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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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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Jelly Containing
Aronia (Aronia melanocarpa)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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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jelly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aronia juice. Aronia juice was incorporated into jelly at concentrations of 3, 6, and 9%,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While the total water content of the jelly in different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sugar conten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levels of aronia juice. In the chromaticity measurements, L* and
b* values decreased, whereas the a*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levels of aronia juice in the jelly. Further, the
hardness and chewiness of jel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aronia juice. On the other hand, resilience,
cohesiveness, and gumminess of the jelly were nearly similar for the control and samples treated with aronia juice. The
total polyphenols, flavonoids, and anthocyanin contents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increasing levels of aronia juice. In
addition, the antioxidant activity measured in terms of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jelly extra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samples containing aronia juice compared to the control and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aronia juice.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sample containing 6% aronia juice was perceived
to have the best color, taste, texture, chewiness,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ronia juice may
be a useful ingredient in jelly for improving its quality as well as sensory and antioxidant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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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블랙 쵸크베리(black chokeberry)라고도 불리는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 폴란드와 유럽 등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6~7년 전부터 아로니아 씨앗을 들여와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재배 및 생산량

이 증가하고 있다(1). 아로니아에서 짙은 보랏빛을 나타내는 주

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이아니딘(cyanidins)과 펠라고니딘(pelar-

gonidins) 등이며 건물 중량 당 약 1%의 안토사이아닌 색소를 함

유하고 있어 다른 베리류에 비해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높다

(2). 또한 비타민 C,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함유하

고 있어 산화방지 및 항염증 효능, 암예방, 면역증진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보고되고 있다(3,4). 국내에서 재배되는 아로니

아는 8월 말부터 9월초에 걸쳐 수확하고 있는데 저장성 등의 문

제로 생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 다

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아로니아는 독특한 신맛과 떫은맛이 강해 생과로 이용하기

보다는 가공 원료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폴란드, 일본 등

지에서는 주스, 추출물, 농축물, 잼, 와인, 화장품 소재, 천연 식

품색소 등으로 일부 제품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다(4).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로니아 즙, 막걸리, 잼, 설기떡과 같은 1

차적인 가공품이 일부 출시되고 있으나(5-7) 아로니아의 활용도

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

젤리는 과즙에 당과 젤화제를 혼합하여 성형 응고시킨 반고체상

기호식품으로 펙틴, 우무, 젤라틴 등 다양한 겔화제에 따라 만들어

지고 있으며 부드럽고 씹거나 삼키기에 용이하므로 유아나 노인용

식품으로 적합하다(8). 최근에는 전통적인 젤리 원료에 복분자, 버

찌, 참다래, 단호박, 감귤, 크랜베리 등과 같이 기능성 성분이 풍부

한 원료를 과즙 혹은 분말의 형태로 첨가하여 젤리를 제조하고 이

들의 품질 특성 및 기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9-14).

아로니아는 특유의 진한 자줏빛 색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젤리

에 활용하면 고유의 자줏빛 색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아로니아에 함유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로 인하여 건강에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배 면적인 늘어가고 있는 아로니아의 활

용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한 젤리를 제조

하였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에 따라 젤리의 이화학적 품질특성과

생리활성물질 함량 및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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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전북 고창의 아로니아 농장에서 재배한 아로니아를 2014년 8

월말에 구입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아로니아를 수돗물로 세

척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food processor (Phillips Electronics,

Seoul, Korea)에 넣고 곱게 마쇄한 후 3겹의 거즈를 이용하여 착

즙하여 얻은 아로니아 과즙 원액을 젤리 제조에 사용하였다. 젤

라틴(Daedoo Co., Gunsan, Korea)과 백설탕(CJ Cheiljedang,

Incheon, Korea)은 시판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갈산(gallic acid), 카테

킨(catechin), 1,1-다이페닐-2피크릴하이드라질(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나이트로블루테트라졸륨염산(nitro blue tetrazo-

lium chloride, NBT), 니코틴아마이드아데닌다이뉴클레오타이드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인산수소소듐(sodium

phosphate monobasic), 데옥시-디-리보스(deoxy-d-ribose) 및 트리스

-염산(Tris-HCl), 파라메틸스타이렌(para-methyl styrene)은 Sigma-

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는 Fluke (Heidelberg,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시약들은 Sigma-Ardrich Chemical Co.와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아로니아 젤리의 제조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한 젤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여러 차

례의 예비실험을 거쳐 Table 1과 같은 배합비율로 제조하였다. 아

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젤리를 대조군으로 하였고,

첨가하는 물에 대한 중량을 기준으로 아로니아 과즙을 3, 6, 9%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를 실험군으로 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아로

니아 과즙을 첨가한 양만큼의 물의 양을 제하여 제조하였다. 스

테인리스강 냄비에 200 g의 물과 15 g의 젤라틴을 잘 풀어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면서 혼합하고 80oC까지 가열하면서 젤라틴을 서

서히 용해시켰다. 젤라틴이 완전히 용해되면 별도의 물에 혼합한

설탕과 아로니아 과즙을 넣고 100oC가 될 때까지 끓인 후 3분간

더 교반하였다. 제조된 젤리는 직사각형 틀(20×15×7 cm)에 넣고

실온에서 약 1시간 정도 식힌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뚜껑

을 닫아 냉장고에서 12시간 동안 응고시켜 품질 및 관능평가 시

료로 사용하였다.

수분 함량 및 당도 측정

젤리의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정량하였다

(15). 당도는 3 g의 젤리에 5배의 증류수를 넣고 희석하여 균질화

하고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의 당도를

당도계(PR-201a Brix 0-32%, Atago Co., Tokyo, Japan)로 측정하

였다.

색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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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젤리의 색도를 측정하고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

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용

한 표준백색판의 L*, a*, b* 값은 각각 97.10, +0.24, +1.75이었다.

기계적 물성 측정

젤리의 기계적인 물성은 텍스처분석기(texture analyzer, CT3

10K, Brookfield., Middleboro, MA USA)를 사용하여 2회 압착시

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시료를 25×25×25 mm 크기로 잘라 플레

이트(plate) 중앙에 놓고 텍스처프로필분석(texture profile analysis,

TPA) 방법으로 경도(hardness), 씹힘성(chewiness), 부착성(adhesive-

ness), 탄성(resilience),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을 각

각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물성은 TA25/1000의 probe를 이용하여

trigger load, 0.50 mm/sec test speed, 60% target value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젤리 3 g을 잘게 분쇄한 후 에탄올 27 mL을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음파처리(sonication) 하면서 젤리에 함유된 물질을 추

출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Mega 17R, Hanil, Seoul,

Korea) 하여 얻은 상층액을 젤리 추출액으로 하였다. 젤리 추출

액(0.5 mL)과 동량의 폴린(Folin) 시약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

동안 반응시킨 후 2% 탄산소듐(Na3CO3) 1.5 mL을 첨가하여 어

두운 곳에서 또다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된 시료

는 760 nm에서 마이크로플레이트판독기(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시료 g당 갈산 당량(gallic

acid equivalent, GAE)으로 표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젤리 추출액 1 mL에 메탄올에 용해시킨 2% 염화알루미늄

(aluminium chloride) 용액 1 m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4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함유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퀘세틴(quercetin)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

산하고 시료 g당 퀘세틴 당량(quercetin equivalent, QE)으로 표시

하였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 분석

잘게 분쇄한 젤리 3 g에 안토시아닌 색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0.1% 폼산(formic acid)을 첨가한 메탄올(methanol) 50 mL을

넣어 20분간 sonication을 하여 안토시아닌 색소가 포함된 상층액

을 모았다. 동일한 시료를 메탄올로 2회 더 추출하여 얻은 상층

액을 회전증발기(rotary evaporator, EYELA N-1200A, EYEL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0oC에서 농축하였다. 농축액은 안

토시아닌 분석에 적절한 농도가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안토시아닌 추출액 100 µL에 pH 1 완충용액 1,900 µL와

pH 4.5 완충용액 1,900 µL를 각각 첨가하여 혼합한 후, 520 nm와

700 nm에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래 식에 따라 총 안토

시아닌 함량을 계산하였다.

Table 1. Formular for jelly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Ingredients
Aronia juice (%)

Control 3 6 9

Gelatin(g) 15 15 15 15

Water (g) 400 388 376 364

Aronia Juice (g) 0 12 24 36

Sugar (g) 50 50 50 50



740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7권 제 6호 (2015)

총 안토시아닌 함량(mg/100 g)=(A×449.2×DF×12×500)÷(26,9001)

A: (O.D. 520 nm-O.D. 700 nm) of pH 1.0-(O.D. 520 nm-

O.D. 700 nm) of pH 4.5

449.2: cyanidin-3-glucoside의 1 mol 당 분자량(g)

O.D.: optical density

DF: 희석배수=20

12: 총 부피

500: 시료 100 g 당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12 mL 추출액의 시

료 무게인 0.2 g으로 나눈 값

26,900: 사이아니딘-3-글루코사이드(cyanidin-3-glucoside)의 몰 흡

수율(molar absorptivity)

산화방지활성 측정

1) DPPH 라디칼 소거능

아로니아 과즙 첨가 젤리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능으로 측정하였다. 젤리 추출액 80 µL와 0.2 mM DPPH 용액 80

µL를 혼합하여 96-well plate에 첨가한 후 37oC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된 혼합물의 흡광도를 515 nm에서 측정

하고 아래 식에 따라 각 시료 농도별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계

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100

2) ABTS 라디칼 소거능

젤리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젤리 추출액

80 µL와 0.2 mM ABTS 용액 80 µL를 혼합하여 96-well plate에

첨가한 후 37oC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된 혼

합물의 흡광도를 732 nm에서 측정하고 아래 식에 따라 각 시료

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100

소비자 기호도 평가

아로니아 과즙 첨가수준을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관능적 특

성을 20-55세의 일반인 남녀 패널 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패널들에게 평가 목적, 평가방법, 척도 기록방법 등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한 후, 동일한 크기로 자른 시료(2×4×4 cm)를 무작위로

조합된 세자리 난수표로 구분하여 일회용 화이트 접시에 담아 제

시하였다.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씹힘성

(chewiness), 전반적인 선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해 9점 기호척

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하도

록 하였다. 평가를 하는 동안 미각의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입가

심 물을 시료와 함께 제공하여 시료 사이에 충분히 입안을 헹구

도록 하였고 한 개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에는 1분 정도

쉰 후, 다음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측정값은 3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mean)±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17.0)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ANOVA

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 함량 및 당도 측정

아로니아 과즙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젤리의

수분함량은 81.1% 였고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

는 81.5-81.9%의 수분함량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

는 결과는 아니었다. 자색고구마 농축액(16)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수분함량은 82.0-83.8%, 참다래 과즙(13)을 첨가하여 제조

한 젤리의 수분함량은 73.2-75.1%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치

를 나타냈으며 자색고구마 농축액이나 참다래 과즙 첨가량에 따

른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수분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호박 분말(12)을 첨가하여 제

조한 젤리의 경우, 단호박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수

분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젤리의

고형물 함량이 많아져서 수분결합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로니아 과즙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당도 측정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당

도는 25.1브릭스(oBx)을 나타냈고, 아로니아 과즙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당도는 증가하였다. 아로니아 즙의 자체의 당도는 16.2

브릭스였으며,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3, 6, 9%로 증가함에 따

라 젤리의 당도는 각각 25.4, 26.2 및 27.4 브릭스까지 증가하였

다. 젤리 제조 시 첨가한 설탕에 의해 아로니아 과즙 자체의 당

도보다 증가하였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많은 젤리의 당도가

높은 것은 젤리 제조시 아로니아 과즙을 물대신 첨가하였기 때

문에 당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로니아는 포도당(glucose),

과당(fructose), 솔비톨(sorbitol) 등의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7). 참다래 과즙(13), 오디 과즙(18) 등을 첨가

하여 제조한 젤리의 경우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대조군에 비

해 이들 과즙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젤리의 당도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색도 측정

아로니아 과즙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색도 측정 결

Table 2. Moisture and sugar contents of jelly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Measurements
Aronia juice (%)

Control 3 6 9

Moisture (%) 81.1±1.2a 81.8±1.1a 81.9±1.3a 81.5±1.0a

Sugar (oBrix) 25.1±0.4a 25.4±0.5a 026.2±0.3ab 27.4±0.6b

a-b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Hunter's color values of jelly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Aronia juice (%) L a b

Control 29.26±0.22c 0.67±0.04a -6.28±0.47c

3% 28.65±0.43b 1.80±0.05b -3.54±0.03a

6% 28.15±0.54b 1.82±0.13b -3.14±0.04b

9% 25.59±0.52a 2.42±0.03c -3.64±0.04a

a-c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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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L*)는 아로니아를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구가 29.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로니아 과즙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로

니아 과즙 함량이 6%와 9%인 젤리에서는 각각 28.15와 25.59로

나타났다. 아로니아 과즙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

는 것은 아로니아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된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

하지 않은 젤리에서는 0.67을 나타냈고, 아로니아 즙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냈다. 아로니아 즙 함량이 3%에서

9%로 증가함에 따라 a*값도 1.80에서 2.42로 증가하였다.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에서는 6.28로 가장 높았고,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

호박, 비트, 복분자 등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L*값이 감

소하고 a*값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2,19,20). 안

토시아닌 색소는 산, 알칼리, 다양한 가공조건 등에서 쉽게 분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첨가하는 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안

토시아닌 색소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6,21).

기계적 텍스처

아로니아 과즙으로 제조한 젤리의 물성 측정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

의 경도와 씹힘성이 높게 나타났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에 비례

하여 경도와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의

경도는 25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3%

에서 9%로 증가함에 따라 265.3에서 312.4까지 단계적으로 높아

졌다. 씹힘성의 경우 대조군은 31.0이었으나 아로니아 과즙 첨가

량이 3%에서 9%로 증가함에 따라 32.3에서 44.7까지 증가하였

다. 아로니아에는 말산(malic acid), 시트르산(citric acid), 석신산

(succinic acid)와 같은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으며(17), 이들 유기

산으로 인해 젤리의 pH가 감소하고 총산은 증가하여 펙틴 겔 조

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로니아에 함유된 glucose,

fructose와 같은 당류는 가열에 의해 겔화되어 경도와 응집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백년초 발효액, 단

호박 분말, 버찌분말 및 오디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경도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10,12,22,23). 부착성은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아 과즙을 6%와 9%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에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p<0.05)은 관찰되지 않았다. 아

로니아 과즙 첨가여부 및 첨가량에 상관없이 젤리의 탄성, 응집

성과 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폴리페놀, 플라보노

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젤리의 총

폴리페놀 함량(mg gallic acid/g 기준)은 대조구의 경우 0.2 mg으

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아로니아 과즙의 첨가량에 비례

하여 증가하였다. 즉, 젤리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 6 및 9%에

서 각각 13.4, 27.2 및 35.6 mg으로 이는 대조구에 비해 훨씬 높

은 값을 보였으며 각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는 것은

젤리 제조 시 첨가한 아로니아 과즙의 함량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젤리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기준으로 중

량 1 g당 대조군이 0.2 mg이었으나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

조한 젤리에서는 0.7-13.6 mg으로 증가하였다. 젤리의 총 안토시

아닌 함량도 cyanidin-3-glucoside 기준으로 중량 100 g당 아로니

아 과즙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0.5-4.1 mg까지 증가하였다.

신선한 아로니아 100 g당 690-1,080 mg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

유하고 있으며 특히,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바닐산(vanillic

acid), 루틴수화물(rutin hydrate)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 및 사이

아니딘-3-O-갈락토사이드(cyanidin-3-O-galactoside), 사이아니딘-3-

O-글루코사이드(cyanidin-3-O-glucoside), 사이아니딘-3-O-아라비노

사이드(cyanidin-3-O-arabinoside), 사이아니딘-3-O-자일로스(cyanidin-

3-O-xylose) 등과 같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4,25). 따라서 젤리 제조 시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아로니아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함량도 증가한 것으로 사

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한 참다래, 오디 과

즙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젤리의 총 페놀함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3,18).

항산화활성 측정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DPPH 및 ABTS 라

디칼 소거능은 Fig. 1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radical) 소거

활성은 대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로니아 과즙 첨

Table 4. Textural properties of jelly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Measurement
Aronia juice (%)

Control 3 6 9

Hardness (g) 257.0±11.6a 265.3±7.6ab 288.0±14.7b 312.4±12.7c

Chewiness (mJ) 31.0±0.4a 32.3±1.3a 38.9±1.7b 44.7±1.1c

Adhesivenss (mJ) 00.7±0.1a 00.8±0.1a 00.9±0.5a 01.0±0.1a

Resilience 00.6±0.0a 00.6±0.0a 00.6±0.0a 00.6±0.0a

Cohesiveness 00.8±0.0a 00.8±0.0a 00.8±0.0a 00.8±0.0a

Gumminess (g) 217.7±4.7a0 220.7±4.7a0 213.7±8.0a0 217.3±9.8a0

a-c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Total polyphenol, flavonoid and anthocyanin contents of

jelly extract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Aronia juice 
(%)

Total polyphenol 
(mg GAE1)/g) 

Total flavonoid
(mg QE2)/g)

Total anthocyanin
(mg C3G3)/100 g)

Control 00.2±0.0a 00.2±0.0a 0.0±0.0a

3% 13.4±0.5b 00.7±0.1a 0.5±0.1a

6% 27.2±0.9c 11.8±0.5b 1.6±0.1c

9% 35.6±0.2d 13.6±1.8b 4.1±0.1d

a-d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GAE=gallic acid equivalent
2)QE=quercetin equivalent
3)C3G=cyanidin-3-glucosid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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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로니아 과즙을 3%

첨가하는 젤리에서는 32.2%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9%인 젤리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이 약 2배 가량 증가한 72.5%를 나타냈다. ABTS radical 소거활

성도 DPPH radical 소거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대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로니

아 과즙 함량이 3%에서 6%까지 증가함에 따라 26.3% 및 51.4%

까지 증가하였고, 아로나아즙 함량이 9%인 젤리에서는 68%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아로니아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함유되고 있고, 이들 물질들은 아로니아

의 강력한 항산화작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6). 본

연구를 통하여 젤리 제조 시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에 비례하여

항산화 활성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

가로 인하여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

조한 젤리들이 선보이고 있다. Oh 등(13)은 참다래 과즙을 25%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는 대조군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이 약 2배 가량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Kim 등(10)은 버찌 분말을

1-10%까지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에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7.82-91.38%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젤리를 제조하고 색, 향, 맛, 질감,

씹힘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에 대한 선호도는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

하여 제조한 젤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6%인 젤리에서는 7.09로 가장 높은 색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

다.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3%와 9%인 젤리에서는 9점 만족도를

기준으로 각각 5.77 및 5.87로 대조군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였으

나 6% 첨가군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보였다. 아로니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는 젤리의 색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선호도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향은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맛의 경우는 아

로니아 과즙 함량이 6%와 9% 첨가된 젤리가 대조군에 비해 높

은 값을 보였고 6%와 9% 첨가군끼리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질감의 경우는 대

조군에 비해 아로니아 과즙 첨가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9%인 젤리에서 5.83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씹힘성도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고,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9%인 젤리에서 씹힘성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

반적인 만족도는 대조군과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3%인 젤리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아로니

아 과즙 함량이 6%와 9%인 젤리에서는 대조군이나 3% 첨가군

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6%인 젤리의 색, 향, 맛, 질감, 씹힘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로니아 특유의 떫은맛으

로 인해 전반적인 맛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젤리 제조에 사용한 다래 농축

액이 2% 이상이거나 홍삼농축액이 1.5% 이상일 경우 다래와 홍

삼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 관능적인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28).

요 약

아로니아 과즙의 첨가량을 0, 3, 6, 9%로 달리하여 젤리를 제

조하고 품질특성과 소비자 기호도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을 0-9%까지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수분

함량은 81.1-81.9%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당도의 경우는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

였고 이는 젤리 제조시 물 대신 첨가한 아로니아 과즙에 함유된

당류에 의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젤리의 명도(L*)는 아로니

아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28.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로니아 과즙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색도(a*)

는 증가한 반면에 황색도(b*)는 감소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아로

니아 과즙 함량에 비례하여 경도와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Fig. 1.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jelly

extract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Consumer preference of jelly incorpor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aronia juice

Sensory properties
Aronia juice (%)

Control 3 6 9

Color 4.11±1.59a 5.77±2.27b 7.09±1.53c 5.87±1.57b

Flavor 4.55±1.18a 4.87±1.35a 5.06±1.33a 4.85±1.27a

Taste 3.62±1.82a 4.02±1.72b 5.23±1.08c 4.82±1.78b

Texture 4.92±1.64a b5.23±1.78ab 5.70±1.52b 5.83±1.45b

Chewiness 4.83±1.81a b5.43±2.04ab 5.66±1.74b 5.70±1.69b

Overall acceptance 4.21±2.06a 4.87±2.15a 6.51±2.13c 5.43±2.02b

a-c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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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성은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

아 과즙을 6%와 9%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에 다소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아로니아 과즙 첨가여

부 및 첨가량에 상관없이 젤리의 탄성, 응집성과 검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로니아 과즙 첨가

량에 비례하여 젤리에 함유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

아닌 함량도 증가하였다.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

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

지 않았으나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소비자 기호도 평가에서는 아로니아 과즙 6%를 첨가

하여 제조한 젤리의 색, 향미, 맛, 질감, 씹힘성, 전반적인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기호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아로니아 젤리 제조시 아로니아 과즙의

함량은 6%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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