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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plore the preservation parameters of a prototype anti-inflammatory drink containing a Helianthus annuus seed 
extract, we first examined sweetness, pH and color changes, and temperature effects during preservation. Over 
25 days, pH rose slightly from 3.50 to 3.65. Small color changes in L, a, and b values occurred on prolonged 
storage. Temperature most affected storage properties, which differed considerably at 10℃ and 40℃. Microbiological 
safety tests showed that the prototype drink was safe; neither general bacterial contamination nor Escherichia coli 
growth occurred. We concluded that the prototype drink was biologically and microbiologically safe on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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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해바라기의 씨는 비타민 함량이 많아 보건식품으로서 

식용기름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비

타민A,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해바라기 

씨는 단백질, 지방 등 열량 양소의 흡수량을 높여 주고 

질병에 한 항력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1),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수치를 

하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2,3). 

산업 으로는 비 나 도료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각종 과실류의 부산물인 씨의 생물소재로서의 가치가 부

상되고 있어서 해바라기의 씨도 상업 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생물재료로 주목된다. 

한편, 분자염증에 주요한 인자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에 의한 반응은 NF-κB가 염증과정에서 심

 치를 차지하는 요한 조 인자이다(4). 세포손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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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여러 가지 산화 스트 스에 의해서 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는데, 염증세포들의 염증성 cytokine 유도  활성화

를 가져와 염증반응을 지속 으로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들 cytokine은 cyclooxygenase-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xanthine oxidase (XO)을 포함

하여 pro-inflammatory 효소의 활성화, 그리고 NADPH 

oxidase에 의한 ROS  RNS의 생성인데, 결국 축 된 

ONOO-, OH, H2O2, O2
-는 염증반응의 증폭을 야기하며 세

포의 항상성 상실을 가져와, 분자염증 질환을 래한다는 

것이 최근의 가설이다(5). Alzheimer's disease (AD)의 경우

에서도 이 질환이 ROS 생성에 의하여 유발되며, 특히 신경

세포를 직  공격하기도 하며, 한 이들 ROS가 NF-κB의 

조 을 통한 신호분자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TNF-α, IL-1β, 

IL-6, IL-8, GM-CSF, interferon, MHC class I, VCAM-1, 

ICAM-1, NOS 유 자 등도 알려진 분자염증의 분자표 인

데, AD의 신경변성 효과는 IL-6과 같은 pro- inflammatory 

cytokine에 기인한다고 한다(4,5). 따라서 면역염증반응에 

기인된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동맥경화, 당뇨병, 암 등의 

퇴행성 질환에 염증반응이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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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된다. 

본 연구는 항산화능이 있는 해바라기씨의 기능성을 검색

하고 이를 응용화하기 하여 항산화 활성을 확인을 하 으

며(6,7), 이러한 항산화능이 우수한 성분 에서 천식에 

한 in vitro  in vivo assay를 통하여 항염증 효과(8)도 확인

하 으며, 이에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하여 이를 

원료로 한 음료 시제품을 만들었다. 본 시제품은 제조 후 

장  기능성이 속히 하되는지의 여부는 상품성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이의 장  음료의 품질 기간 

산정과 이에 따른 제반 요인의 분석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추출액의 농축, 이화학  변화  formulation

추출한 농축액의 이화학  변화  formulation에 의한 

제조공정은 보(9)의 방법과 같이 제조하 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a prototype drink supplemented with the 
extracts of Helianthus annuus seed

Sunflower seed prototype

Ingredients Content (%)

Helianthus annuus seed extract (2°brix) 15.0

Liquid fructose solution 12.0

Citric acid 0.1

Vitamin C 0.04

Sodium citrate 0.04

Honey 0.3

Apple vinegar 3

Glycyrrhizae Radix extract (55°brix) 0.25

Schizandrae Fructus extract (60°brix) 0.25

Distilled water 69.02

Total 100.0

유통기간 산정을 한 음료의 장

제조한 음료를 10℃, 40℃에서 5일 간격으로 25일간 장

하면서 이화학  특성  능  특성을 조사하여 음료의 

장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측정하 다.

음료의 이화학  특성 측정

음료의 pH는 25℃에서 pH meter (Metrohm Co., Switzerland)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음료의 당도는 굴  당도계

(ATAGO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음료의 장 

의 색도변화는 Chromameter CT-310 (Minolta Camera 

C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10). 

능검사

능검사는 4℃에서 장한 조구의 음료와 색, 향, 맛 

 반 인 기호도를 비교하여 평가하 다. 기  검사물

과의 차이검사법으로 4℃에 장한 조구를 기 으로 

장온도  장일수에 따라 능검사를 실시하여 비교값을 

선정하 다(11). 기  검사물과의 차이검사법으로는 다음

과 같다. 

C보다 좋다:5.0 / C보다 약간 좋다:4.5 / C와 같다:4.0

C보다 약간 나쁘다: 3.5 / C보다 나쁘다:3.0 / C보다 상당

히 나쁘다:2.5

C보다 단히 나쁘다:2.0 / C보다 아주 나쁘다:1.5

C보다 아주 크게 나쁘다:1.0

미생물 검사

장시료에 하여 무균 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페트리

필름을 이용하여 일반 세균수  장균 수를 확인하기 

하여, 35±2℃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음료에 한 미생물

학  오염여부를 확인하 다. 

통계 처리

실험 결과는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에 의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통계처리하 다 (12). 

실험 결과 

음료 장  이화학  특성 변화

음료의 장에 따른 이화학  특성의 변화는 Table 2와 

Table 2. Changes in pH, °brix and hunter's color of Sunflower 
seed drink during preservation at 10 or 40℃

Preservation  condition
pH* °Brix** Hunter's color***

L a bTemp. (℃) Time (Days)

10℃

0 3.51 10.0 76.45 0.23 11.58

5 3.52 10.0 75.34 0.20 11.83

10 3.51 10.1 75.37 0.23 11.42

15 3.50 9.8 74.45 0.24 11.32

20 3.53 10.0 74.24 0.25 11.10

25 3.55 10.0 74.08 0.27 11.04

40℃

0 3.51 10.0 76.45 0.23 11.58

5 3.51 10.1 74.45 0.19 11.40

10 3.53 10.0 74.01 0.25 10.94

15 3.58 9.0 73.25 0.39 10.52

20 3.63 10.1 74.18 0.45 9.83

25 3.65 10.0 72.13 0.50 8.13
*The pH, **°Brix, or ***Hunter's color was shown in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determinations. The values of SD were not shown owing to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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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pH의 경우 장 기 3.51에서 25일간의 장기간에 

따라 최 값이 3.50이었고, 최고값이 3.65이었고, pH의 경

우 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당도는 장 기값이 장 25일째 측정한 값과 차이

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장기간에 따른 색도의 변화는 

L값의 경우 기 값 76.45에서 25일간 장한 후 10℃의 

경우 74.08, 40℃에서의 경우 72.13으로 각각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고, 40℃에서 장할 경우 L값이 많이 감소되어 

40℃이상에서 25일간 이상 장시 상품 인 가치가 떨어지

는 것으로 사료된다(13,14). a값의 경우 장 기 0.23에서 

장완료 후의 값이 10℃의 경우 0.27, 40℃의 경우 0.50으로 

나타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40℃에서 장한 경우 

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능  특성의 변화   

장기간에 따른 음료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장에 따른 음료의 능  특성의 변화는 4℃에서 보

한 음료를 조군으로 하여 10, 40℃에서 장한 음료를 

비교하여 4.0을 조군과 같은 수로 보고 상품의 가치가 

소실되는 시 을 2.5 으로 하여 평가하 다. 그 결과 10℃

에서 장한 경우는 약 25일간의 장기간 동안 4℃에서 

장한 조구에 비하여 기호도 수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 으나 반 인 기호도면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 25일 째 능  특성은 4℃에서 장한 조구

와 비교하여 색의 경우 3.8, 향은 3.5, 맛은 3.3로 평가되었으

며 반 인 기호도면에서 기 4.0에서 장 25일째 3.5이

었다. 40℃에서 장한 경우 장 20일째이후부터 기호도

가 많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 25일째 반 인

Table 3. Changes in sensory properties of Sunflower Seed drink 
during preservation days at 10 or 40℃

Preservation condition
Color Flavor Taste Overall palatability

Temp. (℃) Time (Days)

10℃

0 4.0 4.0 4.0 4.0

5 4.0 4.0 4.0 3.9

10 4.0 3.6 3.9 3.7

15 3.9 3.7 3.8 3.6

20 3.8 3.6 3.7 3.6

25 3.8 3.5 3.3 3.5

40℃

0 4.0 4.0 4.0 4.0

5 4.0 3.9 3.7 3.7

10 3.8 3.5 3.5 3.5

15 3.6 3.2 3.3 3.3

20 3.5 3.1 3.0 3.3

25 3.0 2.9 3.0 2.7

Values of color, flavor, taste, or overall palatability are mean of 5 panels. 
The values of SD were not shown owing to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기호도가 2.7로 상품의 가치가 소실되는 시 인 2.5 에 

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40℃이상에서 25일 

이상 장할 경우에는 기호도면에서 상품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14,15). 

미생물학  안 성 검증

장조건에 따른 시료에 하여 무균 으로 채취한 1 

ml에 하여 일반세균  장균을 검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으며 일반세균  장균은 장기간 의 모든 

시료에 해 검출되지 않아 미생물학 으로 장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음료의 섭취는 미생물학 으

로 안 성이 검증되었다고 명할 수 있으며, 식품 생학

으로도 안 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4. Preservation condition test of Sunflower seed drink at 
10 or 40℃

Preservation condition General Bacteria
(Log cfu/g)

E. coli
(Log cfu/g)Temp. (℃) Time (Days)

10℃

0 - -

5 - -

10 - -

15 - -

20 - -

25 - -

40℃

0 - -

5 - -

10 - -

15 - -

20 - -

25 - -

고   찰

염증에 의한 퇴행성 질환 즉 를 들면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은 물론 신경성 염증(치매)도 아직 

확실하게 그 발병의 기 과 원인이 불명한 이 매우 많다

(16,17). 발병 원인의 일부분은 산업화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인체의 사상 homeostasis의 unbalance라고 총체 으

로 단하고 있으나, 그 구체 인 원인을 자세하게 보면 

radical에 의한 국소 인 염증에 의한 세포 손상이다

(4,5,16,17). 해바라기씨는 오래 부터 한방에서 향일규라

는 이름으로 이뇨, 지 , 해열, 진해,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 의 연구결과, 해바리

기씨는 산화스트 스에 의한 세포사멸 보호 효과가 탁월하

며(8), 천식모델에서 폐의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CD4
+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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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L-4, IL-13 사이토카인의 억제활성이 탁월하게 나타났

다(8). 본 해바라기씨 추출물을 이용하여 기능성 시제품의 

제작을 시도하 다. 그 결과 해바라기씨 추출액(2 °brix) 

15%, 액상 과당 용액 12%, 시트릭산 0.1%, 비타민C 0.04%, 

sodium citrate 0.04%, 벌꿀 0.3%, 사과식  3%, 감 엑기스 

(55 °brix) 0.25%, 오미자엑기스(60 °brix) 0.25%에 물을 

69.02 mL 첨가하여 조제하 다(9). 본 시제품을 천식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항천식 활성을 검토한 결과 IL-4, IL-13, 

IgE의 양  변화가 유의성 있게 변화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9). 따라서 본 시제품은 제품의 유통  품질 하

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단되어 장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 표 2, 3,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도에서 본 

시제품을 장  유통할 시, 색깔, 향기, 맛 등이 0일에서 

25일 사이에서 격한 변화가 없으나(4.0->3.5), 40도에서 

보존할 때에는 25일 후에는 품질변화에 많은 하락을 보여 

주었다(4.0->2.7). 10도와 40도에서 25일간 보존  pH, 

°brix의 값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특히 Hunter's color의 b값

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으므로 가 이면 본 해바라기씨의 

시제품은 상온의 서늘한 곳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시제품의 10도 

 40도에서 25일간 경과 에는 본 시제품의 미생물학  

오염이나 제품 내에서의 생장은 없는 것으로 단되어 비교

 생 으로 제조되었으며 이의 기 에 상향하는 결과를 

얻었다(표4). 

염증의 제어를 하여 본 연구 에서는 약용곤충 유래의 

추출물(7)을 이용하여 해바라기씨와의 시 지 효과를 in 

vitro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염증 련의 

분자표 에 한 발 조  여부를 검증한다면, 기능성  

이의 응용 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기 된다. 이와 련

하여 해바라기씨에 한 성분분석과 함께 이를 이용한 기능

성 천식 완화용 소재의 개발이 진척된다면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리라 단된다. 

요   약

천식 완화용 음료의 장  이화학  특성의 변화를 

찰한 바,  pH의 경우 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3.50에서 

3.65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당도는 장 

기값이 장 25일째 측정한 값과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

다. 장기간에 따른 색도의 변화는 L값, a, b값 모두 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장 온

도가 40℃에서 장한 경우 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능  특성의 변화에서는 장에 따른 음료의 능  

특성의 변화는 10℃에서 장한 경우는 약 25일간의 장기

간 동안 4℃에서 장한 조구에 비하여 기호도 수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 으나 반 인 기호도면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0℃ 이상에서 25일 이상 장할 

경우에는 기호도면에서 상품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는 것으

로 단된다. 미생물학  안 성 검증에서는 장기간 

의 모든 시료에 해 검출되지 않아 미생물학 으로 장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천식 

완화용 음료의 장기간  품질 변화에서 유통기간  

40℃ 이상의 온도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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