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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품질 특성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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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ikhe 
added with 25%, 50%, and 100%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instead of water. The control group showed higher 
sweetness and lower pH than the other groups. Longer storage tim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turbidity. In the 
chromaticity determination, L* value decreased while a* and b* values increased as A. capillaris extracts increased. 
In terms of free sugars, sucrose and maltose were detected. Maltose was generated through glycosylated action with 
amylase.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proportionally increased with levels 
of A. capillaris extract. In the sensory evaluation, Sikhe made with 50% A. capillaris extract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s for color, taste, plumpness of rice granules, and overall accept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apillaris 
maybe a useful ingredient in Sikhe to improve quality and sensory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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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혜는 엿기름가루를 우려낸 물에 밥을 넣고 따뜻한 온도

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삭혀서 전분을 당화시킨 후 밥알을 

띄워서 먹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음료이다(1). 식혜는 

당화 효소원인 엿기름 중에 함유된 전분분해효소인 amy-

lase에 의해 쌀 전분이 당화되면서 glucose, maltose 등을 

생성하고 maltose의 독특한 단맛과 맥아향이 조화를 이루

고 있다(2). 식혜 속의 maltose와 oligosaccharide는 장내 

유익한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어 매일 섭취하

게 되면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쌀을 주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포

만감을 주고 많은 수분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3). 식혜는 

보통의 섬유 음료보다 더 많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위에서의 소화를 돕고 음식이 체내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

주며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쑥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전 

세계에 약 400여 종이 자생하며 참쑥, 개똥쑥, 쓴쑥, 사자발

쑥 등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인진쑥과 약쑥이 한방 및 식품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6). 인진쑥은 우리나라를 비

롯하여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에 널리 분포하고 냇가의 모래

땅에서 자라며 번식력이 강하여 겨울에 죽지 않고 이듬해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온다고 해서 사철쑥으로도 불린다(7). 

인진쑥에는 쓴맛을 나타내는 alkaloid 성분과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coumarin, capillone, capillarisin, β- 

pinene, esculetin-6,7-dimethylether 등이 함유되어 있으

며, 독성이 없어 식품가공에서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9). 인진쑥은 변비, 천식, 소염, 진통, 이뇨, 

혈압강하, 신경통, 급･만성 간염, 황달, 지방간 및 간 보호 

효과, 항균작용, 당 대사 개선 효과, 항암 효과, 담즙분비 

효과,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1). 

최근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건강 지향적 식

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식혜

의 열량과 단맛을 제한하고 생리활성 물질을 첨가하여 식품

양학적 가치를 부가한 식혜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근피, 옥수수수염, 황기, 오

미자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식혜에 첨가하여 품질 특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3,12-14). 인진쑥의 생리활성

으로 인해 각종 한약재, 쑥설기, 쑥탕 등에는 이용되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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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r for Sikhe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Sample
Malt

powder
(g)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mL)

Cooked
rice (g)

Water
(mL)

Sugar
(g)

0
25
50
100

400
400
400
400

0
1,000
2,000
4,000

400
400
400
400

4,000
3,000
2,000

0

120
120
120
120

나(15), 아직까지는 인진쑥을 첨가한 식혜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진쑥 추출물

을 첨가하여 식혜를 제조한 후 저장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품질과 관능적인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여 기능성 

식혜 음료 제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인진쑥(Artemisia capillaris)은 2014년 

12월 경상북도 주시 장수면 호문리 지역 야산에서 채취하

여 일주일 건조한 후에 사용하 다. 멥쌀(백미)은 2014년 경

상북도 주시 호문리에서 수확한 것을 산지에서 직접 조달

하 고, 엿기름가루( 양 F&S, Icheon, Korea), 백설탕(큐

원, Suwon, Korea)은 시판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물은 

정수기용 정제수를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들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와 Junsei Chem-

ical Co., Ltd.(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인진쑥 및 엿기름 추출물 제조

건조된 인진쑥 500 g에 1.2 L의 물을 넣어 2시간 동안 

80°C에서 열수 추출한 후 여과하여 인진쑥 추출물을 제조하

다. 엿기름가루 400 g에 4 L의 물을 넣고 40°C로 유지하

면서 2시간 동안 교반한 후 거즈로 착즙하여 엿기름 추출물

을 얻었다. 엿기름 추출물을 1시간 동안 냉장고에 방치하여 

입자를 가라앉히고 맑은 상등액을 취하여 식혜의 당화에 사

용하 다.

식혜 제조

문헌 조사와 예비실험을 통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

로 식혜를 제조하 다. 멥쌀 400 g을 4회 세척하여 30분 

정도 불린 후 전기압력밥솥에 쌀 중량과 동량의 물을 첨가하

여 고두밥을 지었다. 엿기름을 물로 추출하여 고두밥을 첨가

하여 당화시킨 시료를 대조군으로 하 다. 실험군은 엿기름

을 물 대신 인진쑥 추출물로 추출하 고, 고두밥에 인진쑥 

추출물을 물 중량 대비 25, 50 및 100%가 되도록 첨가하고 

당화시켜 제조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고두밥에 엿기

름 추출액을 첨가한 후 60°C에서 4시간 당화시킨 다음, 설

탕 120 g을 첨가하고 90°C에서 5분간 끓인 후 빨리 냉각시

켰다. 제조된 식혜는 실험용도 별로 Falcon tube에 나누어 

담고 4°C에서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저장기간 중 식혜의 당도 및 산도 측정

제조한 식혜를 15일간 4°C에 저장하면서 저장기간 중 이

화학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 당도는 시료의 상등액을 취

하여 당도계(PR-201α, Atago Co., Tokyo, Japan)로 측정하

다. pH는 시료의 상등액을 취하여 pH meter(420 Bench-

top, Orion Research, Beverly, MA, USA)로 측정하 다.

저장기간 중 식혜의 탁도 및 색도 측정

식혜의 탁도는 식혜 5 mL를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파장 5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하 다. 식혜의 색도는 색

차계(Chrome Meter 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 값으로 표시하 다. 각 시료당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표준 백색판의 

L*, a*, b* 값은 각각 97.10, +0.24, +1.75 다.

식혜의 유리당 함량 분석

식혜 5 g에 50% 에탄올 50 mL를 첨가하여 80°C 항온수

조에서 15분간 sonication 한 후 3분간 얼음 냉각한 다음, 

2,000 rpm에서 15분간 섞어준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HPLC(Nanospace SI-2 HPLC, Shiseido Co., Yoko-

hama, Japan)로 분석하 다. 각각의 당류 표준물질을 60°C 

진공오븐에서 12시간 건조하여 각각을 증류수에 녹여 혼합 

제조하 다. 유리당 분석은 RI detector를 이용하여 UK- 

amino column(250×3 mm, 3 μm, Imtakt Co., Portland, 

OR, USA)을 사용하 고, column 온도는 60°C, 이동상은 

90% acetonitrile을 이용하여 분당 400 μL로 흘려주면서 

분석하 다.

총폴리페놀 함량 분석

시료 1 mL에 0.2 N Folin 시액 1 mL를 혼합한 후 실온에

서 3분간 반응시킨 다음 2% Na3CO3 1 mL를 첨가하여 암소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microplate 

read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 다. 총폴리페놀 함

+량은 gallic acid(6.25~100 μg/mL)의 표준곡선을 통하여 

시료 g당 gallic acid equivalent(GAE)로 나타내었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시료 1 mL를 취하여 2% aluminium chloride meth-

anolic solution 1 mL를 첨가한 후 1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

킨 다음 430 nm에서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

하 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6.25~100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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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sugar contents, pH and turbidity of Sikhe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Days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

0 25 50 100

Sugar contents
(°Brix)

0
1
3
6
9

12
15

 17.4±0.0cD

 17.1±0.0bC

 17.1±0.0bD

 17.5±0.0dD

 17.1±0.0bD

 16.9±0.0aD

 17.4±0.0cD

 16.5±0.0dA

 16.1±0.1bA

 16.2±0.0bA

 16.4±0.1cA

 16.0±0.0aA

 16.1±0.1bA

 16.4±0.0cA

 17.0±0.1cC

 16.5±0.1bB

 16.5±0.0abC

 17.0±0.0cC

 16.5±0.1bC

 16.4±0.1aC

 16.5±0.0abB

 16.6±0.1cdB

 16.5±0.1bcB

 16.4±0.1abB

 16.7±0.1cdB

 16.3±0.1aB

 16.3±0.1aB

 16.6±0.1cdC

pH

0
1
3
6
9

12
15

 6.16±0.01aA

 6.16±0.00aA

 6.17±0.01bA

 6.26±0.01eA

 6.19±0.00cA

 6.31±0.01fB

 6.22±0.01dA

 6.23±0.01dC

 6.16±0.00aA

 6.20±0.00bB

 6.30±0.00eC

 6.22±0.01cC

 6.24±0.00dA

 6.23±0.01dB

 6.21±0.01cB

 6.20±0.00aB

 6.20±0.01abB

 6.29±0.01dB

 6.21±0.00bcB

 6.31±0.00eB

 6.29±0.01dC

 6.27±0.01cD

 6.23±0.00aC

 6.26±0.00bC

 6.34±0.01eD

 6.28±0.00dD

 6.35±0.00fC

 6.34±0.00eD

Turbidity

0
1
3
6
9

12
15

0.092±0.002aA

0.107±0.014abA

0.110±0.018abA

0.130±0.016bA

0.132±0.020bA

0.157±0.012cA

0.168±0.005cA 

0.092±0.002aA

0.139±0.001bB 
0.152±0.000cB

0.166±0.016dB

0.172±0.001dB 
0.174±0.001dB

0.177±0.001dAB

0.091±0.002aA

0.141±0.008bB 
0.146±0.022cdB

0.164±0.003dB

0.168±0.005dB

0.172±0.009deAB

0.190±0.009eB

0.096±0.002aB 
0.154±0.007bB

0.167±0.002cB

0.200±0.017cC

0.209±0.018cdC 
0.227±0.006deC

0.234±0.013eC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f)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L)의 표준곡선을 통하여 시료 g당 quercetin equivalent 

(QE)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 측정

시료 100 μL와 0.2 mM DPPH(2,2-diphenyl-1-picryl-

hydrazyl) 용액 100 μL를 첨가한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1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

능은 아래 식에 측정된 흡광도 값을 대입하여 산출하 다.

전자공여능(%)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

ABTS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 측정

시료 100 μL와 0.2 mM ABTS[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용액 100 μL를 첨가

한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read-

er를 사용하여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ABTS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은 아래 식에 측정된 흡광

도 값을 대입하여 산출하 다.

전자공여능(%)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

관능평가

인진쑥 추출물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혜의 관능검사

는 양조리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패널(20~28세) 20명

을 대상으로 시료의 관능적인 특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식혜를 일회용 종이컵에 담고 시료에 대한 편견을 막

기 위하여 무작위로 조합된 세 자리 난수표로 구분하여 일회

용 접시에 담아서 제시하 다. 시료의 제시 순서는 패널마다 

랜덤하게 하 으며, 각 시료를 평가한 후에는 제공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입에 남는 감각을 제거하고 다음 시료를 평가

하도록 하 다. 평가 시 사용한 척도는 9점 기호 척도를 이용

하 으며, 특성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 다. 검사항목은 색(color), 맛(taste), 향미(flavor), 탁

도(turbidity), 밥알의 퍼짐성(plumpness of rice granule),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acceptance)로 하 다.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3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mean)±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

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ANOVA를 이용

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저장 기간 중 식혜의 당도, pH 및 탁도의 변화

인진쑥 추출물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혜를 1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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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 pH 및 탁도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혜의 초기 당도를 측정한 

결과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당도가 실험

군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초기 당도는 17.4°Brix 고, 인진쑥 추출물을 25, 

50 및 100%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초기 당도는 16.5~ 

17.0°Brix로 대조군보다 낮은 당도를 나타냈다. 식혜를 15

일 동안 저장함에 따라 당도는 초기 값을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인진쑥을 첨가한 경우는 대조군보

다 당도가 16.0~17.0°Brix로 다소 감소하 다. 그러나 저

장기간에 따른 당도 변화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식혜의 당도는 식혜 제조에 사용한 엿기름가루와 밥의 

양뿐만 아니라 엿기름 추출조건, 엿기름 농도, 당화시간, 저

장온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6,17). 본 연구 결과에

서 인진쑥 추출물 비율이 높아도 식혜의 당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인진쑥 추출물의 첨가량만큼 엿

기름 당화액이 적게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6시간 당화 시 밀 엿기름의 당도가 11.3%, 쌀 

엿기름의 당도가 11.1%, 겉보리 엿기름의 당도는 10.4%로 

보고되어 있다(2). 또한, 팽화미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

도가 높았다고 하 는데, 이는 amylase의 최적 pH에 가까

울수록 당화가 빨리 진행되어 당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

다(2).

인진쑥 추출물을 넣어 제조한 식혜를 15일간 저장하면서 

pH를 측정한 결과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대조군의 초기 pH는 6.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인진쑥 

추출물을 25, 50 및 100%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초기 

pH는 각각 6.23, 6.21 및 6.27로 대조군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하 다. 저장 15일째에서도 대조군의 pH는 6.22로 인진쑥 

추출물을 25, 50 및 100% 첨가한 시료들의 pH인 6.23, 

6.29 및 6.34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H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초기 pH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식혜에 있어서 pH의 감소는 시큼한 맛이 생성되어 식혜의 

품질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장온도에서 식

혜를 저장하는 경우는 15일까지는 신맛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고 인진쑥 추출물의 첨가는 pH의 저하를 지연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라지 분말(12)과 헛개나무열매 추출

물(18)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에서도 이들의 첨가량이 비

례하여 pH 감소 속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인진쑥 추출물을 넣어 제조한 식혜를 15일간 저장하면서 

탁도를 측정한 결과 초기 식혜의 탁도는 0.091~0.096 수준

으로 측정되었다.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한 시료가 다

른 시료에 비하여 초기 탁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저장기간이 6일이 

경과하면서 탁도가 0.130으로 초기값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인진쑥 추출물을 25, 50 및 100% 첨가한 시료

는 저장기간이 1일 경과하면서 초기값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저장기

간까지 계속 높아져 대조군의 경우 0.168을 나타내었고, 인

진쑥 추출물 첨가 100% 식혜는 저장 15일에 0.234를 나타

내었다.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할 

때 인진쑥 추출물 함량에 비례하여 탁도가 증가하 으며, 

인진쑥 추출물이 나타내는 고유의 갈색으로 인해 색택이 짙

어지면서 탁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Kim 등(18)은 헛

개나무 열매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에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탁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식혜의 탁도는 

당화시간에 비례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물의 양에 대해 밥과 엿기름가루의 양이 증가할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저장기간 중 식혜의 색도 측정

인진쑥 추출물을 넣어 제조한 식혜를 15일간 저장하면서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L*)는 대조군의 

초기 값은 32.30이었고, 인진쑥 추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할

수록 L*값은 대조군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한 시료는 30.28로 가장 낮았다. 모든 

시료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적색도(a*)는 저장 15일에 대조군이 1.51, 

25%, 50%, 100% 인진쑥 추출물 첨가 시료가 1.52, 1.63, 

1.74로 초기값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또한, 대

조군과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한 시료는 저장기간이 

3일 경과한 후부터 9일째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황색

도(b*)는 초기값이 대조군이 0.32,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한 시료가 1.07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저장기간

이 3일 경과하 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인진쑥 추출물

을 첨가한 시료에서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3일에서 

12일까지는 대조군에 비하여 인진쑥 추출물을 50%와 100 

% 첨가한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값이 증가하 다. 이는 저장

기간 중 당의 갈변화 현상으로 적색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

한다. 

식혜의 유리당 함량 분석

인진쑥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한 식혜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식혜에 함유된 유리

당은 sucrose와 maltose로 식혜 100 g당 각각 5.93~6.50 

mg 및 4.61~5.79 mg이 검출되었다. 인진쑥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인진쑥을 첨가한 실험군 사이에 sucrose 함량

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

(20)은 쑥 첨가가 당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쑥 

추출물과 건조 쑥을 첨가하여 당화액을 제조하고 특성을 살

펴본 결과 쑥 첨가는 당화에 전혀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식혜는 엿기름

이 당화 효소인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당화작용을 통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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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Sikhe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Days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

0 25 50 100

Lightness
(L* value)

0
1
3
6
9
12
15

32.30±0.38aB

34.17±0.45bC

34.70±0.38bcB

35.17±0.17cC 
36.36±0.41dD

36.57±0.30dD

36.70±0.45dC

31.99±0.36aB

32.87±0.11bC 
33.99±0.38cB

34.87±0.32cB

35.20±0.11cC

35.45±0.48cC

35.27±0.28cB

30.51±0.45aA

31.92±0.27bB

32.51±0.56cdA 
32.92±0.27cdA 
33.19±0.19deB 
33.71±0.29eB 
34.94±0.36fB 

30.28±0.42aA

31.44±0.26bA

31.85±0.51cA

32.17±0.26cA

32.28±0.10cA

32.97±0.13dA

33.27±0.47dA 

Redness
(a* value)

0
1
3
6
9
12
15

-0.64±0.02aA

-0.39±0.03bA

 0.20±0.03cA

 0.23±0.03cdA

 0.33±0.07dA

 1.49±0.08eC

 1.51±0.10eA

-0.57±0.02aB 
-0.39±0.05aA 
 0.28±0.03bB

 0.41±0.04cB

 0.50±0.06dA

 0.97±0.15eA

 1.52±0.02fA

-0.42±0.03aC

-0.38±0.05aA

 0.41±0.04bC

 0.75±0.08cC

 0.94±0.11cB

 1.19±0.10dAB

 1.63±0.05eB

-0.27±0.01aD

-0.19±0.03aB

 0.64±0.06bD

 0.88±0.06cD

 0.97±0.22cB

 1.36±0.17dBC

 1.74±0.01eC

Yellowness
(b* value)

0
1
3
6
9
12
15

 0.32±0.07aA

 0.44±0.10aA

 0.82±0.02bA

 1.21±0.08cA

 2.06±0.20dA

 3.17±0.19eA

 3.52±0.36fA

 0.47±0.05aB 
 0.93±0.09bB 
 1.27±0.13cB 
 1.92±0.35dB

 2.15±0.19dA

 3.55±0.15eB 
 3.47±0.03eA

 0.76±0.06aC 
 1.17±0.10bC 
 1.56±0.06cC 
 2.74±0.23dC

 3.19±0.15eB

 3.71±0.13fB

 3.82±0.05fAB 

 1.07±0.08aD

 1.54±0.09bD

 1.83±0.05cD 
 2.81±0.24dC

 3.47±0.24eB

 3.89±0.09fC

 3.92±0.04fB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f)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Free sugar contents of Sikhe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mg/100 g)

(%)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

0 25 50 100
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
Maltose 

 ND1)

ND
6.50±0.29a

ND
4.74±0.13ab

ND
ND

6.14±0.31a

ND
5.13±0.16b

ND
ND

5.93±0.48a

ND
5.79±0.30c

ND
ND

6.12±0.27a

ND
4.61±0.29a

1)Not detected.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Sikhe pre-
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
Total polyphenol 
(mg GAE1)/mL) 

Total flavonoid
(mg QE2)/mL)

0
25
50

100

1.03±0.05a

2.13±0.02b

3.82±0.04c

6.27±0.01d

0.18±0.04a

0.96±0.09b

1.86±0.16c

2.20±0.65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GAE: gallic acid equivalent.
2)QE: quercetin equivalent.

된 maltose에 의해 독특한 단맛이 나타난다(3). 식혜를 제조

할 때 단맛을 더하기 위하여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을 기준으로 약 10~15%의 설탕을 첨가하고 

있다(14). 식혜의 재료에 멥쌀보다는 찹쌀을 사용하게 되면 

환원당의 생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엿

기름을 많이 넣으면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가 있으나 단맛의 증가를 위하여 엿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엿기름 특유의 향이 과하여 기호도가 저하될 수 있다

(14). 엿기름으로 식혜를 만들 때 생성되는 환원당의 주성분

은 maltose로 밥알 3%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maltose 

양은 이론적으로 1%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고두밥을 20~ 

60% 정도 사용하여 식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이면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엿기름과 쌀의 양은 20% 수준으로 타 

연구와 비교하 을 때 maltose 함량이 적게 검출되었으나

(21), 이는 당화시키는 조건에 따라 다르며 sucrose가 검출

된 것은 식혜 제조 시 첨가한 설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

한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총폴리페놀 및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5와 같다. 대조군에 비해 인

진쑥 추출물 함량 비율이 증가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 다.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식혜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식혜 1 mL당 gallic acid를 기준

으로 1.03 mg이었으나 인진쑥 추출물 첨가량에 증가함에 

따라 식혜에 함유된 총폴리페놀 함량도 증가하 다. 즉 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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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oxidant activities of Sikhe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
DPPH radical 

scavenging (%)
ABTS radical 

scavenging (%)
0
25
50

100

 2.19±0.42a

38.17±1.34b

57.45±2.21c

73.58±3.58d

 1.91±0.62a

38.92±1.11b

55.80±2.81c

70.82±3.46d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Sensory evaluation results of Sikhe prepared with dif-
ferent amoun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Characteristics
Artemisia capillaris extracts (%)
0 25 50 100

Color
Taste
Flavor
Turbidity
Plumpness of rice 
  granule
Overall acceptance

5.6±2.2b

5.8±2.1b

6.8±1.9b

5.2±2.3a

5.5±2.6a

6.6±1.8c

3.6±2.0a

1.5±0.7a

5.5±2.5a

5.2±3.1a

5.6±2.5a

2.3±1.4a

6.9±1.7c

7.7±1.7c

6.1±2.1ab

5.4±2.7ab

6.7±2.1ab

7.5±1.9d

5.1±2.2b

2.8±1.5a

6.5±2.1b

6.0±1.9ab

5.2±2.4a

3.5±1.9b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쑥 추출물을 25, 50 및 100%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총폴

리페놀 함량은 각각 2.13, 3.82 및 6.27 mg으로 이는 인진

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는 식혜에 비해 총폴리페놀 함량이 

2.1~6.1배까지 증가한 수치 다.

인진쑥 추출물의 첨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식혜의 총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식혜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식혜 

1 mL당 quercetin을 기준으로 0.18 mg이었고, 인진쑥 추출

물 첨가량에 비례하여 식혜에 함유된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즉 인진쑥 추출물을 25, 50 및 

100% 첨가한 식혜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0.96, 

1.86 및 2.20 mg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인진쑥, 섬애약쑥, 개똥쑥, 

약쑥 및 강화사자발쑥에서 총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건물 중량 1 g당 인진쑥이 68.43 mg의 총폴리페놀을 함유

하 고, 이는 다른 쑥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 다. 

Jung 등(23)은 인진쑥 메탄올 추출물에서 건물 1 g당 60.07 

mg의 총폴리페놀과 20.86 mg의 총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함

을 확인하 고, Kang 등(24)은 쑥의 열수 추출물에서 총폴

리페놀 화합물 중 chlorogenic acid가 약 40%를 차지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항산화 활성 측정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항산화 활성을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으로 측정하 고 그 결과

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인진

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2.19%로 나타났고, 

인진쑥 추출물을 25~100%까지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에서

는 각각 38.17~73.58%로 증가하 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도 인진쑥 추출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

며,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인진

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식혜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은 1.91%로 거의 활성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에 인진쑥 추출

물을 25% 및 50%로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에서는 각각 

38.92%와 55.80%의 ABTS 라디칼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에서는 70.82 

%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여 인진쑥 추출물의 첨가

량에 비례하여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식혜의 항산화 활성은 인진쑥 추출물에 함유된 총폴리페

놀 및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Kim 등(22)은 인진쑥 물 추출물의 농도가 100 μg/ 

mL 및 400 μg/mL일 때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각각 

50% 및 90% 이상인 것을 확인하 다. Choi 등(25)은 쑥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에 비례하여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는 항산화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관능평가

인진쑥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관능

평가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색에 대한 기호도 측정 결과 

인진쑥 추출물을 50% 첨가한 시료가 6.9로 대조군 및 25%, 

100% 농도 첨가 시료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인진쑥 

추출물을 25% 첨가한 식혜는 3.6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

타냈고, 대조군과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한 식혜는 비

슷한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인진쑥의 고유한 색소가 50% 

농도에서 가장 잘 발현되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맛에 대한 기호도 측정 결과 인진쑥 추출물을 

25%, 100% 첨가한 시료는 대조군 5.8보다 낮은 점수를 나

타냈다. 50% 첨가한 시료는 7.7로 유의적으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인진쑥은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7) 인진쑥 추출물을 25%, 100% 첨가한 시료는 관능적으

로 너무 약하거나 강하게 작용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미

에 대한 기호도 측정 결과는 인진쑥 추출물을 25% 첨가한 

시료가 5.5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대조군과 인진

쑥 추출물 50% 및 100% 첨가 시료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탁도와 밥알의 퍼짐성에 대한 기호도 측정 결

과는 모든 시료군이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선호도는 인진쑥 추출물 50% 첨가 시료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선호도 순서는 

인진쑥 추출물 50% 첨가 시료, 대조군, 100% 첨가 시료, 

25% 첨가 시료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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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식혜에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할 때는 50% 수준에서 첨가

하는 것이 색, 맛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라지분말(12), 황기(14), 단호박(26) 등을 첨가하여 제

조한 식혜에서도 너무 과한 부재료의 첨가는 오히려 식혜의 

맛, 향, 색 등의 기호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 부재

료를 첨가할 경우에는 관능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준을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인진쑥 추출물의 함량을 달리 첨가한 식혜의 저장

기간 중 이화학적 품질 특징 및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인진쑥 추출물을 달리하여 식혜를 제조한 후 15일 

동안 저장하면서 측정한 품질 특성을 측정하 다. 식혜의 

초기 당도는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당도

가 실험군보다 높았으며, 각 시료에서는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보다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한 실험군의 pH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H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초기 pH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탁도는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증가하 고, 인진쑥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

록 탁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도는 명도(L*값)은 대조군보다 

인진쑥 추출물을 100% 첨가한 시료가 낮게 측정됐지만, 적

색도(a*값), 황색도(b*값)에 있어서 저장기간 중 적색도가 증

가한 원인은 저장기간 중 당의 갈변화 현상으로 생각한다. 

식혜에 함유된 유리당으로는 sucrose와 maltose가 확인되

었고, maltose는 엿기름이 당화 과정에서 아밀라아제에 의

해 생성되었고, sucrose는 식혜 제조 시 첨가한 설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총폴리페놀과 총플라보노이드, 항

산화 활성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통해 살펴본 

항산화 활성은 인진쑥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관능검사 결과 색과 맛에 대한 선호도

는 인진쑥 추출물을 50% 첨가한 시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

다. 전반적인 선호도는 인진쑥 추출물을 50% 첨가한 시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식혜에 인

진쑥 추출물을 첨가할 때는 50% 수준에서 첨가하는 것이 

색, 맛, 밥알의 퍼짐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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