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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산 농축액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품질 특성  항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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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tioxidant activiti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gelatin jelly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0, 25, 50, and 75%)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C) were investigated. As the concentration of SC in-
creased, the pH level of SC-added jelly decreased while acidity increased. Hunter a (redness) value of jelly increased 
as the amount of SC increased, whereas L (lightness) and b (yellowness) values decreased. Texture properties for 
springiness and resilience were higher in the SC-added groups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Moreover, antioxidant 
activities such as DPPH radical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according to increase of SC amount. 
Total phenol content was the highest in 75% SC-added jelly. Regarding overall preference of sensory properties, 50% 
SC-added jelly showed the highest scores among all treatments. From these results, the optimal amount of SC was 
50% for preparation of high quality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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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맥산(生脈散, saengmaegsan)은 인삼(Panax ginseng 

C.A. Meyer),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를 이용하

여 만든 전통 한방음료로 신기가 부족하고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며, 열이나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입이 마르며 

온몸이 노곤하고 맥이 약한 데 쓴다(1). 생맥산의 처방 중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에서

는 예로부터 한방 약재로 널리 섭취되어 왔다. 인삼의 주요 

약효 성분으로 배당체 성분인 30여종 이상의 ginsenosides

와 비사포닌계 생리활성 물질로 polyacetylens, phenolic 

compounds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기능으로는 당뇨, 

동맥경화성 질환, 고혈압증과 심부전, 악성종양(암), 성기능 

장해, 항스트레스, 항피로 등에서의 임상효능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다(2).

맥문동은 백합과의 다년생 상록 초본식물로 동아시아 등

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남부지

역에 분포한다(3). 맥문동은 짧고 굵은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 나와서 포기를 형성하고, 흔히 뿌리 끝이 커져서 땅콩

같이 되는 부위인 괴경을 주로 한약재로 이용하여 왔다(4). 

맥문동의 주된 성분은 steriod계의 saponin, homo-iso-

flavonoid류 및 sitosterol류 등이며 혈당 강하, 당뇨 예방 

및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하여 한방에서 주로 생맥산, 온경

탕, 감초탕 등 여러 보음약으로 사용되어왔다(4,5). 오미자

는 목련과에 속한 Schizandra chinensis Baillon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을 가

지며, 오래전부터 폐의 기운을 돋우고 신장 및 생식 관련 

기운을 윤택하게 하며, 몸의 진액과 헛 땀을 막고 갈증을 

없애는 한약재로 알려져 왔다(6). 생맥산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로는 아토피 피부염(7), 혈중 지질 및 유리지방산에 미

치는 영향(8), 운동피로 회복 효과(9),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10), 당뇨 rat의 혈당과 혈청 성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

(11) 등이 있다.

겔(gel) 상 식품인 젤리의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당류와 겔

화제를 혼합하고 농축･성형하여 굳힌 후 건조하여 제조한다

(12). 젤리는 사용하는 겔화제에 의하여 물성이 좌우되는데 

펙틴, 한천 젤리는 씹힘성은 있으나 잘 끊어지며, 젤라틴 젤

리는 씹힘성과 질김은 있으나 입안에서의 부드러움은 떨어

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젤리에 관한 연구는 오디 분말

을 이용한 젤리(14), 동충하초 분말을 첨가한 젤리(12), 감

귤 농축액으로 제조한 젤리(15),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394 김현정 ․홍슬기 ․민아영 ․신숙경 ․심은경 ․윤준화 ․김미리

Table 1. Recipe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aeng-
maegsan concentrate                             (unit: g)

Ingredients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Japanese apricot 
concentrated solution

Fructo oligosaccharide
Vitamin C
Citric acid
Gelatin
Water
Saengmaegsan 

concentrated solution

 7.5

45.0
 0.1
 0.1
 5.0
50.7
 0.0

 7.5

45.0
 0.1
 0.1
 5.0
33.8
16.9

 7.5

45.0
 0.1
 0.1
 5.0
16.9
33.8

 7.5

45.0
 0.1
 0.1
 5.0
 0.0
50.7

Total weight 108.4 108.4 108.4 108.4

Water, gelatin

↓ Stirring boiling for 1 min

Adding fructo oligosaccharide

↓ Stirring boiling for 1 min

Adding vitamin C, citric acid

↓ Stirring boiling for 1 min

Adding Japanese apricot concentrated solution

↓ Stirring boiling for 1 min

Adding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water

↓ Stirring boiling for 1 min

Molding

↓ Cooling for 5 hours

Saengmaegsan jelly

Fig. 1. Scheme of jelly prepared with saengmaegsan concentrate.

젤리(16), 녹차가루 첨가 젤리(17), 참다래를 첨가한 젤리

(18), 타락을 이용한 젤리(19), 단호박 분말을 이용한 젤리

(20) 등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증해소 작용에 효과적인 생맥산

을 이용하여 기호성이 높고 먹기 편리한 기능성 젤리를 제조

하여 품질 특성 및 항산화성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생맥산은 금산군 약초시장에서 구입한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젤라틴은 식품

용 젤라틴(RUF, Osnabrueck,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프락토올리고당((주)CJ제일제당, 인천, 한국), 매실액기스

(다압매실농원, 광양, 한국), vitamin C(ENDURA, New 

South Wales, Sydney), citric acid(청해유통, 광주, 한국)

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제조

생맥산 농축액 제조공정: 생맥산은 맥문동 : 인삼 : 오미자

의 비율을 2:1:1로 하고, 물의 첨가량을 30배로 첨가하여 

90~95°C에서 원료 중량의 10배가 될 때까지 농축하였다. 

맥문동 48 g, 인삼 24 g, 오미자 24 g에 물 2,880 mL를 첨가

하여 95°C의 약탕기(digital slow cooker, TSD-6500W, 

서울, 한국)를 이용하여 약 5일 동안 다려 5°Brix의 생맥산 

농축액을 제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생맥산 젤리 제조: 생맥산 젤리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이 젤라틴 5 g, 프락토 올리고당 45 g, 매실액기스 

7.5 g, vitamin C 0.1 g, citric acid 0.1 g 첨가한 것을 대조

군으로 하였으며 생맥산 농축액은 각각 25%, 50%, 75% 

첨가한 군으로 하였다. 생맥산 농축액 함량은 생맥산 젤리를 

수 회 제조하여 관능 평가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양으로 정하였다. 생맥산 젤리의 제조과정은 Fig. 1과 같다. 

물에 용해시킨 젤라틴을 65°C에서 1분간 가열하고 프락토

올리고당을 넣어 1분간 더 가열하였다. Vitamin C와 citric 

acid를 첨가하여 1분간 가열한 후 매실액기스를 첨가하여 

1분간 더 가열하고, 물과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하여 1분간 

더 가열하였다. 일정 크기의 틀(mold)에 넣어 성형한 후 4°C

의 냉장고에서 5시간 동안 넣어 굳혀주었다.

수분 함량

수분 함량은 시료 1 g을 취하여 적외선 수분 측정기(ISCO, 

US/Retriever 500, Sartorius, Frankfurt, Germany)로 3

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pH 및 산도

pH는 AOAC 방법(21)을 적용하여 시료 2 g을 8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균질화하였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징액을 취하여 pH meter(420 Benchtop, 

Orion Research.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다. 산도

는 AOAC 방법(21)을 적용하여 시료 1 g을 취하여 99 mL의 

증류수를 첨가한 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

다. 상징액을 취한 후 0.1 N NaOH를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0.1 N NaOH 양(mL)을 lactic acid 함량

(%)으로 환산하여 총 산 함량을 표시하였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환원당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시료 2 g을 8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균질화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Combi- 

514R, Hanil, Seoul, Korea) 하여 상징액을 취해 당도계

(N-1E Brix 0~32%,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환원당의 시료는 당도의 시료와 동일하며 dinitrosalicylic 

acid(DNS)에 의한 비색법으로 분광광도계(UV-1800, 

Beckman, Fullerton, CA, US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lucose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표준곡선

은 glucose(Duksan Pharmaceutical Co., Ltd.,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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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를 농도별로 반응시켜 작성하였다.

색도

색도는 색차계(digital color measuring/difference cal-

culation meter, model ND-1001 DP, Nippon Denshoku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 및 ΔE값(색차지수)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균질화한 젤리를 페

트리디쉬(50×12 mm)에 담아 색도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olor value는 L값 97.14, a값 -0.23, b값 0.45, ΔE값 0.00

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직감

젤리의 조직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texture analyser(TA/ 

XT2, Stable Micro System Ltd., London, UK)를 사용하

여 연속 2회 압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힘-시간 곡선으로부터 

견고성, 부서짐성, 탄성, 부착성, 검성, 복원력을 측정하였

다. 이때 probe는 직경이 25 mm인 compression plate를 

사용하였다. Set method는 graph type: force vs time, 

force threshold 5.0 g, contact force 5.0 g, pre-test 

speed, test speed 및 post-test speed는 5.0 mm/s로 측정

하였으며 strain은 30%로 하였다.

총 phenol 함량

Phenol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

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Shin 등(22)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료 1.5 g에 MeOH로 50 mL mass up 한 후 

15시간 동안 교반하여 3,000 rpm으로 4°C에서 10분간 원

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징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

여 추출물만 얻었다. 추출물을 PBS(phosphate-buffered 

saline) buffer로 녹인 50 mg/mL 시료용액에 Folin-Denis 

시약과 Na2CO3 포화용액을 넣고 암소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흡광도 760 nm에서 측정하였다. Standard curve는 

tannic acid를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반응시켜 사용하였다.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소거능

시료 1.5 g에 methanol 50 mL를 넣은 다음 15시간 동안 

150 rpm으로 교반추출 한 후 3,000 rpm으로 4°C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징액을 취해 filter paper로 거른 

뒤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만 얻었다. 추출물 

200 mg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고 2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희석한 시료용액 50 μL에 1.5×10-4 mM DPPH 용액 150 

μL를 가한 후 30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뒤 엘라이저(Mutis-

kan, Thermo Labsystems, Milford, MA, USA)를 이용하

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라디칼 소거능(%)

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

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값

을 구하여 샘플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

AbsDPPH－Abssample
×100

AbsDPPH

Hydroxyl radical 소거능

시료 3 g에 methanol 50 mL를 넣은 다음 15시간 동안 

잘 교반한 후 3,000 rpm으로 4°C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여 얻어진 상징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

만 얻었다. 추출물 200 mg당 1 mL PBS buffer를 첨가하고 

2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추출된 시료용액 0.15 mL에 PBS buffer 0.35 

mL, 3 mM deoxyribose, 0.1 mM ascorbic acid, 0.1 mM 

EDTA, 0.1 mM FeCl3, 1 mM H2O2 용액을 각각 0.1 mL를 

넣어 잘 교반한 후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이 끝난 후 2% TCA 용액 1 mL와 1% TBA 용액 1 mL를 

넣고 잘 섞어 100°C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

여 원심분리 한 뒤 상징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라디칼 소거능(%)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값을 

구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

Absblank－Abssample
×100

Absblank

관능 평가

생맥산 첨가 젤리에 대한 관능검사는 강도 특성과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강도 특성 검사 시 패널은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을 패널요원으로 선

정하여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 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실시하였다. 각 

시료마다 무작위로 조합된 3자리 숫자가 주어졌으며, 시료

의 번호가 코팅된 일회용 접시에 동일한 크기(10×10×10 

mm)의 시료를 담았고, 다음 시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

이기 위해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평가 항목은 생맥산 향, 

생맥산 맛, 신맛, 경도, 탄력성, 부착성에 대하여 7점 만점의 

채점법(1점: 매우 약하다, 7점: 매우 강하다)으로 평가하였

다. 기호도 검사는 30명의 패널요원을 모집하여 젤리의 외

관, 색, 냄새,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 7점 만점

의 채점법(1점: 매우 싫다, 7점: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으며, 실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PSS(Statistical Pack-

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1,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

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시료 간의 차이 유무

를 파악하기 위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험

구 간의 유의차를 5%(P<0.05)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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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Moisture 
(%)

44.47
±0.44NS

44.28
±1.46

44.22
±2.25

44.17
±3.12

All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Table 3. pH and acidity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pH
Acidity (%)

3.42±0.02a

1.00±0.01d
3.39±0.01b

1.08±0.01c
3.36±0.01c

1.35±0.01b
3.35±0.01c

1.42±0.02a

All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4. Soluble solid contents and reducing sugar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Sugar contents (°Brix)
Reducing sugar (%)

 46.83±0.29c

316.71±0.00d
 48.33±0.58b

413.49±0.35c
 48.67±0.58b

426.31±0.21b
 50.50±0.87a

446.22±0.21a

All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결과 및 고찰

수분 함량 

생맥산 농축액 첨가 농도에 따른 젤리의 수분 함량은 

Table 2와 같다. 대조군은 44.47%로 측정되었다. 대조군에 

비해 25% 첨가군이 44.28%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50% 

첨가군은 44.22%, 75%는 44.17%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대조군과 첨가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

다(P<0.05). Kim 등(12)의 동충하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

한 젤리의 품질 특성과 Kim 등(14)의 오디 분말을 이용한 

젤리 제조 및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오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한 오디 젤리에서 수분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본 실험과 반대되는 결과로 

첨가군에서의 수분 함량 감소율은 근소하지만 첨가되는 물

의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pH 및 산도

생맥산 농축액 첨가 농도에 따른 젤리의 pH와 산도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의 pH가 3.42로 가장 높았으며 생맥

산 농축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H 값이 낮아져 75% 첨가

군이 가장 낮은 3.35를 나타내었다.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값은 감소하였고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는 

생맥산의 제조 과정 중 오미자의 유기산에 의해 pH가 낮아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과 Rho(16)의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젤리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흑마늘 젤리의 

pH는 5.58~5.43으로 나타났다. 이는 pH 3.42~3.35인 생

맥산 젤리보다 높은 수치로서 본 연구의 생맥산 젤리에는 

매실 및 citric acid의 첨가로 인해 유기산이 많이 첨가되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산도는 대조군에서 1.00%를 나타내

었고, 75% 첨가군에서 1.42%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P<0.05).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환원당 측정

생맥산 농축액 첨가 농도에 따른 젤리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과 환원당은 Table 4와 같다. 대조군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46.83°Brix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75% 첨가군에

서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50.50°Brix를 나타내면서 생맥

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P<0.05). 생맥산 농축액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5°Brix를 

나타냈다. Kim 등(23)의 흑삼 농축액 첨가 수준에 따른 흑삼 

젤리의 품질 특성에서도 흑삼 농축액의 양이 증가할수록 가

용성 고형물 함량이 증가하였다. 환원당 측정 결과 75% 첨

가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할수록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증가하고 환원

당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생맥산 농축액 

첨가가 젤리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과 환원당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

생맥산 농축액 첨가 농도에 따른 젤리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와 

같이 L값은 대조군이 4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

에 비해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L값은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a값은 75% 첨가군이 15.42로 

가장 높으며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P<0.05). b값은 L값과 마찬가지로 대조군

이 31.45로 가장 높으며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조직감

생맥산 농축액 첨가 농도에 따른 젤리를 texture ana-

lyzer로 측정한 hardness(경도), fracturability(부서짐성), 

springiness(탄력성), cohesiveness(응집성), gumminess 

(검성), chewiness(씹힘성), resilience(탄성)의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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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unter color values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46.77±0.09a

13.94±0.29c

31.45±0.08a

 38.7±0.04b

13.98±0.04b

25.56±0.03b

32.91±0.04c

15.00±0.24b

21.54±0.08c

28.19±0.06d

15.42±0.11a

18.97±0.01d

All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Texture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Hardness (g)
Fracturability (g)
Springiness (mm)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4.19±0.27a

3.89±0.48a

0.99±0.02NS

0.99±0.08NS

4.11±0.50a

4.14±0.47a

0.94±0.03NS

3.88±0.19b

3.48±0.30b

1.06±0.12
0.98±0.03
3.92±0.36a

3.80±0.26ab

0.95±0.01

3.76±0.15b

3.14±0.14b

1.09±0.22
0.96±0.06
3.63±0.28a

3.45±0.41b

0.95±0.01

3.39±0.21c

3.11±0.18b

1.10±0.11
0.86±0.22
2.87±0.16b

3.33±0.45b

0.96±0.01
All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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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henol contents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
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6과 같다. 경도는 대조군이 4.19 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낮아져 75% 첨

가군에서는 3.39 g로 나타나 대조군과 첨가군 간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5). 생맥산으로 인해 젤리의 보습성

이 높아져 단단하지 않은 질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서짐성은 대조군에서 3.89 g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5% 첨가군에서 3.11 g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군과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를 통해 젤리 제조 시 생맥산 젤리를 첨가하면 부서짐이 

적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탄력성은 대조군으로부터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할수록 

수치가 점차 증가함을 나타났으나 대조군과 첨가군 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응집성은 대조군이 0.99, 25% 첨가군이 0.98, 50% 

첨가군이 0.96, 75% 첨가군이 0.86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생맥산 농축액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Kim 등(14)의 오디 분말을 이용한 젤리 제조 및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응집성이 오디 분말의 첨가

량의 증가에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본 

논문과 유사하였다.

검성은 hardness와 cohesiveness의 곱을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는데(11), 대조군이 4.11, 25%는 3.92, 50%는 3.63, 

75%는 2.87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생맥산 농축

액을 첨가함에 따라 검성이 낮아졌고 이는 경도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씹힘성은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한 시료들은 유의성을 나

타냈으며 대조군이 4.14인 것에 비해 첨가군 모두 낮게 나타

났다. 오디 농축액 첨가 머핀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24)에 

따르면 씹힘성은 고체물질을 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힘이며, 이것은 경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탄성은 가해진 속도, 힘과 관련하여 변형된 샘플이 회복

하는 성질을 나타낸다(25). 탄성은 첨가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총 phenol 함량

생맥산 농축액 젤리의 총 phenol 함량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75% 첨가군이 0.17 mg/mL로 나타나 가장 많은 

phenol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50% 첨가군이 0.15 mg/mL, 

25% 첨가군이 0.14 mg/mL, 대조군이 0.13 mg/mL를 함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75% 첨가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할수록 총 phenol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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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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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droxyl radical oxidation activity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Table 7. Sensory properties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Saengmaegsan flavor
Saengmaegsan taste
Acidity
Springiness
Hardness
Adhesiveness

1.8±1.4c

1.8±1.2c

4.6±1.2NS

5.0±1.8a

4.8±1.7a

3.8±1.6NS

3.4±1.3b

2.9±1.2b

4.2±1.0
4.8±1.2a

4.3±1.3ab

3.6±1.4

4.3±1.5a

4.1±1.6a

4.7±0.8
4.6±1.1ab

3.9±1.0bc

3.4±1.1

5.1±1.7a

4.9±1.8a

4.3±1.2
3.8±1.6b

3.2±1.2c

3.1±1.5
All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약용식물 소재 탐색(26)에 의하면 

오미자와 인삼에 특히 많은 phenol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phe-

nol의 양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한 Jung 등(27)의 생맥산 

처방을 첨가하여 제조한 초콜릿의 품질 및 관능적 특성에서

도 대조군에 비해 생맥산이 첨가된 초콜릿의 총 phenol 함량

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free radical을 갖고 있는 수

용성 물질로 515~520 nm에서 최대흡광도를 가지며, to-

copherol, ascorbate, flavonoid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 등

의 항산화성이 있는 물질에 의해 환원됨으로써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에 따라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DPPH radical 소거능은 항산화 물질 탐색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산화 측정 방법으로(28) 젤리의 항

산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IC50값은 Fig. 3과 같다. 75% 첨가군이 36.49 mg/mL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50% 첨가군이 

78.98 mg/mL, 25% 첨가군이 105.24 mg/mL, 대조군이 

120.74 mg/mL로 나타나 대조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어 생맥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맥산 첨가가 자유기 소거

능을 높이는 데 관여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젤리에 생맥산을 일정 농도로 첨가했을 때 아무 것도 함유되

지 않은 젤리보다 높은 산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29).

Hydroxyl radical 소거능

생맥산 농축액 첨가 젤리의 항산화 활성을 hydroxyl rad-

ical 소거능으로 측정한 결과 IC50값은 Fig. 4와 같다. IC50값

이 75% 첨가군이 13.66 mg/mL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

고, 그다음으로 50% 첨가군이 15.85 mg/mL, 25% 첨가군

이 33.75 mg/mL, 대조군이 47.42 mg/mL로 생맥산 농축액

을 첨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hydroxyl radical 소거능의 

IC50값이 낮아져 항산화력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DPPH radical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생맥산이 항

산화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30).

관능검사

강도 특성: 생맥산 젤리의 강도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Table 7에 나타냈다. 생맥산 향은 생맥산 농축액을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75% 첨가군이 5.1로 가장 높게 나

타나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생맥산 맛은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75% 첨가

군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였

다(P<0.05). 신맛은 25% 첨가군이 가장 낮은 4.2를 보였으

나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탄력성은 75% 

첨가군이 3.8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5). 경도 또한 75% 첨가군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5), 이는 

기계적 texture의 경도 결과와 일치한다. 부착성은 대조군

이 3.8, 75% 첨가군이 3.1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기호도 특성: 생맥산 젤리의 기호도 특성에 대한 평가 결

과를 Table 8에 나타냈다. 생맥산 농축액 첨가량별 젤리의  

외관, 냄새, 맛,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해 관능 평가

하였다. 외관은 5.5점으로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향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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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eference of jelly add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saengmaegsan concentrate

Saengmaegsan concentrate contents (%)
0 25 50 75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5.5±1.2a

5.8±1.2a

4.3±1.1NS

5.0±1.4a

3.6±1.6b

5.3±1.0a

5.6±1.1a

5.3±1.0
5.0±1.4a

4.7±1.1a

4.8±1.1ab

4.7±1.3b

4.8±1.1
5.5±1.1a

5.1±0.8a

4.1±1.2b

3.9±1.4c

4.1±1.2
3.8±1.4b

4.4±1.1a

All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군이 5.8점으로 가장 높았다. 맛은 25% 첨가군이 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감은 50% 첨가군이 5.5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50% 첨가군이 5.1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기호적인 관능 평가에

서 외관이나 향보다도 맛이나 조직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

이고, 특히 젤리와 같은 식품은 조직감이 전체적인 기호도에 

많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해보면 생맥산 젤리 제조 시 생맥산 농축액을 25~50% 첨가

한 젤리가 관능적으로 가장 좋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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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맥산 농축액을 기호도가 높고 먹기 편리한 젤리

에 첨가하여 젤라틴 젤리를 제조한 후 품질 특성 및 항산화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맥산 젤리의 pH는 생맥산 농축액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고(P<0.05), 산

도는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대조군이 46.8°Brix였고, 환원당은 생맥산 농축액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았다(P<0.05). 색도에서 명도값(L값)과 

황색도(b값)는 대조군에 비해 생맥산 농축액의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P<0.05), 적색도(a값)는 증가하였

다(P<0.05). 경도와 씹힘성은 생맥산 농축액 첨가군이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부서짐성은 

대조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맥산 농축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탄력성은 생맥산 

농축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성은 대조군에 비해 생맥산 농축액 첨가군이 높았다. 

DPPH radical 소거능 및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결

과 생맥산 농축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

하였다. 총 phenol 함량의 경우 생맥산 농축액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높았다. 관능검사에서 강도 특성 및 기호도 평가 

결과,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생맥산 농축액 농도 50% 첨가군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

면 젤리 제조 시 생맥산으로 인해 항산화능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호도 검사와 강도 검사를 고려할 때 생맥산 

25~50% 첨가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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