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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to change the color of traditional Dongchimi using natural dyes to meet

changing consumer demands. It was intended to improve the manufacturing process ability for color Dongchimi, and the

best optimum extraction solvent and method from the natural dyes were proven to be confirmed and valid. The extraction

process was evaluated using different solvents including distilled water, 20% ethyl alcohol, and 1% citric acid, and the

quantity of the extracted anthocyanin was then measured based on the absorbance. The greatest absorbance was observed

when 1% citric acid was us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would be most efficient to allow the traditional Dongchimi to

produce citric acid naturally instead of using artificial additives during its production. Celosia cristata L. was extracted in its

largest quantity when reacted with 20% ethyl alcohol. Therefore, instead of applying Celosia cristata L. to Dongchimi as the

sub-ingredient during the preparatory stage, it will be more efficient to use Celosia cristata L. as the fractional ingredient in

order to firs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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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류 중 국물김치로 가장 보편화된 동

치미는 양념류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국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며 국물에 생성된 젖산을 비롯한 각종 유

기산과 이산화탄소가 주는 독특한 맛과 상쾌한 청량감의 탄

산미 그리고 무가 씹힐 때 느껴지는 아삭아삭한 텍스쳐 때

문에 예부터 즐겨 찾던 김치이다(Jo & Hwang 1988). 동치

미는 주로 겨울철에 무를 통째로 담그는 통 동치미가 일반

적이었으나 냉장고 등의 보급이 일반화 된 후 겨울철뿐만 아

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적당히 잘라서 편리하게 사계절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동치미는 발효와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풍미의 변

화가 일어나는데 과숙되면 이러한 풍미와 조직감이 급격히

저하되어 동치미로서의 특성을 잃게 된다. 장기 저장시 동치

미에서 나타나는 신맛, 군덕맛, 그리고 무 조직의 연화는 동

치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동치미의 저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첨가물에 관한 연구(Hwang & Jang 2001;

Moon & Jang 2004), 저온저장(Jeong 등 1997; Noh 등

2009), 열처리(Kang 등 1991), 동결처리(Lee 등 1999), 초임

계처리(Hong 등 2008) 그리고 향신료 및 천연부재료 첨가효

과(Jang 등 2000; Park 2005; Park & Jang 2006)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동치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식기간을 연

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식품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성보존료 대신 천

연항균성 물질의 첨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oregano, basil, sage 등이 주로 사용되며, 국내

에서는 파, 마늘, 고추 등이 음식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고 불

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신료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

밖에 허브의 소화촉진, 항균, 살균, 산화방지 등의 작용이 알

려지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on 등 2005). 임원십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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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 2007), 규합총서(정 2008), 수운잡방(윤 1998) 등의

고조리서에서도 동치미에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동치미

맛을 다양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치미 저장기간도 연장시

켰음을 알 수 있다.

파이토케미칼(phytochemical)이 풍부한 천연식재료 중 특

히 홍갓과 맨드라미는 전통적으로 동치미에 색을 더하기 위

해 사용되었던 식재료이며, 비트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뿌리

채소로 최근 붉은 색소원으로 다양한 음식에 응용되고 있어

컬러 동치미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맨드라미

(Celosia cristata L)는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비름과에 속하

는 1년생 한해살이풀이며 관상용으로 흔히 재배하는데, 계관

(鷄冠), 계두(鷄頭)라고도 한다(이 1982). 특히 여러 나라에서

맨드라미의 어린잎과 개화된 꽃은 채소로 사용되어졌으며

(Palada & Crossman 1999) 마른 잎이나 꽃과 씨는 중국의

전통 약제로 사용되어져 왔다(Xu 등 1996). 명아주과 비트

의 뿌리는 빨간 색소의 주요 공급원이며 진한 빨간색인 베

타시아닌(betacyanin)은 FDA에서 승인한 색소 첨가제로서 식

품공업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Macdougall 2002). 비트의

베타시아닌(betacyanin)을 추출하여 천연착색료 비트 레드를

만들어 식용색소에 이용하기도 한다(Lee 등 2005). 또한 비

트는 항발암 해독효소의 유도효과가 높고, anthocyanin이 함

유되어 생리활성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Kanner 등

2001).

홍갓, 맨드라미, 비트 등 이들 적자색 식재료에 많은 안토

사이안(Antocyan)은 페놀성 화합물에 속하며 수용성 플라보

노이드계 색소로서 항암, 항산화,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등

2009; Kim 등 2010). 또한 안토사이안은 수용성 색소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동

치미의 숙성이 진행되면 무의 당이 유기산으로 변화하여 동

치미 국물이 산성으로 변화하는데 안토사이안은 산성에서 안

정된 빨간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토사이안 천연 색소의 첨

가는 동치미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관능적 품질 향

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항균 효과가 뛰어난 천연

안토사이안 색소의 이용도 증진 및 상업적 활용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홍갓, 맨드라미, 비트 함유 안토사이

안의 최적 추출용매 및 추출방법을 확립하여 컬러동치미 제

조 가공적성 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소비자의 다

양한 기호 변화에 맞추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전통음식의

과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자 시

도 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맨드라미는(Celosia cristata L.)는 2011

년 7월 직접 파종하여 10월 꽃 부분만 수확한 후 3일 자연

건조하여 냉동보관 후 사용하였으며,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은 2012년 3월 순천시 소재 오병이어 영농

조합 법인에서 수확한 것으로 길이 45-48 cm, 무게 94 g 내

외의 것의 잎사귀를 잘게 다져 사용하였다. 비트(Beta

vulgaris L.)는 2012년 3월 인근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지름

10-14 cm 것의 외피를 제거한 후 잘게 다져서 사용하였다.

2. 색소 추출

안토시아닌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인체에 가장 안정하며,

추출 후 음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증류수(H2O)와 유기

산(Citric acid)을 사용하였다. 보통Anthocyanin 색소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추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HCl이나 유기산을

사용하여 용매를 산성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는데 Lee 등

(2000)의 연구에 의하면 HCl과 같은 강산보다는 Citric acid

와 같은 유기산을 사용하는 것이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

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용매에 사

용된 증류수는 증류수 제조기에서 제조된 1차 증류수를 사

용하였다. 시료양은 용매 200 g당 20 g의 시료를 넣어 추출

하였다. 맨드라미는 건조시켰기 때문에 식물의 수분 함양인

80%를 고려하여 용매 200 g당 16 g의 증류수와 4 g의 시료

를 첨가하였다.

안토시아닌 색소 추출 용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증류수

(H2O), 실제 동치미 침지 염도 조건에서의 추출 상태를 파악

하고자 2.4% 소금물(2.4% NaCl) 용매, 안토시아닌 색소 안

정화를 위한 1% 유기산(1% citric acid), 색소 추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유기용매로 20% 에틸알코올(20% Ethyl

alcohol), Ethyl alcohol(20%)에 유기산(1% Citric acid)을

더한 용매, 동치미 숙성 중 발효에 의한 자연스러운 유기산

생성 조건을 가정한 2.4% 소금물(2.4% Nacl)에 1% 유기산

(1% Citric acid)을 가한 형태 등 다양한 추출 용매로써 식재

<Figure 1> Visual description of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Beta vulgaris L., and Celosia cristat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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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최적 추출 용매를 선정하고자 하였

다. 색소추출은 CHMLAB(F1002-240) 필터를 이용하여 상

온에서 정치 추출 하여 5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색소

추출량은 분광광도계 흡광도로써 추정하였다. 안토시아닌의

일종인 베타시아닌(Betacyanin)의 최대 흡수파장이 530-545

nm이기 때문에 530 nm 조건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김

1999).

3. 색차측정

일반적으로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으면 적색 영역의 흡

광도 및 색차계의 적색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Joo 등 2004) 분광광도계의 흡광도 및 색차

계의 적색도를 안토시아닌 함량 평가의 간접측정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Kim 등 2000).

추출 안토시아닌의 흡광특성 측정을 위한 spectrophotometer

는 UV/VIS spectrometer PerkinElmer Lambda25를 이용하

였으며, 추출 용액의 색차(L, a, b)는 Minolta사 CM-3500d

모델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색차계의 표준 백판값은 (L:

97.45, a: -0.021, b: 0.42)였다. 모든 실험값은 3회 반복 측

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당도 및 pH

당도는 실온에서 ATAGO(PAL-3) 당도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염도는 SEKISUI(SS-31A)로 측정하였다. pH는 실

온에서 PH meter(SCHOTT Lab85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터는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안토사이안(anthocyan) 색소의 추출 용매 영향

1)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에서의 최적 색

소 추출 용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김치의 주. 부재료로 사용되어 온 재

래종 갓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은 특징적으로 자색의 안토사이안

(anthocyan)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Park 1979). <Table

1>과 같이 홍갓의 경우 용매에 따른 색소 추출량이 샘플별

로 흡광도 값의 평균에 유의적인(p<0.01) 차이가 있었다. 추

출용매 C(1% Citric acid)에서 흡광도는 0.39/12 h, 0.42/24 h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sample E(20% ethyl alcohol+1%

citric acid)와 sample F(1% citric acid+2.4% Nacl)에서 각

각 0.34/12 h, 0.41/24 h, 0.34/12 h, 0.40/24 h이었다. 따라서

용매 C로 추출된 샘플의 홍갓 색소량이 가장 많고 다음이

sample E, F 순이었으며, 이 시료들이 포함하고 있는 안토사

이안 양도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갓에서

의 최적 색소 추출 용매는 1% Citric acid 용매인 것으로 나

타났다.

Hunter value로 측정한 적색도(a값) 역시 12시간에서는

sample C값이 17.61/12 h로 가장 높고, sample E값은 15.13/

12 h으로 다음 순이었고, sample F 값도 2.99/12 h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 24시간에서는 sample E값이 18.18/24 h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이 sample F값 14.02/24 h, sample C값은

2.23/24 h로 나타났다. 이 세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들의

적색도(a값)는 음의 값을 보였다. 안토사이안은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데, 산성에서는 적색을 띄기 때문에 유기산(citric

acid)이 첨가된 pH 3 이하 용매인 sample C, E, F에서 선

홍색을 띄었고, 추출된 안토사이안 색소도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ample A(H2O)와 D(20% Ethyl alcohol)

에서는 pH가 중성에 가까움으로 색소의 색깔은 적색을 약간

함유한 담황색을 나타내며, 안토사이안은 알칼리성에서는 초

록색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 NaCl 이 섞인

sample B(2.4% NaCl)에서 색소 추출물은 알칼리성인 NaCl

로 인해 녹색으로 변색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홍갓

동치미를 제조할 때 처음부터 동치미 부재료인 홍갓을 넣는

방법은 소금물(NaCl)의 영향을 받아 색소 추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색소 안정화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홍갓에서 추출한 안토사이안 색소는 산

성인 유기산(1% citric acid)를 첨가 하였을 때 가장 흡광도

(530nm) 값이 높아 안토사이안이 효율적으로 용출됨을 알 수

있었고, 적색도(a값) 값도 높아 관능적으로 우수한 특징을 나

타냈다. 위의 결과는 홍갓에서의 색소 침출시간이 12시간과

24시간에서 모두 같은 패턴을 나타냈다(p<0.01).

2)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에서의 최적 색소 추출 용매

강력한 항산화, 항바이러스 효능이 검증되었으며(Pyo 등

2008),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장독대 근처에 심어져 잡균들로

부터 장맛을 지켜온 맨드라미의 천연색소를 추출하여 동치

미 제조에 응용하고자, 다양한 용매별로 최적의 추출 조건을

선정하였다. <Table 2>와 같이 맨드라미 색소 추출물 역시

용매에 따른 색소 추출량은 유의수준에서(p<0.05) 샘플별로

흡광도 값의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맨드라미 색소 추출물의

흡광도는 sample D(20% ethyl alcohol)에서 1.36/12 h, 2.15/

24 h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sample E(20% ethyl alcohol

+1% citric acid)에서 1.31/12 h, 1.27/24 h로 높았으며, 다음

이 sample A(H2O) 1.20/12 h, 1.22/24 h순이었다. 즉, 맨드

라미 안토시아닌 색소는 유기용매인 ethyl alcohol로 추출하

는 것이 높은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1% citric acid 시

료에서 가장 낮은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12시간과

24시간 모두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p<0.01).

Hunter value로 측정한 적색도(a값)는 홍갓에서 와는 달리



홍갓, 맨드라미, 비트 함유 안토사이안 색소 최적 추출조건 689

매우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수준에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적색도가 가장 높은 시료는 2.4% NaCl 용액인

sample B로 그 값이 14.79/12 h, 39.80/24 h이었다. 그 다음

은 sample A(H2O) 5.41/12 h, 36.56/24 h였다. 황색도(b값)

는 용매에 따른 평균값이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01)

12시간 추출 sample A와 B에서는 1.74/12 h, 2.49/12 h로

황색도 값도 높게 나타났으며, 24시간 추출에서는 sample A

와 B가 −4.98/24 h, −10.88/24 h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맨드라미에서 색소를 추출하고자 할 때 물과 소

금물 용매에서는 적색도와 황색도가 모두 높은 색소가 추출

되나, 정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색도가 증가하며, 황색도

는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맨드라미 시료를 유기용매

로 추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색도와 황색도가 모두 증

가하며, 흡광도가 가장 높은 색소 추출물을 얻을 수 있다. 즉,

베타시아닌(betacyanin)과 같은 530 nm 범위에서 최대 흡수

파장을 보인 맨드라미 성분들은 유기용매로 추출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된다고 하겠다. 또한, 유기용매로 추출

한 sample D, E는 다른 시료와 달리 높은 당도를 특징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당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의 특

성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맨드라미의 꽃 천연 추출물에

서 효소(cyclo-DOPA 5-glucoside glucuronosyltransferase)

활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다(Nobuhiro 등 2005)는 논문과 같

이 맨드라미 꽃 속에 자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당 성분과

효소들이 유기용매에 의해 용출 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효소의 이용에 의해 당도가 감소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

겠다. 일찍이 맨드라미의 빨간 꽃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안료가 있음이 보고되었고(Wehmer 1929), 후에 보라색 꽃에

셀로시아닌(celosianins)이 함유된 것과 빨간 꽃에 아마란틴

(amaranthin)과 베타인(betanin)이 함유된 것이 발견 되어진

것과(Piattelli & Impellizzeri 1970) 같이 맨드라미에는 다양

한 색소가 함유되어 있고 이들은 유기용매뿐만 아니라 소금

물(2.4% NaCl)에서도 적색도(a값)가 높은 색소 추출물이 쉽

게 용출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비트(Beta vulgaris L.)에서의 최적 색소 추출 용매

비트를 이용하여 컬러동치미를 제조하기 위한 사전 작업

으로 다양한 용매에 의한 비트 안토시아닌 색소의 추출조건

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홍갓,

<Table 1>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 anthocyanins of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H
Extraction 

solvent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Absorbance Hunter value Sugar content

(%)

Salinity

(%)
pH

Visual 

description530 nm L a b

12 h

A1) 0.16 32.39 -6.53 4.30 0.5 0.0 6.96

B2) 0.20 39.02 -7.36 3.09 2.8 1.6 6.62

C3) 0.39 7.89 17.61 -7.17 1.3 0.1 2.70

D4) 0.18 29.83 -3.88 -0.67 7.4 0.0 6.49

E5) 0.34 8.21 15.13 -7.27 7.3 1.9 2.78

F6) 0.34 0.67 2.99 1.15 3.7 1.8 2.50

<0.0001 <0.0001 - -

24 h

A1) 0.35 44.44 -6.58 3.72 0.4 0.0 6.69

B2) 0.31 46.97 -6.02 3.37 2.7 1.8 6.61

C3) 0.42 0.38 2.23 0.65 1.2 0.1 2.71

D4) 0.20 32.31 -4.48 0.54 4.0 0.0 6.47

E5) 0.41 5.51 18.18 -4.20 6.7 0.0 2.84

F6) 0.40 3.80 14.02 3.23 3.6 1.6 2.55

<0.0001 <0.0001 <0.0001 <0.0001

1)H2O, 2)2.4% NaCl, 3)1% Citric acid, 4)20% Ethyl alcohol, 5)1% Citric acid+20% Ethyl alcohol, 6)1% Citric acid+2.4% NaCl
abcd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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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 비트 세 가지 식재료 중 가장 진한 붉은 색을 띄

는 비트 색소 추출물은 용매에 따른 평균값이 높은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색소량을 추정할 수 있는 흡광도

값은 sample C(1% citric acid)에서 6.00/12 h, 6.00/24 h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sample F(CA+NaCl) 4.42/12 h, 6.00/

24 h이고, 다음이 sample E(CA+EA) 4.12/12 h, 6.00/24 h이

었다. 가장 낮은 흡광도 값은 sample B(NaCl)로 0.63/12 h,

0.48/24 h 값을 나타내었다. 비트 색소 추출물은 유기산(1%

citric acid)을 함유한 용매에서 높은 흡광도 값을 보였다.

Hunter value로 측정한 적색도(a값)와 황색도(b값)의 특징

은 sample A(H2O)에서 a값 15.59/12 h, 36.11/24 h, b값

4.74/12 h, 14.98/24 h이고, samlpe B(2.4% NaCl)에서 a값

10.27/12 h, 16.79/12 h, b값 4.02/12 h, 21.52/24 h인 것 같이

물과 소금물에서의 적색도와 황색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 sample F(CA+NaCl)에서 a값 0.88/12 h, 2.82/24 h, b값

0.22/12 h, 0.73/24 h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트 색소 추출물의 특징은 유기산을 함유한 용

매 추출물의 흡광도 값이 가장 높아 색소 추출량은 높으나

적색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색소

추출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비트

색소 추출물의 흡광도는 홍갓 색소 추출물에 비해 대략 15

배 이상의 흡광도 값을 보이며, 맨드라미 색소 추출물의 5배

이상의 흡광도 값을 보여 그 색소 추출량 농도와 추출률을

알 수 있겠다. 이는 비트 안토시아닌 종류인 베타라인

(Betalains)은 수용성으로 tyrosine으로부터 생성되어 진한 붉

은색과 자주색을 띠는 베타시아닌(betacyanins)이 많이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출되어 흡광도 값은 높으나, 그 농

도가 너무 진해 적색을 넘어 검붉은 색으로 보여 오히려 적

색도와 황색도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안토시아닌 색소의 추출 시간 영향

효율적인 천연 안토시아닌 색소 추출 조건 선정을 위해 추

출 용매 결정에 이어 적정한 추출 시간을 알아보고자 각 시

료들을 상온에서 정치 상태로 12시간, 24시간, 48시간 군으

로 나눠 흡광도 값을 측정함으로서 색소 추출량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 anthocyanins Celosia cristata L. of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H
Extraction 

solvent

Celosia cristata L.

Absorbance Hunter value Sugar content

(%)

Salinity

(%)
pH

Visual 

description530 nm L a b

12 h

A1) 1.20 1.01 5.41 1.74 0.3 0.1 5.88

B2) 1.16 2.79 14.79 2.49 2.8 2.0 4.89

C3) 0.85 0.20 1.24 0.34 1.2 0.1 2.62

D4) 1.36 0.45 2.62 0.76 7.6 0.0 5.84

E5) 1.31 0.23 1.41 0.40 7.4 0.1 2.80

F6) 0.90 0.28 1.71 0.48 3.8 2.2 2.37

<0.0001 - - <0.0001

24 h

A1) 1.22 13.58 36.56 -4.98 0.3 0.0 6.0

B2) 1.07 20.47 39.80 -10.88 2.8 2.0 5.23

C3) 0.77 11.98 18.76 -4.66 1.2 0.1 2.66

D4) 2.15 1.66 9.42 2.86 3.0 0.0 5.23

E5) 1.27 0.83 4.93 1.43 6.9 0.0 2.84

F6) 1.12 2.36 12.31 3.51 3.5 1.9 2.48

<0.0001 - - <0.0001

1)H2O, 2)2.4% NaCl, 3)1% Citric acid, 4)20% Ethyl alcohol, 5)1% Citric acid+20% Ethyl alcohol, 6)1% Citric acid+2.4% NaCl
abcde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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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에서의 최적 색

소 추출 시간

 <Table 4>에서와 같이 홍갓에서 안토시아닌 색소 추출의

경우 용매 D(20% ethyl alcohol)를 제외한 모든 용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한 수준(p<0.001)에서 흡광도 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용매 A(H2O)와 용매 B(2.4%

NaCl)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량이 매우 크다.

즉, 물과 소금물에서 홍갓을 추출할 경우 추출 시간을 오래

할 수록 추출 색소도 많아짐을 알 수 있겠다. 이는 동치미

제조시 동치미 부재료를 넣을 경우 안토시아닌이 용출되기

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색소 용출

량이 높은 유기산(1% Citric acid) 함유 용매와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색소 용출 증가량이 높

지 않기 때문에 48시간 보다는 24시간 이내의 추출시간이 바

람직하다 하겠다.

2)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에서의 최적 색소 추출 시간

<Table 5>와 같이 맨드라미의 경우 용매 C(1% citric

acid)를 제외하고 모든 용매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맨드라

미 추출물의 흡광도는 통계량 유의 확률이 0.0001로서 유의

수준 5% 이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 흐름

에 따른 변화 양상은 홍갓 색소 추출물과는 다른 특성을 나

타냈다. 맨드라미 색소 추출 용매 A(H2O)의 경우 정치 시간

이 길수록 흡광도 값이 커서 색소의 추출량이 많아졌음을 알

<Table 3>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 anthocyanins Beta vulgaris L. of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H
Extraction 

solvent

Beta vulgaris L.

Absorbance Hunter value sugar content

(%)

salinity

(%)
pH

Visual 

description530 nm L a b

12 h

A1) 1.26 3.135 15.59 4.74 0.4 0.00 6.60

B2) 0.63 2.33 10.27 4.02 2.9 1.9 5.45

C3) 6.00 0.17 1.14 0.29 1.3 0.1 2.52

D4) 4.26 0.65 3.91 1.11 13.5 0.0 6.22

E5) 4.12 0.64 4.00 1.10 7.5 0.0 2.66

F6) 4.42 0.13 0.88 0.22 3.8 2.0 2.33

<0.0001 <0.0001 <0.0001 -

24 h

A1) 1.64 14.02 36.11 14.98 0.3 0.0 6.81

B2) 0.48 12.63 16.79 21.52 2.8 1.5 5.11

C3) 6.00 0.86 5.44 1.48 1.4 0.1 2.57

D4) 4.42 2.18 13.04 3.76 6.0 0.0 6.27

E5) 6.00 1.5 9.22 2.58 6.9 0.1 2.54

F6) 6.00 0.43 2.82 0.73 3.7 1.5 2.39

- - - -

1)H2O, 2)2.4% NaCl, 3)1% Citric acid, 4)20% Ethyl alcohol, 5)1% Citric acid+20% Ethyl alcohol, 6)1% Citric acid+2.4% NaCl
abcdep<0.01

<Table 4> Comparison on the efficiency of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anthocyanins with differed, timed

extractions 

Extraction 

solvent

Absorbance 530nm
P

12 h 24 h 48 h

A1) 0.16 0.35 0.70 <0.0001

B2) 0.20 0.31 0.64 <0.0001

C3) 0.39 0.42 0.43 <0.0001

D4) 0.18 0.20 0.20 0.002

E5) 0.34 0.41 0.42 <0.0001

F6) 0.34 0.40 0.42 <0.0001

1)H2O, 2)2.4% NaCl, 3)1% Citric acid, 4)20% Ethyl alcohol, 5)1%

Citric acid+20% Ethyl alcohol, 6)1% Citric acid+2.4% NaCl
abc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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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p<0.001). 용매 D(20% ethyl alcohol)의 경우도 정

치 시간이 길수록 흡광도 값이 커져 색소 추출량이 많아졌

음을 알 수 있다(p<0.001). 즉, 맨드라미에서 안토시아닌 색

소를 추출하고자 할 때 그 용매를 물과 20% 에탄올로 추출

하려면 12시간 보다는 48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색소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용매 E(1% Citric acid+20% Etyl alcohol)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흡광도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0.001). 용매 C(1% citric acid)의 경우에도 유의수준은 아니

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흡광도 값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용

매 C의 경우 여러 용매 중 가장 낮은 흡광도 값을 보여 맨드

라미 색소 추출 용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용매 B(2.4% NaCl)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소

추출량이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함을 보였으며, 용매 F(1%

citric acid+2.4% NaCl)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

광도 값이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

용매 중 NaCl이 함유될 경우 맨드라미의 다양한 색소들과

반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흡광도 값의 변화가 일관적이

지 않으며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맨드라미 색소 추출 용매와 시간에 따른 색소

량은 유기용매인 20% ethyl alcohol을 함유할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의 변화에도 안정된 용출 양상을 보였다. 반

면 산도가 낮을 경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맨드라미

를 활용하여 동치미를 제조할 경우 동치미 제조 처음부터 맨

드라미 부재료를 넣기 보다는 물이나 에틸알코올 등으로 추

출 후 농축하여 동치미 숙성 이후 섭취 직전에 맨드라미 안

토시아닌 색소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3) 비트(Beta vulgaris L)에서의 최적 색소 추출 시간

비트에서 안토시아닌 색소를 추출할 경우 용매 A(H2O)와

D(20% ethyl alcohol)를 제외하고 시간에 흐름에 따라 흡광

도 값의 변화가 유의적 수준(p<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6>. 비트에서 안토시아닌 색소를 추출할 경우 물

(H2O)과 에틸알코올(20% ethyl alcohol)로 추출할 경우 추출

시간에 따라 추출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용매 B(2.4% NaCl)와 C(1% citric acid)의

경우 추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 수준(p<0.001)에서

색소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비트에서 안토시아닌 색소

를 추출할 경우 12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내에 안토시아닌 색

소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변화에 맞춘 전통음식 개

발의 일환으로 항산화, 항균 효과가 뛰어난 천연 안토시아닌

색소의 이용도 증진 및 상업적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을 목적으로 3가지 시료인 홍갓, 맨드라미, 비트 함유 안토

사이안의 최적 추출용매 및 추출방법을 확립하여 컬러동치

미 제조 가공적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안토시아닌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인체 안전성, 색소 추출

효율, 색소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증류수(H2O)를 기본으

로 하여 20% Ethyl alcohol, 2.4% NaCl, 1% Citric acid

등을 사용하였으며,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분광광도계의 적색

영역의 흡광도 및 색차계를 이용하여 간접측정 하였다.

동치미의 적색 색소원으로 활용할 홍갓, 맨드라미, 비트 안

토시아닌 색소의 최적 추출 용매 조건 및 최적 추출시간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과 비트(Beta vulgaris L)는 1% 유기산을 첨가한 용매

에서 가장 높은 흡광도 값을 보여 동치미에 홍갓과 비트를

적용시 처음부터 부재료를 첨가하여 동치미를 담그는 것 보

다 동치미 자체에서 유기산이 생성된 숙성 이후 색소 추출

물을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맨드라

미(Celosia cristata L.)의 경우는 유기용매인 20% ethyl

alcohol에서의 색소 추출량이 가장 많았고 유기산이나 소금

물이 첨가되면 오히려 흡광도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맨드라

미를 동치미에 적용하고자 할 때 맨드라미 자체를 처음부터

부재료로서 넣기 보다는 안전한 용매로써 1차 추출한 후 식

품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n the efficiency of Celosia cristata L

anthocyanins anthocyanins with differed, timed extractions 

Extraction 

solvent

Absorbance 530nm
P

12 h 24 h 48 h

A1) 1.20 1.22 1.46 <0.0001

B2) 1.16 1.07 1.75 <0.0001

C3) 0.85 0.77 0.53 -

D4) 1.36 2.15 2.49 <0.0001

E5) 1.31 1.27 1.16 <0.0001

F6) 0.90 1.12 0.67 <0.0001

1)H2O, 2)2.4% NaCl, 3)1% Citric acid, 4)20% Ethyl alcohol, 5)1%

Citric acid+20% Ethyl alcohol, 6)1% Citric acid+2.4% NaCl
abcp<0.01

<Table 6> Comparison on the efficiency of Beta vulgaris L.

anthocyanins with differed, timed extractions 

Extraction 

solvent

Absorbance 530 nm
P

12 h 24 h 48 h

A1) 1.26 1.64 1.60 -

B2) 0.63 0.48 0.32 <0.0001

C3) 6.00 6.00 4.51 <0.0001

D4) 4.26 4.42 4.32 0.128

E5) 4.12 6.00 4.04 <0.0001

F6) 4.42 6.00 6.00 <0.0001

1)H2O, 2)2.4% NaCl, 3)1% Citric acid, 4)20% Ethyl alcohol, 5)1%

Citric acid+20% Ethyl alcohol, 6)1% Citric acid+2.4% NaCl
abc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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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미 적색 색소원의 효율적인 색소 추출 조건을 선정하

기 위하여 상온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출 용매별 색소

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홍갓의 경우 물(H2O)과 소금물

(NaCl)에서 추출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출 색소량이

많아 진 것으로 보아, 홍갓을 동치미의 부재료로 사용할 경

우 숙성전인 물(H2O)과 소금물(NaCl)에서의 안토시아닌 색

소 추출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동치미가

숙성되어 유기산이 생성된 이후에도 안토시아닌 색소는 안

정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홍갓은 동치미 사용 적색

색소원 중 동치미 부재료로 사용하기에 가장 안정된 재료로

사료된다. 맨드라미 색소의 경우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과 염기에 더욱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냈음으로 동치미 부

재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물(H2O)이나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에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트는 단

시간에 쉽게 용출되며, 추출 시간을 증가시켜도 색소 추출량

이 유의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시간 정도의 시

간이 효율적인 추출 시간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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