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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orage attributes of green juice prepared by washing Angelica keiskei with various washing solutions
using air bubble method were investigated. The washing solutions were distilled water (DW), sodium hypochlorite
electrolyzed water (SHEW), and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 During storage at 4oC, the number
of bacteria after 1 day was >105 CFU/mL when DW was used, whereas bacterial growth was <105 CFU/mL
after 4 days when SHEW or SAEW was used. The pH and color were not changed, and the polyphenol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otal antioxidant ability were decreased slowly with the increase of storage tim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of the measured properties was found among washing methods (p<0.05).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le use of electrolyzed water for washing to enhance the shelf
life of green juice with A. keiskei because SHEW and SAEW decreased bacterial growth without affecting other
properties of the green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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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웰빙(well‐being), 로하스

(LOHAS, life 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로 불리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의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녹즙 시장은

연간 1,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그중 신선초(Angelica keiskei)를 재료로 한 녹즙의 소비

량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1). 녹즙은 가열하지 않은 생(live)

그대로이며, 생야채를 잘게 으깨어 빻아서 인체가 영양을

소화, 흡수하기 가장 쉽도록 섬유소로부터 다양한 영양 성분

들을 분리한 즙을 말한다. 또한, 녹즙에는 각종 영양소, 특히

비타민(vitamin), 무기질(minerals), 효소(enzyme) 그리고

게르마늄(germanium), 루틴(routine), 콜린(choline) 등과

같은 특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액을 정화하고 병든 세포를 재

생시킬 뿐만 아니라 T-임파구를 강화시켜서 면역능력을 활

성화하며. 인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현대의 가공식품은 다양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하여 다품종소량생산 및 안전성이 높은 식품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으며(4), 특히 대부분의 신선 과채류는 그대로

섭취하므로 재배에서 수확 시까지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오

염원에 의한 표면 오염의 효율적 제거(5)와 녹즙과 같은 생

채소즙 제품들은 냉장유통 해야 하며 유통기한 또한 매우

짧아 최소 하루에서 최대 4일까지로 알려져 있으므로 대량

생산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채소즙의 저장성

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6). 최근에는 전기분해수(7), 오존

수(8), 초고압처리(9) 및 감마선처리(10) 등에 의한 각종 기

능수를 이용한 세척 및 살균처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식품가공 등에 있어 살균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전기분해수의 광범위한 적용이 시도되고 있

다(5).

전기분해수 살균기술은 강력한 살균력과 처리 대상 범위

가 넓고, 일반화학약품과는 달리 유해한 잔유물이 거의 없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11), 설치 및 운전비가 저렴하고

연속식으로 운전되며, 장치의 운전 및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 외에 우수한 살균력과 효소를 불활성화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12). 또한, 전기분해수 살균기술은

속효성의 살균력과 물 자체의 오염에 따른 2차적 오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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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istilled water and
various electrolyzed water for washing of Angelica keiskei

Treatments
1)

pH ORP (mV) HClO (ppm)

DW
SHEW
SAEW

7.06±0.04
8.71±0.06
5.26±0.15

420.1±14.5
770.1±16.4
933.1±2.5

0.3±0.1
201.8±4.6
29.1±1.9

1)
DW: distilled water, SHEW: sodium hypochlorite electrolyzed
water, SAEW: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성이 없으며(7), 선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분해수를 세정 매체로

한 표면살균 처리 및 세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이러한 전기분해수 중에서 pH 5～6.5, 유효염소 농도

10～30 ppm으로 염산만을 원료로 하여 무격막 전해조로 전

해조제한 미산성차아염소산수(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가 있고,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는 것으로 유효염소 농도가 4.0

% 이상을 함유하고, 식염수를 전기분해한 경우에는 유효염

소 농도가 100 ppm 이상을 함유하여야 하는 차아염소산나

트륨수(sodium hypochlorite electrolyzed water, SHEW) 등

이 있다(12,14,15).

이러한 전기분해수의 이용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Jung 등

(11)은 배추, 양배추, 케일 및 상치 등 신선채소류를 대상으

로 전해 산화수 처리 시 위해미생물에 대한 뛰어난 표면세정

및 살균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Cho 등(13)은 수산가공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마와 육마쇄기를 산성전기

분해수로 수세하였을 때의 높은 살균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격막방식에 따라 제조한 전기분해수의 세척

및 보관효과(12)와 전해인자에 따른 전기분해수 특성비교

같은 전기분해수에 대한 연구(7)도 보고되었으며, 식품의약

품안전청에서 차아염소산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식품첨

가물로 허가하고, 식품첨가물 공전에 기재된 상태이다. 그러

나 전기분해수의 식품산업에서 이용범위는 최종제품에 대

한 표면살균으로 저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원료에 대한 전기분해수 적용 후 가공처리에 대한 식품의

특성보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와 미산성차아염소

산수를 이용하여 녹즙의 원료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선초

를 다양한 조건의 세척 수세방법으로 처리한 뒤 녹즙을 제조

하고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변화를 분석

하여 녹즙의 원료인 신선초에 대한 전기분해수 세척 처리가

녹즙의 저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신선초(Angelica keiskei)는 ㈜이롬

G&B(Okcheon, Korea)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뿌리와 불

가식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 공정을 거친 후 10 cm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여 비닐로 포장한 후 4
o
C 냉장고에 보관하면

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약으로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F-C(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시약, ABTS[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

monium salt]와 gallic acid 및 potassium persulfate는

Sigma 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

입하였으며, Na2CO3(sodium carbonate) 용액은 Samchun

Pure Chemical Co.(Gyeonggi-do, Korea)에서 그리고

L-ascorbic acid는 Junsei Chemical Co.(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기분해수 제조

차아염소산나트륨수(sodium hypochlorite electrolyzed

water, SHEW)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제조장치(lab-scale

model, Techwin, Cheongju, Korea)를 이용하여 제조하였

고, 3%의 NaCl을 첨가하여 발생하는 전기분해수를 최종

400 ppm의 고농도로 제조하여 보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

된 차아염소산 나트륨수는 이를 각각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그리고 미산성차아염소산수(slightly acidic elec-

trolyzed water, SAEW)는 미산성전해수 장치(model BC-

360, Comic Round Korea Co., Seongnam, Korea)를 이용하

여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각각의 전기

분해수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신선초의 세척 및 수세

전기분해수를 이용하여 녹즙을 제조하기 위한 신선초의

세척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신선초의 10배

(w/v)에 해당하는 증류수, SHEW 및 SAEW 세척수에 신선

초를 담근 후 이를 각각 10분간 air bubble 장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이때 사용한 air bubble 장치는 가로×세로×높

이가 29 cm×20 cm×22 cm인 통에 air pump(Mignon,

Ne-Ma SpA Co., Torino, Italy)를 부착하여 12 bar의 압력으

로 air bubble이 발생하도록 하였다(16). 그리고 각각의 세척

수로 세척한 시료는 침지 및 분사 수세방법으로 수세하였는

데, 침지 수세는 시료대비 10배수(w/v)(17)의 수돗물에 1분

간 담가서 수세하였고(18), 분사 수세는 수돗물이 18 L/min

의 속도로 분사되는 Φ0.7 mm의 노즐 108개를 통해 1분간

분사 수세하였다(19).

녹즙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녹즙은 각각의 세척수를 이용한 세척

과정과 침지 및 분사 수세과정을 거친 각각의 시료를 물기가

제거될 때까지 자연탈수 시킨 후에 녹즙기(NJE-2003R, Nuc,

Daegu, Korea)로 착즙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녹즙

은 높이 10 cm, 밑면지름 4.7 cm인 원형 high density poly

ethylene(HDPE) 플라스틱 통에 80 mL씩 첨가하여 4
o
C 냉

장고에서 4일간 저장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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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total viable cell counts in green juice dur-
ing storage at 4oC by various washing methods. DW-SO:
soaking method after washing with distilled water, DW-SP:
spraying method after washing with distilled water, SHEW-SO:
soaking method after washing with sodium hypochlorite electro-
lyzed water, SHEW-SP: spraying method after washing with so-
dium hypochlorite electrolyzed water, SAEW-SO: soaking meth-
od after washing with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
SP: spraying method after washing with slightly acidic electro-
lyzed water.

세척 및 수세방법에 따라 제조된 녹즙의 저장 중 일반 세

균수의 변화

세척 및 수세방법에 따라 제조된 녹즙의 저장 기간 중 일

반 세균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0, 1, 2, 3, 4일마다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일반세균수의 분석은 각각의 시료에

서 1 mL의 녹즙을 9 mL의 멸균생리식염수에 첨가하여 희석

하는 방법으로 단계 희석하고 NA(nutrient agar) 배지를 이

용하여 pour plate method로 35
o
C에서 48시간 배양시킨 후

일반세균수를 colony forming unit(CFU/mL)로 표시하였다

(6,9,17).

녹즙의 저장 중 pH 및 색도

녹즙의 저장 기간 중 pH 및 색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

여 각각의 시료를 0, 1, 2, 3, 4일마다 채취하여 pH는 pH

meter(Orion 4 star, Thermo Scientific, Beverly, MA, USA)

를 이용하여 상온(25oC)에서 3회 반복 측정하였고, 색도는

색도색차계(model CR-300, Minolta, Osaka, Japan)로

Hunter scale의 L(lightness), a(redness) 및 b(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으며(5), 각각의 L, a, b값을 이용하여 색차

ΔE를 계산하였다(20). 그리고 모든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고 사용한 표준 색판은 백색판(Y=93.5, x=0.3132,

y=0.3200)이었다.

녹즙의 저장 중 총 폴리페놀 함량

녹즙의 저장 기간 중 총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는 Dewanto

등(21)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시료의 폴

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

색하는 것을 원리로 측정하였다. 저장 중 녹즙을 5배 희석한

시료 100 μL에 2% Na2CO3용액을 2 mL를 첨가한 후 3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그리고 50% F-C시약을 0.1 mL 가한

후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mL 당 mg gallic acid로 나타내

었다. 그리고 모든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녹즙의 저장 중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저장 중 녹즙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분석은 Blois(22)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세척 및 수세 방법에 따라 제조된 녹즙의 각각의 시료 0.2

mL에 DPPH용액 0.8 mL을 넣고 30분간 실온에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전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그리고 모든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녹즙의 저장 중 총 항산화력

저장기간에 따른 녹즙의 총 항산화력은 Kim 등(23)의 방

법에 의하여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를 수행하였

다. 7.4 mM의 ABTS와 2.6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동량 혼합한 후 암실에서 12～16시간 교반하여 반응시

키고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

수(ε＝3.6×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그리고 저장 중인 녹즙을 0, 1, 2, 3, 4일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1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 50 μL을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가하여 60분간 반응시키고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corbic

acid를 동량(v/v)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총 항산화력은 as-

corbic acid에 해당하는 항산화력(AEAC, 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g AA eq/g)으로 나타내

었다. 그리고 모든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

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24).

결과 및 고찰

녹즙의 저장 중 일반 세균수 변화

증류수, 차아염소산나트륨수(SHEW) 및 미산성차아염소

산수(SAEW) 세척과 침지 및 분사 수세를 통해 제조된 각각

의 녹즙을 4일간 저장하면서 일반세균수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Fig. 1). 생즙의 일반세균수 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르

면 105 CFU/mL 이하로 규정되어야 하는데(25), 증류수로

세척 후 수세하여 제조된 녹즙의 경우 제조 초기부터 허용기

준 이상의 일반세균수를 나타낸 반면, SHEW 및 SAE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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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pH in green juice during storage at 4
o
C by various washing methods

Samples1)
Storage time (day)

0 1 2 3 4

DW-SO
DW-SP
SHEW-SO
SHEW-SP
SAEW-SO
SAEW-SP

6.30±0.01aE
6.30±0.02aE
6.31±0.01aC
6.29±0.01aC
6.30±0.02aD
6.29±0.01aD

6.27±0.01bD
6.23±0.01aD
6.28±0.01abB
6.29±0.01bC
6.23±0.01aC
6.22±0.01aC

6.12±0.02aB
6.13±0.01aB
6.18±0.01bA
6.12±0.02aA
6.12±0.02aA
6.18±0.01bB

6.17±0.01aC
6.18±0.01aC
6.27±0.01bB
6.26±0.01bB
6.17±0.01aB
6.18±0.01aB

6.10±0.01bA
6.08±0.01aA
6.19±0.01eA
6.11±0.01bA
6.13±0.01cA
6.16±0.01dA

1)Samples are the same as in Fig.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e) and the same row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세척하고 수세하여 제조된 녹즙은 모두 저장 4일 동안 허용

기준 이하의 일반세균수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전기분해수

중에서는 SHEW로 세척한 녹즙이 SAEW로 세척한 녹즙보

다 낮은 일반세균수를 나타내었고, 저장 중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세척방법 간의 유의적인 차이

(p<0.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기분해수 처리에 의한

딸기의 살균효과에서 일반 수돗물보다 전기분해수에 의한

살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5)와 깻잎에 전해산화수

처리를 통한 제균 효과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전해산화수 처

리구에서 높은 제균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14)와 유사하

였다. 또한 식품 유해균에 대하여 다양한 전기분해수의 살균

효과 비교에서 강산성차아염소산수(strong acidic electro-

lyzed water), SHEW, SAEW 순으로 높은 살균효과를 나타

내었다는 Zacharia 등(26)의 보고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녹즙 제조 공정에서 전기분해수를 이용한 세척방법이 제조

된 녹즙의 일반세균수에 대한 살균 및 제균 효과에 의하여

녹즙의 저장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수세방법에 따른 녹즙의 저장 중 일반세균수의 변

화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침지 수세하여 제조된 녹즙의 경우

24시간 저장 만에 허용기준 이상의 일반세균수를 나타낸 반

면, 분사 수세를 수행하여 제조된 녹즙은 제조 초기부터 10
5

CFU/mL 이상의 일반세균수를 나타낸 후 저장기간 동안 침

지 수세를 통한 녹즙보다 일반세균수가 높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SHEW 및 SAEW 세척으로 제조된 녹즙의 경우에서

도 제조 초기부터 저장기간 동안 침지 수세가 분사 수세 방

법보다 낮은 일반세균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상치를 대상으

로 하여 침지, 분사, 유수 및 다단침지법에 따른 세척방법별

살균효과 비교에서 다단침지방식과 침지방식이 다른 세척

방법보다 우수한 살균효과를 나타내었다는 Jeong 등(27)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녹즙을 제조하기 위해 세척

후 수세 방법 중에서는 분사 수세보다는 침지 수세 방법이

녹즙의 원료초에서 일반세균수를 제거하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즙 제조

에서 원료초인 신선초를 전기분해수 세척 공정과 침지 수세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함으로써 녹즙의 초기 일반세균수를

억제할 수 있었고, 녹즙의 저장 중 일반세균수 허용기준 이

하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녹즙의 저장 중 pH 변화

DW, SHEW 및 SAEW를 이용하여 신선초를 세척하고

수세하여 제조한 녹즙을 4일간 저온 저장하면서 pH 변화를

분석한 결과(Table 2), 녹즙 제조 초기에는 pH 6.29～6.31로

각 처리구 별 차이를 볼 수 없었고, 저장일수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저장 4일째에는 pH가 6.08～

6.16 범위로 낮아졌으나 각 세척방법 간에 유의성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이는 수돗물과 SHEW, 각종 전해수에

샐러리와 생굴을 침지한 후 저장했을 때 pH가 모든 처리구

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미미한 증가현상을 보여 주었

으나 처리구간의 pH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Kim

등(12)의 보고와 치커리의 세정 및 표면살균에서도 수돗물,

염소수, 오존수를 처리한 후 저장기간 동안 pH 변화는 미미

하게 증가하였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Kown 등(28)의 보고와 세척방법 간 차이점이 없는 점을 미

루어 볼 때 전기분해수 처리가 저장 중 녹즙의 pH에는 영향

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녹즙의 저장 중 색도 변화

다양한 세척방법을 통해 제조된 녹즙의 저장기간 중 색도

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 붉은색

의 정도를 나타내는 a값 그리고 노란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b값 모두 모든 처리구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각각의 처

리구에서 저장 4일째까지도 별다른 유의적 변화가 없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그리고 색차값(ΔE)은 저장기간

에 따라 해당 저장시기의 색도와 저장 초기의 색도를 비교한

값으로, 증류수 세척 및 SHEW 세척 후 침지 및 분사 수세에

서 다소 증가하였고, SAEW 세척 후 침지 및 분사 수세에서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모두 변화된 범위가 1.29

이하의 값으로 초기 색도와 4일이 경과한 후의 색도가 유사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돗물(TW), 강산성전기분해수,

약산성전기분해수 등을 침지액으로 사용하여 박피 감자와

고구마의 품질변화를 알아본 결과, 수돗물을 침지액으로 사

용한 감자와 고구마보다 전기분해수를 침지수로 이용한 감

자가 SAEW침지는 저장 9일까지, 그리고 LAEW침지는 저

장 6일 이후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Park 등(29)의

보고와 박피토란을 0.2% aluminum potassium sulfate

solution, 0.85% NaCl solution, SAEW, LAEW에 침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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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Hunter L, a, b and ΔE values in green juice during storage at 4oC by various washing methods

Storage time
(days)

Samples
1)

DW-SO DW-SP SHEW-SO SHEW-SP SAEW-SO SAEW-SP

L*

0
1
2
3
4

33.11±0.04a
33.32±0.02b
33.28±0.40a
33.37±0.24a
33.41±0.10a

32.13±0.15a
33.16±0.03a
33.23±0.02a
33.34±0.06a
33.39±0.01a

33.21±0.02a
33.21±0.09a
33.43±0.08a
33.52±0.22a
33.48±0.07a

33.09±0.04a
33.21±0.04a
33.30±0.10a
33.37±0.03a
33.56±0.06a

33.17±0.88a
34.40±0.04b
33.54±0.47a
33.78±0.50a
33.85±0.55a

33.21±0.17a
33.40±0.04b
33.56±0.13a
33.58±0.05a
33.67±0.05a

a*

0
1
2
3
4

0.50±0.09bc
0.54±0.05bc
0.51±0.12c
0.55±0.04c
0.60±0.03b

0.51±0.10bc
0.68±0.05b
0.63±0.04bc
0.61±0.04bc
0.64±0.04b

0.51±0.05bc
0.53±0.06bc
0.62±0.05bc
0.67±0.09b
0.69±0.05b

0.46±0.05c
0.48±0.04c
0.52±0.02c
0.54±0.07c
0.66±0.04b

0.69±0.07a
0.70±0.01a
0.71±0.02ab
0.83±0.04a
0.99±0.04a

0.59±0.04ab
0.73±0.03a
0.81±0.09a
0.84±0.01a
0.95±0.07a

b
*

0
1
2
3
4

1.86±0.03bc
1.96±0.02b
1.68±0.16a
1.79±0.03a
2.06±0.04a

1.77±0.13ab
1.84±0.12ab
2.02±0.17bc
1.98±0.11a
2.04±0.04a

1.88±0.05bc
1.87±0.06ab
2.15±0.13c
2.10±0.13a
2.16±0.04b

1.74±0.02a
1.79±0.05a
1.83±0.04ab
1.92±0.10a
2.25±0.07c

1.94±0.03c
2.53±0.03c
2.56±0.06d
2.98±0.44b
2.99±0.03d

1.71±0.04a
1.83±0.08ab
1.87±0.10ab
1.85±0.02a
2.04±0.06a

ΔE

0
1
2
3
4

－
0.23
0.25
0.27
0.37

－
0.11
0.30
0.32
0.40

－
0.03
0.37
0.42
0.43

－
0.12
0.23
0.34
0.72

－
0.63
0.72
1.21
1.29

－
0.27
0.44
0.47
0.67

1)Samples are the same as in Fig. 1.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Changes of total polyphenol contents in green juice during storage at 4oC by various washing methods
(unit: mg/mL)

Sample
1) Storage time (day)

0 1 2 3 4

DW-SO
DW-SP
SHEW-SO
SHEW-SP
SAEW-SO
SAEW-SP

0.99±0.04aB
0.98±0.04aB
0.98±0.01aC
0.98±0.02aC
0.99±0.01aD
0.98±0.06aC

0.97±0.12aAB
0.94±0.07aB
0.96±0.03aC
0.92±0.01aBC
0.91±0.00aC
0.95±0.00aC

0.94±0.02bcAB
0.84±0.02aA
0.97±0.01cC
0.86±0.05abAB
0.86±0.05abBC
0.93±0.00bcBC

0.90±0.01dAB
0.79±0.01aA
0.90±0.00dB
0.82±0.01bA
0.82±0.01bAB
0.86±0.02cAB

0.82±0.00bA
0.78±0.01aA
0.82±0.01bA
0.79±0.02abA
0.79±0.02abA
0.81±0.01bA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Fig.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d) and the same row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하여 색차값을 알아봤을 때 색차값이 증가하는 다른 처리구

에 비하여 전기분해수 침지 처리구의 토란 색차값은 매우

낮게 유지된다는 Jeong 등(30)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신선초에 대한 전기분해수 세척처리 방법은

제조된 녹즙의 색도 및 저장 중 녹즙의 색도에 영향을 나타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녹즙의 저장 중 polyphenol 함량 변화

다양한 세척방법을 통해 제조된 녹즙의 저장기간 중의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는 전체적으로 저장일수가 증가함에 따

라 일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Table 4). 각 처리구별로 살펴보면 DW-SO, DW-SP,

SHEW-SO, SHEW-SP, SAEW-SO, SAEW-SP 모두 저

장 1일째에 0.98～0.99 mg/mL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서서히

감소하여 4일째에는 0.78～0.82 mg/mL 범위를 나타내었고,

각 처리구간에 별다른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p<

0.05). 일반적으로 페놀성 물질들은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중에 phenolic hydroxyl 기가 단

백질 및 기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이 강하며, 이런 수산

기를 통한 수소 공여와 페놀 고리구조의 공명 안정화에 의해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낸다(31). Ko 등(32)은 녹차음

료를 각각 실외와 실내, 냉장고에 넣고 14주 동안 기능성성

분의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저장조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 14주일보다 길어질수록 총 폴리페놀

성 성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고, Choi

등(33)은 페놀성 성분의 감소는 갈변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중간물질인 reductone 중에서 catechol, hydroquinone 등과

같은 aromatic acid reductone류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녹즙의 polyphenol 함량의 감소는 전기분해수

세척에 의한 감소가 아니라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녹즙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녹즙의 저장 중 전자공여능의 변화

다양한 세척방법을 통해 제조된 녹즙의 저장기간 중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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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in green juice during storage at 4
o
C by various washing methods

(unit: %)

Sample
1) Storage time (day)

0 1 2 3 4

DW-SO
DW-SP
SHEW-SO
SHEW-SP
SAEW-SO
SAEW-SP

30.73±0.98aA
29.96±1.18aB
30.34±1.05aA
29.97±0.38aBC
30.30±0.45aA
30.51±2.07aA

30.77±1.97aA
28.51±1.73aAB
30.37±0.87aA
30.19±0.66abC
30.40±0.22aA
29.34±0.44aA

29.30±1.30aA
27.09±0.78aA
29.40±2.18aA
28.28±1.08aAB
29.22±1.90aA
27.42±0.97aA

29.20±0.27aA
26.83±0.88aA
28.27±3.15aA
27.14±0.55aA
28.83±2.94aA
26.82±0.77aA

27.78±0.42aA
26.65±0.11aA
28.23±0.32aA
27.30±0.64aA
28.13±0.37aA
26.90±1.87aA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Fig.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 and the sam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he concentration of tested samples was 25 μL/mL, respectively.

Table 6. Changes of total antioxidant ability in green juice during storage at 4
o
C by various washing methods

(unit: mg AA eq/mL)

Sample
1) Storage time (day)

0 1 2 3 4

DW-SO
DW-SP
SHEW-SO
SHEW-SP
SAEW-SO
SAEW-SP

9.65±0.27aB
9.60±0.03aBC
9.63±0.07aC
9.66±0.16aC
9.61±0.36aB
9.58±0.28aC

9.76±0.18bB
9.82±0.49bC
9.69±0.26bC
9.63±0.06bC
9.64±0.17bB
9.08±0.03aB

9.39±0.59cAB
9.26±0.04bcAB
9.20±0.05bcB
9.13±0.14bcB
8.80±0.03abA
8.51±0.03aA

9.25±0.02dAB
9.07±0.10cdA
9.07±0.10cdAB
8.68±0.18abA
8.79±0.09bcA
8.45±0.32aA

8.83±0.34aA
8.82±0.16aA
8.88±0.09aA
8.74±0.41aAB
8.50±0.11aA
8.49±0.01aA

1)
Samples are the same as in Fig.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d) and the sam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공여능은 모든 처리구에서 초기 29.96～30.73% 범위를 형성

하였고, 저장일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처리구의 전자공여능

은 감소하여 저장 4일째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26.65～28.13

%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초기 녹즙의 전자공여능과 유사하

게 잔존하였다(Table 5). 또한 각각의 세척 처리구간에서 유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0.05). DPPH는 분자 내에 안정

한 라디칼을 함유하지만 cysteine, glutathione과 같은 함유

황 아미노산과 ascorbic acid, tocopherol, hydroquinone,

pyrogallol과 같은 polyhydroxy aromatic compounds,

aminophenol과 같은 aromatic amine 등의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환원되어 짙은 보랏빛이 탈색되어 안정

한 화합물로 변화하여 노란빛을 띄게 된다. 이러한 반응의

정도는 항산화제의 수소 공여능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34). 따라서 청경채와 케일을 무처리, 수돗물, 염소, 초음파,

오존수 등으로 세척했을 때 각각 처리구에 대해 항산화활성

에 변화가 없다는 Oh 등(35)의 보고를 미루어 볼 때 전기분

해수 세척처리는 polyphenol 함량변화와 유사하게 녹즙의

저장 중 전자공여능 변화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녹즙의 저장 중 총 항산화력 변화

녹즙의 총 항산화력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free radical이 녹즙 속의 항산화력 물

질에 의해 제거되어 radical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측정방법이며, 이는 hydrogen‐donating

antioxidants와 chain breaking antioxidants 모두를 측정할

수 있고 aqueous phase와 organic phase 모두에 적용이 가능

하며 표준물질의 사용으로 추출물간 상대비교가 가능하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36).

Polyphenol 함량 및 전자공여능에 대한 항산화 분석과 동

시에 세척방법에 따른 녹즙의 총 항산화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초기 9.58～9.66 mg AA eq/mL 범위를 형

성하여 각각의 세척 처리구간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

고(p<0.05), 저장일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처리구의 총 항산

화력은 감소하여 저장 4일째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8.49～

8.88 mg AA eq/mL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6). 이와 같은

결과는 polyphenol 함량과 전자공여능과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전기분해수 세척 방법이 녹즙의 기능성인 항

산화력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차아염소산나트륨수와 미산성차아염소산수와 같

은 전기분해수 세척 방법은 녹즙 제조에 대해 일반세균수를

감소시켜 녹즙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식품공전에 제시된

생즙의 품질 조건을 연장시키고, 녹즙의 제조공정 및 저장기

간 중 pH, 색도 및 항산화 특성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품질

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차아염소산

나트륨수는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 시 높은 잔류염소량으로

인해 냄새와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작업장에서 주의를 요구

하는 반면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잔류염소량이 적어 냄새

와 부식에 대한 영향이 없이 쉽게 사용이 가능하나 pH 5～

6.5 범위로 유지되어야 유효한 살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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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수의 사용 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녹즙의 원료인 신선초에 대한 전기분해수의

세척 처리는 녹즙의 품질 및 저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신선초 녹즙 섭취가 흡연자의 항산화 영양소 수준과 지질양

상을 개선시키고 지질과산화 개선 및 간 기능에 있어서 개선

효과가 있다는 Kim 등(37)의 보고와 전자공여능의 항산화

특성이 신선초에서 높은 활성을 보인다는 Jo와 Park(38)의

보고로 미루어 볼 때 녹즙 시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증류수 및 전기분해수인 차아염소산나트

륨수와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이용한 신선초 세척방법이

녹즙의 저장 중의 일반세균수, pH, 색도, polyphenol 함량,

전자공여능 및 총 항산화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녹즙의 저장기간 중 일반세균수는 증류수 세척 방법에서

저장 24시간 만에 식품공전에서 기준치로 제시한 105 CFU/

mL보다 높은 균수를 보인 반면 전기분해수 세척방법에서

저장 4일이 지나도 105 CFU/mL 이하의 균수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장기간 동안 녹즙의 pH 및 색도

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일정범위에서 유지

되었으며, 녹즙의 항산화성은 polyphenol 함량, 전자공여능

및 총 항산화력 모두 세척방법 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고, 저장일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어 녹즙의 저장 중 전기분해수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는 신선초에 대한 전기분해수 세척 방법이 녹즙의 미

생물학적 위험은 감소시키면서 품질에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전기분해수 세척 방법이 녹즙

의 품질 및 저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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