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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활성을 가진 생약복합물을 첨가한 두유젤리의 제조 및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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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oy milk jellys with medicinal herbs (MH) composites showing cognitive effects were prepar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Eight kinds of medicinal herbs were extracted with hot water and added
to soy milk based on their contents. Medicinal herbs showed cognitive effects, namely promoting acetylcholines-
terase (AChE) inhibition. In the preparation of soy milk jellys containing MH extracts of various contents (0%,
5%, 10%, 15% and 20%), pH of all groups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with increasing MH extrac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brix of the soy milk jellys was the highest in the 5% content of MH extracts among
all groups. The "a" and "b" values of soy milk jellys increased with the content of MH extracts, while the "L"
value decreased adding to the content of MH extracts compared to the control. The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of soy milk jellys were improved the most by the addition of 15～20% MH extracts, while the fractur-
ability,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and resilience of soy milk jell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all groups. Through a sensory evalu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taste, texture, overall prefer-
ence, flavor, and sweetness of soy milk jelly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all groups.
Therefore, since the addition of 20% MH extracts did not significantly alter the sensory evaluation, it can usually
be adjusted to make soy milk jellys with cognitive effects.

Key words: cognitive function, medicinal herbs,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 sensory evalu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ang-8075@hanmail.net
†Phone: 82-55-751-8314, Fax: 82-55-751-8329

서 론

최근에 식생활의 다양화, 고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디저

트 식품으로서 젤리의 소비가 늘고 있고 제조 원료도 훨씬

다양해져 유자와 키위 등의 새로운 과실 및 이들의 착즙액을

첨가하여 관능 특성 및 건강 기능적 특성을 향상시킨 젤리

제조에 관한 연구들(1-5)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후식과 간

식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젤리는 당류와 겔화제를 혼합

하여 농축 성형하여 굳힌 후 제조되며 겔화제의 종류에 따라

펙틴 젤리, 한천 젤리, 젤라틴 젤리, 전분 젤리 등으로 구분되

어 다양한 조직감을 부여하므로 제조공정에 따라서도 다양

한 제품을 기대할 수 있다(6). 조직상으로 펙틴 젤리는 잘

끊어지고 약간의 씹힘성이 있으며 젤라틴 젤리는 질기고 씹

힘성이 뛰어나고 전분 젤리는 다른 종류들에 비해 단단한

조직감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

족시켜주고 있다(7,8).

한편 기억력 장애를 보이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치매는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감퇴되는 대표적인 기질성 정신장

애로서 행동장애, 기억장애 및 성격변화 등을 수반하는 복합

적인 임상증후군이다(9). 국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62만 명이 알츠

하이머 환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 비록 노년층에

서 많이 발생하지만 20대 또는 3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적으로는 2,400만 명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연령이 4～5년 경과할 때마다 환자수가 2

배씩 늘어나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0%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11). 알츠하이머형 치매(Alzheimer's disease; AD)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현상에 대한 현대 의학적 견해는 대부분 뇌

choline성 신경세포의 광범위한 변성 및 소실을 인지기능감

퇴의 가장 주요한 원인(12)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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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tive medicinal plants selected

Functions Medicinal herbs Activity

M1 binding site
inhibition

Coptis japonica
Phellodendron amurense
Polyporus umbellatus
Poncirus trifoliata
Oldenlandia diffusa

+++
++
++
++
++

Glycine binding
site inhibition

Polyporus umbellatus
Dioscorea batatas
Artemisia capillaris
Amomum xanthioides
Phellinus linteus
Astragalus membranaceus
Honttuynia cordata
Acanthopanax sessiliflorum

+++
+++
+++
+++
++
++
++
++

AChE inhibition

Coptis japonica
Gardeniae jasminoides
Polygonum multilflorum
Phyllostachys nigra
Eribotrya japonica
Rheum undulatum
Cnidium officinale

++
+++
+++
+++
+++
+++
+++

하기 위한 방편으로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콜린성 신경계

의 활성을 증가시켜 손상된 인지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시

킬 수 있는 약물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13-15)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각도

의 신약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의약(nutraceut-

ical) 또는 기능성식품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

적인 연구추세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식물에

기원을 둔 치매 등 각종 퇴행성뇌질환에 수반되는 인지기능

손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젤리류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muscarin성 acetyl-chol-

ine receptor(M1 type), NMDA(N-methyl D-aspartate) re-

ceptor의 glycine binding site 및 AChE 등 치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종 약물작용점(효소, 수용체)에 대한 저해효

과(16,17)를 120여종의 식물추출물(주로 약용식물)을 대상

으로 하여 폭넓게 검색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활성이

높은 생약재를 선발하여 최적조성물을 조제한 다음 뇌세포

퇴화에 의해 발생되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생약

복합물을 활용하여 고령화 대응용 간식제품의 개발을 시도

하고자 하였다. 소화흡수율이 높으며 우수한 단백질급원식

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두(Glycine max L.)는 기능성 및

생리활성물질에 기인한 성인병 예방효과(18-20)가 있어 대

표적인 노령화 대응용 기능성 소재로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활성이 있는 산약, 하수

오, 황기, 당귀 등 8가지 생약복합물을 조제한 다음 대두에서

두유액을 추출하여 젤리제조에 첨가하여 젤리의 품질을 손

상시키지 않고 상용할 수 있는 배합조건을 찾아내어 제품화

된 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생약재 중 당귀(국산), 하수오(국산), 황

귀(국산), 산약(국산), 죽엽(국산), 강황(중국산), 석창포(중

국산) 및 감초(중국산)는 진주시 소재 약재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관은 실온 및 냉장(10oC) 보관하여 사용하

였다. 그리고 젤라틴 분말(Knox, Tarrytown, NY, USA), 설

탕(Samyang Co., Seoul, Korea), 국산콩 등은 시중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인지기능활성 실험을 위한 생약복합물의 조성과 추출

생약재를 전통의약서와 현대과학에서 인지기능 활성이

규명된 연구논문(16,17)을 기초(Table 1)로 최적 생약복합물

을 구성하였다. 최적 생약복합물은 하수오(Ploygonum mu-

ltiflorum Thunberg) 50 g, 산약(Dioscorea batatas Thun-

berg) 100 g, 당귀(Angelica gigas Nakai) 100 g, 황기(As-

tragalus membranaceus) 50 g, 강황(Curcuma aromatica)

50 g, 죽엽(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50 g, 석창포

(Acorus gramineus) 50 g, 감초(Glycyrrhiza uralensis) 100

g의 조성으로 생약재 총 500 g에 10배수의 증류수를 첨가하

여 열수추출을 하였으며, 열수추출은 Digital Heating Mantle

(MS-DM608, Misung Co.,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이

때 추출시간은 5시간, 추출온도는 95
o
C로 동일한 온도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filter paper No.1에 거르고

rotary vacuum evaporator(N-1000, EYELA, Tokyo, Japan)

로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Bio Base,

Dongducheon, Korea)로 완전히 건조하여 조성물 농도 100

μg/mL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Acetylcholinesterase(AChE) 저해효과

본 실험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제된 최적복합물이 AChE

에 대한 복합물의 저해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래

와 같이 조사함으로써 인지기능 증강용 식품소재로서의 활

용가치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AChE 저해활성 측정은

acetylcholine iodide를 기질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효소는

PC12 세포배양액을 2,000 rpm에서 6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

등액을 제거하고, 균질화를 위한 buffer(1 M NaCl2, 1%

Triton X-100 혼합액에 10 mM Tris-HCl로 pH 7.2로 조정)

2 mL를 첨가하여 Glass-Col homogenizer로 균질화한 후

균질화된 세포배양액을 12,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으며, 그 상등액을 효소실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공정은 4
o
C에서 수행하였으며, 추출한 효소액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Quant-iT
TM
Protein Assay kit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효소 10 μL에 시료추출물 10 μL를 넣어 37
o
C에서 15분간

pre-incubation 시킨 후, 반응 혼합물에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8.0)에 용해시킨 Ellman's reaction

mixture[0.5 mM acetylthiocholine, 1 mM 5,5'dithio-b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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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osition of soy milk jelly

Groups1) Gelatin
Sugar
(g)

Soy milk
(g)

MH extracts
(g)

0%
5%
10%
15%
20%

15
15
15
15
15

50
50
50
50
50

400
380
360
340
320

0
20
40
60
80

1)
Group contains 0% ,5%, 10%, 15%, and 20% medicinal herb
(MH) extracts.

Table 3.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the soy
milk jelly added with medicinal herb extracts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Sample size
Load cell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Distance
Time
Trigger type
Data acquisition rate
Probe and product data

TPA
20 W (mm)×20 L (mm)×20 H (mm)
25 kg
3.0 mm/s
0.50 mm/s
1.0 mm/s
30%
3 sec
Auto-1 g
400 pps
P35 (35 mm dia cylinder aluminium)

nitro benzoic acid)〕70 μL를 첨가한 후 405 nm에서 1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약복합물을 첨가한 젤리의 제조

두유 제조: 백태 200 g을 5회 씻어 콩량의 물 3배수를

가하여 15시간 침지한 후 불린 대두의 3배에 해당하는 물을

가하여 믹서(HM 1310, Hanil Co., Seoul, Korea)로 1분씩

3회 정도 마쇄하였다. 마쇄한 콩을 면보에 걸러 비지를 제거

하여 두유액을 얻었다.

젤리 제조: 젤리의 제조는 예비실험으로 표준화한 후

Table 2와 같이 생약복합물의 함량을 두유의 0%, 5%, 10%,

15%, 20%를 달리 첨가하여 만들었다. 두유액 200 g을 70
o
C

water bath(BS-11, JS Research Inc, Gongju, Korea)에서

중탕하면서 설탕을 녹인 후 생약복합물을 첨가한 다음, 실온

에서 200 g의 두유에 젤라틴 분말을 넣어 2분간 용해시킨

후에 생약복합물과 설탕을 녹인 것을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

합했다. 이것을 밀폐용기(122×106×49 mm)에 넣어 상온에

서 30분간 식힌 다음 4
o
C 냉장고에서 3시간 성형한 후 실험

하였다.

생약복합물을 첨가한 젤리의 품질특성 평가

수분활성도 측정: 수분활성은 시료 7 g을 취하여 믹서기

(HR-2860/55, Philips Electronics Ltd, Seoul, Korea)로 10

초간 분쇄한 후 수분활성도 측정기(HP23-AW, Rotronic,

Bassersdorf, Switzerland)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pH 측정: 졸(sol) 상태의 젤리를 교반기로 혼합한 후 pH

meter(pH-200L, Istek Inc., Seoul, Kore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당도 측정: 졸(sol) 상태의 젤리 0.5 mL를 당도계(digital

refracto-meter PR-201, ATOGO, Tyoko, Japan)에 떨어뜨

려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젤리색도는 시료의 중심부를 잘라 직경 2 cm,

높이 1 cm의 cell에 담아서 색차계(CR-200b, Chroma Meter,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녹

색도), +b(황색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이때 사용된 표준색판은 L=97.10, a=+0.13, b=+1.88

이었다.

조직감의 측정: 젤리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

XT2i,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England)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조건은 Table 3과 같다. 조직감은

시료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다음 P/35(35 mm dia cylinder

aluminium)를 장착하고 시료를 2회 연속적으로 침입시켰을

때 나타난 force-time curve로부터 견고성(hardness), 부서

짐성(fracturability),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

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

(chewiness) 및 복원성(resilience)을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젤리의 관능검사는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2명을 panel로 선정하여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 및 측

정 항목에 대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젤리의 색(color), 맛(taste), 조직감

(texture), 젤리의 한약재 향(flavor), 단맛(sweetness), 전체

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에 대해 9점 척도법(1=ex-

tremely weak or dislike, 9=extremely strong or like)으로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매우 기호도가 높을수록 9

점, 매우 기호도가 낮을수록 1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젤리의

색, 향, 단맛, 조직감에 대하여 매우 강할수록 9점, 매우 약할

수록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시료마다 무작위로 조합

된 3자리 숫자가 주어졌으며, 시료의 번호가 적힌 일회용 접

시에 동일한 크기(20×20×20 mm)의 시료를 담아 물과 함

께 관능검사원들에게 동시에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14.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인지기능 관련 수용체 및 효소에 대한 생약재의 제어효

과 및 선정

선행연구에서 수종의 국내 자생 천연약용식물의 열수추

출물을 조제하여 muscarin성 acetylcholine receptor(M1

type: CHO 세포에서 발현된 human recombinant mu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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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effects of medicinal herb extracts (MH-E)
against acetylcholinesterase (AChE). The inhibition was ex-
pressed as a percentage of enzyme activity inhibited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100%), Data are presented as mean±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on the bar graph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Water activity, pH and sugar content of the soy milk jelly added with medicinal herb (MH) extracts

MH extracts content (%)

0 5 10 15 20

Water activity
pH
Sugar content (oBrix)

0.954±0.0221)cd2)
5.76±0.04a
17.10±0.17c

0.952±0.002d
5.75±0.06a
20.10±0.23a

0.956±0.004c
5.68±0.01b
20.03±0.30a

0.959±0.002b
5.68±0.01b
19.47±0.13b

0.967±0.001a
5.63±0.04c
20.03±0.18a

1)
Means±SD (n=9).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inic receptor typeⅠ)(16)와 NMDA(N-methyl D-aspar-

tate) receptor의 glycine binding site에 대한 저해효과, 그리

고 AChE 저해효과(17)를 검색한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muscarin성 acetylcholine receptor(M1 type)에 대한

저해활성은 황련에서 가장 우수하고, 황백, 저령, 지실, 백화

사설초에서 검색되었다. NMDA(N-methyl D-aspartate)

receptor의 glycine binding site에 대한 저해활성은 저령, 산

약, 인진, 공사인, 상황버섯, 오가피, 황기, 어성초 등에서 높

게 나타났다. AChE 저해활성은 황련, 치자, 하수오, 죽엽,

비파엽, 천궁, 목단피 등에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AChE에 대한 생약복합물의 저해활성

생약복합물의 AChE에 대한 저해활성은 Fig. 1과 같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로부터 유발되는 기억력상실 및 학습력

저하 등 각종 인지장애는 주로 대뇌기저부의 acetylcholine

성 신경세포의 손상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물의 치매에 대한 예방효과를 탐색

하기 위해 먼저 AChE 저해활성을 조사하였다. AChE는

acetylcholine을 분해하는 효소로써 이 효소로 인한 ace-

tylcholine 부족 시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 부족 등 뇌기능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알츠하이머형치매의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공인받은 tacrine이 acetylcho-

line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인지기능을 항진시키

는 AChE inhibitors로서의 기능이 있는바 본 실험은 tacrine

을 대조군으로 생약복합물의 AChE의 저해활성을 비교해보

았다. 본 실험에서 tacrine은 0.1 μM 농도에서 50.87% 정도

의 AChE의 저해활성으로 나타났으며 생약복합물의 AChE

의 저해활성은 100 μg/mL 농도에서 68.20% 정도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등(17)이 340여종 생약재 추출물

의 AChE 저해활성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생약재들이 약

한 효소저해활성을 보여준 반면 황련, 황백, 오수유, 몰약,

후추, 빈랑자 등 6종의 생약추출물이 100 μg/mL의 측정 농

도에서 60% 이상의 강한 효소저해활성이 있었다는 보고와

Kang 등(21)이 황련, 하수오, 산약 등의 15가지 전통 생약

추출물에 대한 AChE의 저해효과를 조사한 바 그 조성에 따

라 25～100% 정도의 AChE 저해활성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것은 AChE의 저해활성이

높은 황련, 하수오, 치자엽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인지기능이 높다고 인정된 8종의 생약재만을

이용하여 AChE 대한 조성물의 저해활성을 보았으나 생약

재의 조성에 따라 그 활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AChE 대한 조성물의 저해활성은 조성물 농도가 증가할수

록 그 활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21)에 따라 조성물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그 활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Lee

등(22)은 녹용추출물이 scopolamine으로 유도한 치매 흰쥐

의 장기 기억개선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

은 녹용 추출물은 시냅스 말단의 AChE 활성을 저해하여

acetylcholine 활성을 촉진시키고 관련효소를 활성화하여 뇌

조직의 acetylcholine 함량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퇴행성 뇌질환에 있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항

choline계 물질과 중추신경계의 choline계 손상은 집중력과

기억력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 신경접합부의 콜린성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cholinergic agonist, acetylcholine의

전구체, AChE의 활성을 억제하는 AChE inhibitor를 사용하

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23).

생약조성물을 첨가한 젤리의 품질특성

수분활성도, pH, 당도: 인지기능 생약복합물을 일정비율

로 첨가하여 제조한 두유 젤리의 수분활성도, pH 및 당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지기능 생약복합물을 일정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두유 젤리 제품의 수분활성도는

0.954～0.967 범위로 생약복합물 0% 첨가군(대조군)이 가장

낮은 수분활성도를 보였으며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pH는 대조군에 비해 생약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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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soy milk jelly added with medicinal herb (MH) extracts

MH extracts content (%)

0 5 10 15 20

L
3)

a4)

b
5)

57.66±0.321)a2)
-3.51±0.04e
6.50±0.14e

56.80±0.41b
-3.31±0.05d
6.86±0.39d

55.96±0.52c
-3.10±0.05c
7.39±0.23c

55.76±0.32d
-2.97±0.04b
7.76±0.30b

53.54±0.07e
-2.82±0.02a
8.68±0.07a

1)
Means±SD (n=12).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L (lightness) value: Degree of lightness (100 white ⇔ 0 black).
4)a (redness) value: Degree of redness (red ＋ ⇔ 0 gray ⇔ － green).
5)
b (yellowness) value: Degree of yellowness (yellow ＋ ⇔ － blue).

Table 6. Tex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oy milk jelly added with medicinal herb (MH) extracts

MH extracts content (%)

0 5 10 15 20

Hardness
Fracturability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28.41±0.521)c2)
1.15±0.05a
-0.43±0.15a
0.99±0.00ab
0.71±0.00b
20.18±0.39c
19.97±0.44c
0.87±0.00a

29.75±0.88b
1.07±0.08b
-0.87±0.22b
0.99±0.00b
0.72±0.01a
21.31±0.65b
21.00±0.66b
0.86±0.01bc

28.66±0.97c
1.16±0.10a
-0.46±0.21a
0.99±0.01a
0.71±0.00b
20.36±0.69c
20.16±0.61c
0.87±0.00bc

32.35±0.69a
1.15±0.06a
-0.94±0.29b
0.99±0.00ab
0.71±0.00a
23.09±0.53a
22.78±0.49a
0.87±0.00b

32.50±1.07a
1.16±0.09a
-0.91±0.19b
0.99±0.00ab
0.72±0.00a
23.28±0.72a
22.97±0.74a
0.86±0.01c

1)
Means±SD (n=12).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물 첨가한 젤리에서, 또한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에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젤리의 연구에서 흑마늘 농축액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다는 결과(24)와 비트를

첨가한 젤리에서 비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

진다는 보고(25)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약

재가 가지고 있는 옥살산, 유기산 등이 pH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인다. 당도는 생약복합물 0% 첨가 두유젤리에 비하

여 생약복합물을 첨가한 젤리에서 증가(p<0.05)하는 경향이

었으며 이는 본 실험에 사용한 생약재 중 감초, 당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천마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당도가 높아지는

Moon 등(2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색도: 두유 젤리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두유

젤리에 대한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L값

은 낮아졌다. 그러나 적색도(a)값과 황색도(b)값은 대조군이

-3.51, 6.50으로 가장 낮은 반면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L값과 상반된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등(27)의 오디 분말

첨가 젤리 연구, Kim 등(6)의 동충하초 분말 첨가 젤리 연구

에서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은 낮아지고 b값은

증가한다는 보고와 본 실험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생약복합물 자체의 짙은 갈색이 젤리의 색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색은 외관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지는 항목으로 색이 좋아야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Table 5의 결과는 Table 7의 색의 관능평가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의 측정

인지기능 생약복합물을 일정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두

유 젤리의 물성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견고

성(hardness)은 대조군, 5%, 10%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 대조군에 비하여 15%, 20%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부서짐성(fracturability)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

전군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중 생약복합물 5% 첨가군이

가장 낮아 부서짐이 적었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대조

군과 10% 첨가군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나 5%, 15%, 20% 첨가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

siveness) 및 복원성(resilience)의 경우는 전군에서 유의적

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검성(gumminess)과 씹힘성(chewi-

ness)의 경우는 견고성과 비슷한 경향으로 대조군, 5%, 10%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15%, 20%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생약복합물

을 첨가하여 젤리 제조 시 조직감 측정 결과는 15% 이상

첨가되었을 때 조직감 중 견고성, 검성, 씹힘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첨가량 20% 범위 내에서 생약복합

물의 첨가로 인한 조직감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젤리의 품

질특성 보고(24)에서도 흑마늘 농축액 첨가 비율이 증가할

수록 경도, 검성, 씹힙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부착성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강황 분말이 첨가된 젤리의 물성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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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soy milk jelly added with medicinal herb (MH) extracts

MH extracts content (%)

0 5 10 15 20

Col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Flavor
Sweetness

6.17±1.031)a2)
4.33±1.23NS3)
5.33±1.78NS
4.50±1.09NS
4.58±0.90NS
4.50±1.09NS

5.75±0.87a
4.25±1.14
5.17±1.40
4.33±1.30
4.67±1.07
4.42±0.90

5.25±0.62ab
4.83±1.11
5.25±1.54
4.92±0.79
5.17±1.40
4.83±1.03

5.17±1.34ab
4.58±1.16
5.00±1.48
4.50±0.90
4.67±1.23
4.42±1.56

4.50±1.68b
4.33±1.30
5.08±1.38
4.17±1.53
4.17±1.70
4.42±1.78

1)Means±SD (n=12).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NS: not significant at p<0.05.

정한 결과 강황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견고성은 증가하였

으나 탄력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25), 천마 농

축액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품질특성(26)에서 경도, 점착성,

씹힙성은 천마농축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높았으나

부착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

리고 백년초 열매 추출액의 발효액 농도에 따른 젤리의 물성

변화 보고(28)에서 백년초열매 추출액의 발효액 농도가 높

을 시 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논문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충하초 분말 첨가 젤리의

연구(6)에서는 경도, 점착성, 씹힙성이 첨가량의 증가에 따

라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젤리의 물성은 첨가물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첨가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 섬유소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관능검사

인지기능 활성을 가진 생약복합물을 일정비율로 첨가하

여 제조한 두유 젤리의 관능적 품질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색은 대조군에 비해 5% 첨가군은 비교적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10%,

15%, 20% 첨가군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한

편 맛, 조직감, 전체적 기호도, 향, 단맛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10% 첨가군의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나 전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 개선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전체적인 기호도에 영향

을 미쳐 그 이용가치를 결정하므로 두유 젤리를 제조할 경우

그 첨가량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능검사에서

대부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첨가량 20%

범위 이내에서 생약복합물의 첨가는 관능적으로 크게 문제

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인지기능 활성을 고려하여 두유 제조

시 그 첨가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약복합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두유 젤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제품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

을 뿐 제품화를 위해서는 관능적인 특성을 고려한 레시피의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인지기능 활성을 가진 생약복합물을 선정하여 최적조성

물을 조제한 다음 생약복합물의 첨가비율을 달리하여(0%,

5%, 10%, 15%, 20%) 제조한 두유 젤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인지기능 생약복합물을 일정비율로 첨

가하여 제조한 두유 젤리 제품의 수분활성도는 대조군에 비

하여 생약복합물 첨가군이 더 증가하였으며 생약복합물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pH는 대조군에 비해 생약복

합물 첨가한 젤리에서와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에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당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생약복합물을 첨가한 젤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색도는

두유젤리에 대한 생약복합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리

의 L값은 낮아졌으나 적색도(a)값과 황색도(b)값은 높아졌

다. 텍스쳐 측정 결과 경도, 검성, 씹힘성은 생약복합물 15%,

20% 첨가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서짐성, 탄력성, 응집성, 복원성은 전군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관능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첨가량 20% 범위 이내에서는

인지기능 활성을 고려하여 첨가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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