명과 33명이 응답하여
좀 더 진한 노란 색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약주 개발을 위한 기능성 소재의 선발을 위해서 총 27종의 약
초를 선별하여 45% 에탄올, 15% 에탄올, 물로 각각 추출하여 그
원액과 4단계의 농도에 대하여,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를 측정하여 항산화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난 산수유와
황금이 약주 개발을 위한 주요 부재료로 선정되었다. 산수유를
주요 약재로 하는 약주의 개발은 과일향이 강하고 로제와인과 같
은 붉은 색상을 내는 제품으로 개발하였고 황금을 사용하는 경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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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고 항산화능의 기능성 약주 컨셉에 맞게 한약재 향이 적당
하고 일반적인 약주의 색상인 노란빛을 띠는 제품으로 개발되었
다. 각각의 제품의 특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초, 황정, 진피가 부
재재로 첨가되었다. 개발 제품의 항산화능 분석 결과 시판 제품
에 비해 황금주의 항산화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수
유주는 기존 제품 중 가장 높은 항산화능을 보인 제품과 같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2종의 개발 제품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황
금주의 경우 신맛과 한약재맛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수유주의 경우 산수유의 첨가량 조절을 통한 과일향 증가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최종 제품 출시를 위해 기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배합비를 조정하고 기존 시판 제품과의 비
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발된 제조기술은 현지의 기
술 지도를 통하여 제품의 산업화 및 상품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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