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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noni juice (NJ) extracts using various ethanol ratio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Konjak jelly (KJ) supplemented with NJ.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0% EtOH extract (E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samples. The 100% EE contained the highest amount of total flavonoids. The 50% EE
showed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A) than the other samples. ABTS+ radical SA was the highest at 100%
EE. The pH and moisture content of KJ decreased as the amount of NJ increased. The sugar content of KJ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NJ. Hardness and gumminess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while L and b values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J. Regarding consumer acceptability, 25% noni KJ was evaluated to be high in color and flavor. As
a result, KJ containing 25% NJ was suitable for increasing consumer acceptability and functionality of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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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능성

을 나타내는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디저트에 대

한 관심도 증가되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디

저트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Lee 등, 2012; Son 등, 2005). 젤리

는 다양한 식감으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기호도

가 높아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다(Oh 등, 2013). 젤리의 종류에는

펙틴젤리, 한천젤리, 전분젤리, 젤라틴젤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젤리에 첨가되는 젤화제에 따라 나눠진다. 펙틴젤리와 한천젤리

는 씹힘성이 약하고 쉽게 끊어지며, 전분젤리는 단단한 질감을

지니고, 젤라틴젤리는 씹힘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젤리의 물성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Lee 등, 1991). 당질복

합체인 곤약, 카라기난(carrageenan) 등의 젤화제는 체내에서 유

용한 생리작용을 하며, 기능성을 가진 식이섬유로 기능성 젤상

식품의 제조가 가능하다(Byun 등, 2000; Lee 등, 2003). 특히, 곤

약은 구약감자에서 추출한 다당류로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주성분이다. 글루코만난은 포도당의 흡수는 저해하고 특유의 팽

윤성으로 포만감을 부여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저장작용을 통해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 및 장내 이물질 흡착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Choi와 Kim, 2012; Kim 등, 2013). 최근에는 다이어트 음식

에 관심이 높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낮은 칼로리로 포만감

을 주는 곤약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ang과 Yoon,

2020). 곤약젤리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청포도즙 곤약젤리(Jeon과

Lee, 2019), 가시파래 곤약젤리(Kim 등, 2019), 흑미미강 곤약젤

리(Kang과 Yoon, 2020) 등으로 매우 미흡하다.

노니 (Noni, Morinda citriforia L.)는 용담목 꼭두서니과의 다년

생 식물로 지역에 따라 맹쿠도, 노노, 느하우 등 다양한 이름으

로 불리고 있다. 노니는 잎(소염진통작용), 뿌리(혈당억제작용), 줄

기(지혈작용), 꽃(눈의 염증해소작용) 등의 모든 부분에 약효가 뛰

어나며, 특히 열매는 이들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노니 특유의 맛과 냄새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기피 식품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면역

강화제, 질병 치유제 등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어 현재는 노니의

기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Yoo 등, 2004). 또한 노니에 함

유된 ascorbic acid, lignan, anthraquinone, polyphenol, flavonoid,

iridoid 등의 생리활성물질은 항균, 항염증, 항암, 항산화 등 다양

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Assi 등, 2017; Lee, 2020;

Yang 등, 2010). 노니를 식품에 첨가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연구

에는 홍삼과 복분자, 석류를 첨가한 노니 혼합음료(Kim, 2011),

노니분말 첨가 쿠키(Kim와 Lee, 2015), 노니분말 첨가 머핀(Kim

과 Kim, 2019), 노니분말 첨가 분쇄돈육(Lee 등, 2020) 등으로 노

니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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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는 주로 착즙하여 주스의 형태로 판매 및 섭취되고 있으

며, 노니주스에는 노니 열매와 같이 ascorbic acid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Chan-Blance 등, 2006; Kim 등,

2017). 노니주스가 지닌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노니주스의 제조 및

유통이 늘고 있지만 노니주스 특유의 이취로 인해 소비자들은 섭

취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Potterat 등, 2007).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노니주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니주스 추출용매별 항

산화활성을 측정하고, 노니주스 첨가 곤약젤리를 제조하여 품질

특성 측정 및 관능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노니의 천연 항산화 소

재로서의 이용 가능성과 젤리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노니 곤약젤리 제조에 사용한 노니주스(Nam-viet foods and

beverage Co., Binh Duong, Vietnam)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였으며,

저온압착공법을 사용하여 30일 숙성공정을 거친 100% 노니 착

즙액으로 9oBrix의 당도를 가진 제품이다. 곤약분말(Miryangagar

Co., Yangsan, Korea), 사과즙(Uiseong-gun, Gyeongbuk, Korea),

설탕(CheilJedang Co., Seoul,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항산화 실험에 사용한 ethanol, diethylene glycol, sodium

hydroxide, trichloroacetic acid 등은 일급시약을 구입하였고,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gallic acid, naringin,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

fonicacid) (ABTS) 등은 Sigma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노니주스의 에탄올 농도에 따른 추출물 제조

노니주스 추출용매는 에탄올(EtOH) 0, 50, 100%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노니주스 50 g에 각각의 용매 50 mL를 가하

여 shaking incubator (SI-900R, JeioTech, Deajeon, Korea)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25oC에서 20분간 10,000 rpm

으로 원심분리(Supra-21K, Hanil Science Co., Incheon, Korea)하

여 상등액을 여과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시료 0.05 mL, 증류수 1

mL 및 phenol 용액 0.1 mL를 잘 섞어 3분간 방치한 후 10%

Na2CO3 용액 1 mL를 가하였다. 암실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765 nm에서 흡광도(EMC-18PC-UV, EMCLAB GmbH, Duisburg,

Germany)를 측정하였다. 표준검량선은 gallic acid를 이용하였다

(Lin과 Tang, 2007).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0.1 mL, dieth-

ylene glycol 2 mL 및 1 N NaOH 0.3 mL를 교반한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검량

선은 naringin을 사용하였다(Lee 등, 1997).

노니주스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노니주스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시료 250 μL와

1.5×10−4 M DPPH 용액 1 mL를 섞은 다음 암소에서 30분간 반

응시켰다. 반응액은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아래의 식

으로 계산하였다(Lee 등, 2007).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bssample/Abscontrol)×100

노니주스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노니주스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시료 0.1 mL와

ABTS 용액 1.6 mL를 교반하여 5분간 반응시킨 다음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용액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와 7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를 1:14로 혼합하여 radical 생성을 위해 암소에

서 20시간 방치하였으며,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68-0.72가 되

도록 희석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아래

의 식으로 계산하였다(Re 등, 1999).

ABTS+ radical 소거능(%)=(Abscontrol−Abssample/Abscontrol)×100

노니주스 추출물의 환원력 측정

노니주스 추출물의 환원력은 시료 0.5 mL, 0.2 M sodium phos-

phate buffer 0.5 mL 및 1% potassiumferricyanide 0.5 mL를 교반

하여 50o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0.5 mL와 0.1% FeCl3 0.2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Wong과 Chye, 2009).

노니 곤약젤리의 제조

노니 곤약젤리의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으며, 몇 차례 예비

실험을 통해 실험에 사용할 배합비율을 결정하였다. 사과즙, 곤

약, 설탕의 비율은 고정하고 물 첨가량 대비 0, 25, 50, 75, 100%

의 노니주스를 첨가하여 노니 곤약젤리를 제조하였다. 냄비에 모

든 재료를 넣고 30초간 섞은 다음 중불에서 3분간 주걱으로 섞

으며 가열하였다. 이후 가로 20 cm×세로 13 cm×높이 5 cm의 틀

에 담아 실온에서 30분간 방냉한 후 2시간 냉장하여 실험의 시

료로 사용하였다(Jeon과 Lee, 2019).

노니 곤약젤리의 pH 측정

노니 곤약젤리의 pH는 마쇄한 시료 3 g에 9배의 증류수를 넣

고 교반한 다음 여과(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하였다. 이후 276 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pH meter (Orion star A211,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Table 1. Formulations of Konjac jelly added with noni juices

Ingredients (g)
Noni juice levels (%)

0 25 50 75 100

Noni juice 0 37.5 75 112.5 150

Water 150 112.5 75 37.5 0

Apple juice 150 150 150 150 150

Konjac powder 5 5 5 5 5

Sugar 30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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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곤약젤리의 당도 측정

노니 곤약젤리의 당도는 마쇄한 시료 3 g에 9배의 증류수를 넣

고 교반한 후 여과하였고, 여과액을 276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당도계(Atago PR-101α, Tokyo, Japan)로 측

정하였다.

노니 곤약젤리의 수분함량 측정

노니 곤약젤리의 수분함량은 마쇄한 시료 1 g을 적외선 수분

측정기(MB-45, Ohaus, Parsippany, NJ, USA)로 측정하였다.

 

노니 곤약젤리의 조직감 측정

노니 곤약젤리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 (TAXTPlus, Stable

Micro System Ltd., Surrey, UK)로 측정하였다. 시료는 가로 2

cm×세로 2 cm×높이 1.5 cm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였으

며,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

(gumminess) 및 씹힘성(chewiness)의 5가지 항목에 대해 100 mm

plung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pre-test speed 1.0 mm/

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5.0 mm/sec, test dis-

tance 7.0 mm, trigger force 5 g이었다.

노니 곤약젤리의 색도 측정

노니 곤약젤리의 색도는 색차계(JX 777, Juki,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시료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L값,

lightness), 붉은색의 진하고 연한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도(a값,

redness), 황색의 진하고 연한 정도를 나타내는 황색도(b값, yel-

lowness)로 시료의 색을 수치화하여 나타냈다. 실험에 사용한 백

색판은 L=98.21, a= −0.04, b= −0.26이었다.

노니 곤약젤리의 관능검사

노니 곤약젤리의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

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능검사에 참여한 패널은 20-30

대의 나이로 한정하였다. Lee와 Ryu(2020)의 연구에서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

근에는 20-30대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노니

주스를 첨가한 노니 곤약젤리에 대한 기호도를 20-30대에서 확

인하고자 하였다. 관능검사 시행 전 연구목적 및 평가방법에 대

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관능검사를 진행하였다(대진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 승인번호: 1040656-202104-HR-01-05).

노니 곤약젤리는 관능검사 2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

로 2 cm×세로 2 cm×높이 1 cm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 시료로 사

용하였다. 각 시료는 난수표를 이용한 세 자리 숫자로 구분한 후

흰색 일회용 접시에 담아 동시에 제공하였다. 관능검사는 전반적

인 기호도, 외관, 색, 향, 맛 및 조직감의 6가지 항목으로 진행하

였고, 7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1점(대단히 많이 싫어한다)에서 7

점(대단히 많이 좋아한다) 사이의 점수로 결과를 나타냈다. 맛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할 때는 하나의 시료를 평가한 후 다음 시료

를 평가하기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진행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결과값은 SPSS

statistics (ver. 25,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성(p<0.05) 검증은 일원배치분산분석

(One 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 화합물은 주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항산화

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Lu와 Foo, 2000). 노니주스 추출물

의 총 페놀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출용매에 따른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4.37-6.76 mg/GAE 100 g으

로 나타났다. Lin 등(2013)은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한 노니주스

의 총 페놀 함량은 59.41 mg/100 g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

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Kang 등(2000)의 보고에 따르면 같은

품종의 식물이라도 생산지의 특성에 따라 함유하는 성분에 차이

를 나타내며 특히 특수성분의 함유량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

였다. 이에 본 연구의 총 페놀 함량 측정 결과가 Lin 등(2013)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은 노니의 품종, 재배지역, 분석방법

등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또한 Son 등(2008)은 비트즙 0-5%

첨가 당근주스의 총 페놀함량이 5.50-11.43 mg/GAE 100 g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노니주스 추출물과 유사한 함량을 나타냈다.

추출용매 중 0% EtOH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고,

50% EtOH와 100% EtOH 추출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0.05).

Yeo 등(2014)의 연구에서 찔레꽃 열수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에탄올추출물 보다 높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폴리페놀의 하나로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있어 항산화력을 나타낸다(Beecher, 2003). 노

니주스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추출

용매에 따른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21-

2.40 mg/NE 100 g으로 나타났고, 100% EtOH 추출물의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다(p<0.05). Kwon 등(2016)은 비단풀

에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물 추출물 보다 높다

고 보고하였고, Kim과 Kim(2020)은 개똥쑥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에탄올 단일용매 보다 물과 에탄올을 혼합한 용매에서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iddleton와 Kandaswami(1992)의 연구

에서 플라보노이드계 물질은 화학구조에 따라 물과 에탄올에 대

해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여, 시료에 함유된 물질에

따라 추출용매에 용해되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다양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noni juices extracts by various ethanol ratios

Parameters Total polyphenol (mg/GAE1) 100 g) Total flavonoid (mg/NE 100 g)

0% EtOH 006.76±0.242)a3) 1.21±0.20b

50% EtOH 4.95±0.35b 01.96±0.39ab

100% EtOH 4.37±0.34b 2.40±0.62a

1)GAE: gallic acid equivalent, NE: naringin equivalent.
2)All values are mean±SD (n=3). 
3)Different superscriptsa-b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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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주스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은 보라색 화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diphen-

ylpicrylhydrazyl free radical이 항산화능을 지닌 천연물질로부터 전

자를 받아 환원되면서 탈색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이다(Blois, 1958). 노니주스 추출물의 추출용매별 DPPH

radical 소거능은 Table 3과 같다. 노니주스 50% EtOH 추출물이

72.27%, 100% EtOH 추출물이 70.64%, 0% EtOH 추출물이

67.32%로 50% EtOH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좋았다(p<0.05). Kim

(2017)은 착즙방법에 따른 주스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

과, 50% 농도에서 당근 3.09-11.93%, 사과 20.27-41.08%, 블루베

리 48.10-78.52%의 활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노

니주스 추출물은 당근과 사과주스 보다는 활성이 높고, 블루베리

주스와는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출용

매에 따른 비단풀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Kwon

등, 2016)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활성이 높다고 보

고하였고, 에탄올 농도에 따른 머루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능 측정 결과(Jeong 등, 2007), 50% EtOH 추출물이 0%와 100%

EtOH 추출물 보다 활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노니주스 추출물의 추출용매별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는 앞선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

정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높으면 DPPH radical 소거능의 활성도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구기

자 추출물의 항산화 연구(Shon 등, 2008)에서도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 간에 상관관계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종류에 따른 차이

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폴리페놀 화합물 중 특성 성분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니주스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은 ABTS가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하

여 생성된 radical이 항산화성 물질로 인해 제거되는 과정에서 탈

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이다(Re 등, 1999).

노니주스 추출물의 추출용매별 ABTS+ radical 소거능은 Table 3

과 같다. 노니주스 50% EtOH와 100% EtOH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각각 39.73%, 42.20%로 0% EtOH 추출물의

33.76%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경향은 Kwon 등

(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비단풀 에탄올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이 물 추출물 보다 약 16% 높은 활성을 나

타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14)은 자색 콜라비 착즙액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결과 100% 농도에서 38%의 radical 소

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한 노니주스 50%

EtOH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과 유사한 활성을 보여주었

다. 앞선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에서 50-100% EtOH 추

출물이 0% EtOH 추출물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러

한 경향은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Kim 등(2014)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노니주스 추출

용매의 EtOH 함량이 증가할수록 ABTS+ radical 소거능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

과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는 노니주스에 함유된 총 플라보노이

드 성분이 ABTS+ radical 소거에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Song과 Choi, 2017).

노니주스 추출물의 환원력

환원성 물질은 유리라디칼에 수소원자를 제공하거나 산소원자

를 공여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내에서 과산화물이나

과산화물 전구체와 직접 반응하여 과산화물 형성을 억제시켜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낸다(Majid 등 2009). 노니주스 추출물의 추출

용매별 환원력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니주스 0-50%

EtOH 추출물의 환원력은 2.21-2.41로 시료 간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콜라비 착즙액의 항산화 활성 연구(Kim 등 2014)에서 녹

색 콜라비와 자색 콜라비의 환원력은 100% 농도에서 약 0.33과

0.18로 보고되었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에서 자색 콜

라비와 노니주스 50% EtOH 추출물의 활성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환원력의 경우 노니주스 50% EtOH 추출물이 자색 콜

라비의 활성에 비해 약 1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Lee 등

(2019)은 국내 시판 오렌지주스 3종 및 자몽주스 3종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주스 6종의 원액에서 0.70-1.11의 환원력 범

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는데, 50% 농도에서 노니주스 0% EtOH

추출물의 환원력은 2.25로 이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노니 곤약젤리의 pH

노니 곤약젤리의 pH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니 곤약젤

리의 pH는 노니주스 0% 첨가군이 4.46으로 가장 높았고 노니주

스 25-100% 첨가군이 4.15-4.34의 범위를 나타내어 노니주스를

첨가할수록 노니 곤약젤리의 pH가 감소하였다(p<0.05). Kim 등

(2017)의 연구에서 산지별 노니열매 착즙액 6종의 pH는 3.63-3.83

으로 보고하였고, Jeon과 Lee(2019)는 청포도즙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곤약젤리의 pH가 감소하며 이는 청포도에 존재하는 유기산

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니주스 첨가량에 따른 노

니젤리의 pH 감소는 노니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유기산

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Hwang 등 2019; West 등 2011). Lee

등(2020)의 연구에서 노니분말 첨가 분쇄돈육은 시료 첨가량에

따라 pH가 감소하였고, Kim과 Lee의 연구(2015)에서도 노니분말

첨가 쿠키 반죽의 pH가 시료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청포도즙 첨가 곤약젤리 연구

(Jeon과 Lee, 2019)에서 대조군의 pH가 5.27, 시료 첨가군의 pH

Table 3. DPPH,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of noni juices extracts by various ethanol ratios

Parameter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Reducing power 

(OD)

0% EtOH 0067.32±0.391)b2) 33.76±1.89b NS3)2.25±0.01NS3)

50% EtOH 72.27±0.69a 39.73±1.05a 2.21±0.09

100% EtOH 070.64±3.14ab 42.20±1.62a 2.41±0.24

1)All values are mean±SD (n=3). 
2)Different superscriptsa-b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450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53권 제 4호 (2021)

가 3.25-3.42의 범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곤약 젤

리 pH 보다 낮게 나타났다. 생강 젤리 연구(Nam 등, 2020)에서

는 제조된 젤리의 pH가 4.52-4.92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젤리의 pH 3.2-6.7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제

조된 젤리의 pH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연구에서 제

조된 젤리의 pH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젤리 제조 시 첨가된

부재료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Nam 등, 2020).

노니 곤약젤리의 당도

노니 곤약젤리의 당도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니 곤약

젤리의 당도는 노니주스 0-100% 첨가량에 따라 1.80oBrix에서

2.20oBrix로 증가하였다(p<0.05). 청포도즙 첨가 곤약젤리 연구(Jeon

과 Lee, 2019)에서 청포도에 존재하는 당의 영향으로 시료 첨가

량에 따라 젤리의 당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Kim(2011)은 노니 원액의 당도가

8.87oBrix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노니주스 첨가량에

따라 젤리의 당도가 증가한 것은 물을 대체하여 첨가한 노니의

당도가 물의 당도 보다 높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흑미미강

곤약젤리(Kang와 Yoon, 2020)는 당도가 2.40-2.95oBrix로 보고되

었고, 자색 고구마 농축액 젤리(Choi와 Lee, 2013)는 당도가 1.84-

2.08oBrix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노니 곤약젤리의 당도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젤리 간의 당도 차이는 젤화제의 종류와 함량, 첨

가하는 당의 종류와 함량, 제조방법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고되

었다(Nam 등, 2020).

노니 곤약젤리의 수분함량

노니 곤약젤리의 수분함량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니

곤약젤리의 수분함량은 74.23-77.7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노니

주스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젤리의 수분함량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p<0.05). 노니 곤약젤리 제조 시 물을 대체하여 노니

주스를 첨가하였는데 노니주스가 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낮아 젤

리의 수분함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Moon 등(2012)의 오디 착즙액 첨가 젤리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Choi와 Lee(2013)의 자색 고구마 농축액 첨가 젤리 연

구에서 젤리의 수분함량은 82.03-83.82%로 본 연구의 곤약젤리에

비해 다소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흑미미강 곤약젤리

연구(Kang과 Yoon, 2020)에서 곤약젤리의 수분함량이 23.21-

24.72%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젤리에 첨가한 시료와 부재료의 종류 및 함량, 젤리의 제

조방법 등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Choi와 Lee, 2013).

노니 곤약젤리의 조직감

노니 곤약젤리의 조직감 측정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노니 곤

약젤리의 경도(hardness)와 검성(gumminess)은 노니주스 100% 첨

가군에서 각각 4.00 kg/cm2, 592.98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니주스 첨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젤리에 첨가하는 노니주스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젤리의 수분

함량(Table 4)이 낮아져 젤리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포도즙 곤약젤리(Jeon과 Lee, 2019)와 자색 고구마

농축액 젤리(Choi와 Lee, 2013)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노니 곤약젤리의 탄력성(springiness)과 응집성(cohesiveness)

은 노니주스가 첨가됨에 따라 감소하였고(p<0.05), 씹힘성(chewi-

ness)은 노니주스 0%와 100% 첨가군에서 각각 117.40 g, 121.00 g

로 높았다(p<0.05). 노니주스 0% 첨가군과 노니주스 100% 첨가

군의 조직감을 비교해보면 노니주스 100% 첨가군의 경도, 검성,

씹힘성이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탄력성과 응집성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니주스의 첨가는 곤약젤리를 단단하게 하여

젤리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ark과

Joo(2006)는 노니주스의 첨가가 젤리의 경도, 응집성, 탄력성, 검

성의 물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Table 4. pH, sugar and moisture contents of Konjac jelly added with noni juices

Parameters
Noni juice levels (%)

0 25 50 75 100

pH 004.46±0.011)a2) 04.34±0.02b 04.27±0.03c 04.19±0.02d 04.15±0.02e

Sugar content (oBrix) 1.80±0.00e 01.90±0.00d 02.00±0.00c 02.10±0.00b 02.20±0.00a

Moisture content (%) 77.79±1.45a0 77.68±0.94a 75.96±0.68b 74.93±0.29bc 74.23±0.67c

1)All values are mean±SD (n=5). 
2)Different superscriptsa-e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Texture analysis of Konjac jelly added with noni juices

Parameters
Noni juice levels (%)

0 25 50 75 100

Hardness (kg/cm²) 002.47±0.151)b2) 2.66±0.46b 2.83±0.11b 3.82±0.60a 4.00±0.50a

Springiness (%) 0.25±0.00a 0.23±0.02b 00.22±0.00bc 0.21±0.02c 0.20±0.01c

Cohesiveness (%) 0.19±0.00a 0.17±0.01b 0.17±0.01b 0.15±0.02c 0.15±0.01c

Gumminess (g) 462.38±19.83c0 450.40±35.44c0 480.29±23.75c0 548.24±35.41b0 592.98±36.98a0

Chewiness (g) 117.40±4.62a00 102.81±7.28c00 106.30±6.85bc00 113.67±6.64ab00 121.00±5.15a00

1)All values are mean±SD (n=10). 
2)Different superscriptsa-c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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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곤약젤리의 색도

노니 곤약젤리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L값은 노니

주스 0% 첨가군에서 3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노니주스 100% 첨가군에서 11.06을 나타냈

다(p<0.05). 노니 곤약젤리의 a값은 대조군의 4.42에 비해 시료

첨가군이 6.88-9.25로 높게 나타났으며, b값은 노니주스 25% 첨

가군이 19.62로 0% 첨가군의 17.7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나

타냈지만 50, 70, 100% 첨가군에서는 시료 첨가량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노니분말 첨가 쿠키(Kim과 Lee,

2015), 노니분말 첨가 머핀(Kim과 Kim, 2019)에서도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Kim 등(2017)의 보고에 따르면 노니의

열매는 일반적으로 황백색을 띠지만 수확 후 짙은 황갈색으로 갈

변하여 착즙액의 색도 이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산지별 노

니열매 착즙액 6종의 색도는 L값 33.41-49.12, a값 3.44-7.98, b값

2.42-22.20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노니주스의 어

두운 갈색이 곤약젤리의 색에 영향을 주어 시료 첨가량에 따라

짙은 갈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니 곤약젤리의 관능검사

노니 곤약젤리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노니 곤약

젤리의 관능검사 결과 색(color)과 향(flavor)을 제외한 나머지 평

가항목에서는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색의 기호도

측정 결과에서 노니주스 0% 첨가군과 25% 첨가군은 각각 5.52

점, 5.36점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p<0.05). 앞선

노니 곤약젤리 색도측정 결과(Table 6)에서 노니주스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L값이 감소하여 노니 곤약젤리의 색이 어두워졌고, 젤

리의 짙은 갈색은 소비자의 색 기호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 향의 기호도 측정 결과는 0-50% 첨가군이 4.16-4.56점으

로 보통 정도의 기호도를 나타낸 반면 75%와 100% 첨가군은 4

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노니가 가진 독특한 향으로 인해 젤리향

의 기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노니 곤약젤

리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4.52-5.00점, 외관은 4.44-5.36점, 맛은

4.36-4.96점, 조직감은 5.12-5.76점의 범위를 나타내어 모두 보통

(4.00점) 이상의 기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지만 25% 첨가군이 다른 시료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

를 받았다. 노니분말 첨가 쿠키 연구(Kim과 Lee, 2015)와 노니분

말 첨가 머핀 연구(Kim과 Kim, 2019)에서 과량 첨가된 노니는

제품의 기호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쿠키 제조 시 노니분말의

첨가량은 6%, 머핀 제조 시 노니분말의 첨가량은 10%가 적당하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니 곤약젤리 제조 시 다른 시료에 비

해 5.00점 이상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고 색과 향의 기호도가

높았던 노니주스 25%의 첨가량이 곤약젤리 제조에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 농도에 따른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페

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및 환원력을 측정하여 노니주스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니주스를 물에 대하여 각각 0, 25, 50,

75, 100%로 대체한 곤약젤리를 제조하여 품질특성 및 관능평가

를 실시하였다. 노니주스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0% EtOH 추

출물이 6.76 mg GAE/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 플라보

노이드는 100% EtOH 추출물이 2.40 mg NE/100 g으로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50% EtOH 추출물

이 72.27%로 가장 높았고, ABTS+ radical 소거능은 100% EtOH

추출물이 42.20%로 높게 나타났다. 환원력은 추출용매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노니 곤약젤리의 pH와 수분함량은 시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당도는 시료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 측정 결과,

Table 6. Color value of Konjac jelly added with noni juices

Parameters
Noni juice levels (%)

0 25 50 75 100

Hunter L 031.37±1.061)a2) 22.87±1.15b 16.39±0.63c 12.83±0.73d 11.06±0.71e

Hunter a 4.42±0.15e 08.27±0.23c 09.25±0.38a 08.62±0.60b 06.88±0.74d

Hunter b 17.78±0.45b0 19.62±1.13a 14.82±1.12c 10.95±1.07d 08.01±1.19e

1)All values are mean±SD (n=10). 
2)Different superscriptsa-e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Konjac jelly added with noni juices

Parameters
Noni juice levels (%)

0 25 50 75 100

Overall preference 4.96±1.371)NS2) 5.00±1.08 4.68±1.28 4.84±1.14 4.52±1.26

Appearance 5.12±1.48NS 5.36±1.04 4.88±1.24 4.84±1.25 4.44±1.58

Color 5.52±1.36a3) 5.36±1.15a 5.08±1.12ab 4.52±1.26bc 4.08±1.63c

Flavor 4.56±1.04a 4.52±0.87a 4.16±1.21a 3.88±1.24ab 3.24±1.36b

Taste 4.64±1.63NS 4.96±1.43 4.52±1.29 4.60±1.26 4.36±1.55

Texture 5.76±1.05NS 5.32±1.18 5.40±1.35 5.28±1.34 5.12±1.27

1)All values are mean±SD (n=25). 
2)Different superscriptsa-c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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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주스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곤약젤리의 경도와 검성은 증

가하였고, 탄력성과 응집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니 곤

약젤리의 색도 측정결과에서 시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b

값은 감소하고, a값은 시료 50% 첨가량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검사 결과에서 색(color)과 향

(flavor)의 기호도는 0%와 25% 첨가군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

머지 평가항목에서는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노니

곤약젤리 제조 시 노니주스 25%의 첨가량이 곤약젤리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색과 향의 기호도도 높아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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