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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조절제를 이용한 농축 블루베리주스 열처리 시 품질저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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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inimize the quality degradation of concentrated blueberry juice after 90oC
treatment for 5 min by means of citric acid (CA) and acidic sodium metaphosphate (ASM) as pH modifiers. The highest
anthocyanin content was observed at 1% CA+1% ASM (65.747 mg per 100 g) followed by 1% CA (46.022 mg per 100 g)
and control (30.864 mg per 100 g).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1% CA+1% ASM, 1% CA and control
were 87.338, 75.486 and 67.983% in respectively. The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at 1% CA+1% ASM, 1% CA and in
the control was 87.338, 75.486 and 67.983%, and the tyrosinase inhibitory of these samples were 77.891, 67.598 and
26.375%, respectively. Anthocyanin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elastase inhibitory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etween the 1% CA+1% ASM treatment and control. During the heat treatment,
quality degradation of concentrated blueberry juice was reduced by the 1% CA+1% ASM treatment, as expected for new
acidu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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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Ericaceae)의 산앵두나무속(Vacciinium)에

속하는 관목성 식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400여 종이 있으며 하이

부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로우부시 블루베리(Vaccin-

ium myritillus) 및 래빗아이 블루베리(Vaccinium ashei) 등 세 종

류가 상업적으로 중요한 품종으로서 재배되고 있다(1). 안토사이

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블루베리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가 다섯 가지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

지 밝혀진 600여 종의 안토사이아닌 중 블루베리에는 25가지 이

상의 안토사이아닌이 존재하며 그중 malvidin, delphinidin, petuni-

din 및 cyanidin이 주요 아글리콘(aglycone)이다(2). 블루베리는 여

러 가지 뛰어난 생체 조절 기능성으로써 항산화(3), 항당뇨(4), 항

치매(5), 활성산소라디칼의 흡수효과(6) 등을 갖는 고품질의 생리

활성 소재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안토사이아닌은 심혈관 질환

(7), 신경퇴행성질환(8), 암(9) 등의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다.

안토사이아닌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

서 안토사이아닌의 안정성은 온도, 산소, 광선 등의 가공 및 저

장조건과 효소 활성, pH, 당 농도 등의 식품의 이화학적 성질, 조

색소(copigment) 및 금속이온 등에 따라 안정성이 좌우된다(10).

가공 및 저장조건에서 안토사이아닌의 안정성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는 온도와 pH이다(11,12). 온도에 대한 영향력으로 pH가 2.2

조건에서 가공온도를 100oC에서 165oC로 높임으로써 cyanidin-3-

glucoside의 저하속도상수를 분석한 결과 101.7배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2). pH에 대한 영향력으로는 pH가 낮을수록 온도

에 따른 안토사이아닌 저하속도상수가 작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pH가 6.0 이상에서는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급격히 나타난다고 하

였다(12).

구연산(citric acid)은 베리류 가공공정에서 산미료(acidifier)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목적은 가공공정에서 pH저하를 통한 poly-

phenoloxidase (PPO)억제와 PPO 활성부위에 Cu2+ 결합을 하여 갈

변현상을 억제하는 것이다(13). 산성메타폴리인산나트륨(acidic

sodium metaphosphate)은 식품의 pH저하 및 완충작용을 주목적으

로 하는 첨가물로써 금속이온 봉쇄작용(chelating)과 아울러 갈변

억제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축 블루베리주스를 제조 시 구연산 또는

산성메타인산나트륨을 산미료로써 이용하여 열처리과정에서 블

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안토사이아닌과 같은 기능성 성분의 농도

와 산화방지활성, 탄력성, 주름제거 및 미백 활성 등의 저하를 최

소화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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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블루베리는 하이부시품종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았으

며 백설탕(Cheiljedang, Incheon, Korea), 구연산(Samchun, Kyeo-

nggi, Korea) 및 산성메타폴리인산나트륨(SDBNI, Kyeonggi, Korea)

은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시료를 1% (w/v)의 구연산이 포함된 설탕용액(40oBx)에 실온

에서 1분 30초간 침지시킨 후 꺼내서 지퍼 백에 100 g 단위로 개

별 포장하여 deep freezer (Ilshinlab, Kyeonggi, Korea)에 −70oC로

저장하였다. 이때 구연산과 설탕용액 농도 및 침지시간은 예비실

험을 통하여 최적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농축블루베리주스 제조

전처리한 시료를 microwave를 이용하여 3분간 해동한 다음 녹

즙기(NJE-3520, NCU, Daegu, Korea)로 갈은 후 산성메타폴리인

산나트륨 1% (w/v)을 첨가하였으며 농도조절은 관능검사를 통하

여 신맛 정도가 5% 내에서 유의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범위로

정하였다. 원심분리기(UNION55R, Hanil Science Industrial,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

층액만을 취하여 총 부피를 600 mL로 맞췄다. 시료는 감압 농축

기(BUCHI rotavapor R-124 and BUCHI water bath B-480,

Flawil, Switzerland)로 40oC에서 40oBx까지 농축하였다. 농축한 블

루베리주스의 열처리는 100 mL의 유리병(Duran, Seoul, Korea)에

담은 후 90oC autoclave (Vision scientific, Kyeonggi, Korea)에서

5분간 진행하였다.

pH 측정

pH meter (HI 2211 PH/ORP Meter, HANNA Instruments,

Seoul, Korea)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색가 측정

시료의 색가는 흡광도가 0.3-0.7의 범위가 되도록 pH 3.0의 구

연산 인산이나트륨 완충액을 가하여 10 mL로 한 것을 시험용액

으로 하였다. pH 3.0의 구연산 인산이나트륨 완충액을 대조 액으

로 하여 액 층 1 cm, 파장 500-540 nm 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색가를 구하였다(14).

Color value (E 10%, 1 cm)=

A: Absorbance of sample

B: Weight of sample (g)

색도 측정

각 시료에 대한 색도는 색차계(CR-410,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각각의 L, a, b값을 측정하였다. 색차계의 색도

보정을 위해 사용된 calibration plate (No. 21933148)의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값은 각각 98.34, −0.17, 1.45이었다.

총 폴리페놀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폴린-덴시(Folin-Denis) 방법(15)에 따라 각

제조한 시료 0.1 mL와 DW 3.9 mL를 취한 후 폴린-시오칼토 페

놀 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500 μL를 가하여 혼합하

였다. 5분 후에 포화 탄산소듐(Na2CO3) 0.5 mL를 혼합하여 30분

간 암소에 방치하였다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 Mecasy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페놀함량을 구하기 위해 표준물질 갈산(gall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표준검량곡

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 측정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은 Lee 등(16)의 pH differential method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 0.1 mL에 1,900 μL의 pH 1.0 buffer

(0.2 M KCl+0.2 M HCl)와 1,900 μL의 pH 4.5 buffer (0.2 M

potassium phosphate+0.2 M citric acid)를 각각 가하여 최종부피를

2 mL로 한 다음 520 nm 및 700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총 안토사이아닌의 함량은 cyanidin-3-glucoside의 몰

흡광계수(ε=26,900 M−1 cm−1)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

하였다.

Total anthocyanin contents (mg/100 g)=

A (absorbance value)

=(A510 nm−A700 nm)pH 1.0−(A510 nm−A700 nm) pH 4.5

MW (molecular weight of cyanidin-3-glucoside): 449.2

ε (cyanidin-3-glucoside molar absorbance): 26,900 M−1 cm−1

V: Final volume of sample (mL)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산화방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2,2-다이페닐-피크릴하이드라질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의 환원에 의한 자유 라디칼

소거능력을 측정하였다(17). 각 시료용액을 각각 0.3 mg씩 2.0×10−4

M DPPH methanol solution 2.5 mL에 첨가하여 최종반응 액이

2.8 mL가 되도록 하였다. 10초간 진탕하여 상온에서 30분 반응

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얻은 결과는 대조구에 대한 소

거능력(%)으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control

SOD-like 활성능 측정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활성능은 Marklund and Gudrun

(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 0.2 mL, tris-

HCl buffer (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10 mM

EDTA, pH 8.5로 보정) 3 mL, 7.2 mM pyrogallol 0.2 mL을 첨가

하여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

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SOD-like 활성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

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like 활성 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OD-like activity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blank

A 10×
B

----------------

A MW× 1000 V××
ε

--------------------------------------------------

1
A

B
----–⎝ ⎠

⎛ ⎞ 100×

1
A

B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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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Gutterridge(19)의 방법에 따라 Fen-

ton 반응에 의한 2-deoxyriose가 hydroxyl radical에 의해 산화되어

malonaldehyde로 변환된 후 chromagen을 형성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8 mM 2-deoxy-D-ribose와 1.4 mM H2O2

를 함유하는 1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4) 일정량

의 증류수에 녹인 각각의 시료와 premix 된 EDTA/FeCl2 (100 μM

EDTA pH 7.0, 20 μM FeCl2)를 첨가하여 최종반응 액이 2.0 mL

가 되게 한 후 37oC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0% trichloro-

acetic acid (TCA)로 반응을 중지시키고 1% thiobarbituronic acid

(TBA)와 잘 혼합하여 95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냉

각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같은 시료로 반응 시

간 없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고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

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 Absorbance of sample (4 hr)

B: Absorbance of sample (0 time)

C: Absorbance of blank (4 hr)

D: Absorbance of blank (0 time)

Hydrogen peroxide 소거능 측정

Hydrogen peroxide 소거능은 Muller(20)의 방법에 따라 시료 0.2

mL에 phosphate buffer (pH 5.0, 0.2 M) 1 mL, 1 mM H2O2 0.2

mL를 넣어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1.25 mM ABTS

0.3 mL와 PBS에 녹인 1u/mL peroxidase 0.3 mL를 넣고 혼합한

후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control

Elastase 억제활성 측정

Elastase 억제활성 측정 James 등(21)의 방법에 따라 0.2 M tris-

HCl buffer 용액(pH 8.0) 2 mL에 0.8 mM N-succinyl-(Ala)3-p-

nitroaniline 0.1 mL 및 시료 0.2 mL를 가한 후 25oC에서 5분간 반

응시킨 다음 elastase (pancreatic from porcine pancreas, Type IV,

6 units/mg protein, 1 μg/mL, Sigma-Aldrich) 0.2 mL를 가하여

410 nm에서 0 time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시 25oC에서 20

분간 반응한 후 얼음물 냉침으로 반응을 정지한 후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buffer 용액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

에 대한 elastase 억제활성(%)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

A: Absorbance of sample (20 min)

B: Absorbance of sample (0 min)

C: Absorbance of blank (20 min)

D: Absorbance of blank (0 min)

Tyrosinase 억제활성 측정

Tyrosinase 억제활성은 dopachrome법(22)을 이용하여 분광광도

계로 측정하였다.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5) 2

mL 및 2 mM L-tyrosine 0.2 mL의 혼합액에 시료 0.2 mL를 첨가

하였다. 여기에 mushroom tyrosinase (100 units/mL, ≥1000 unit/

mg solid, EC 1.14.18.1, Sigma-Aldrich) 0.1 mL를 첨가하여 37oC

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tyrosinase 억제활성(%)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sample without enzyme

C: Absorbance of blank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3반복으로 수행된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

었고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하여 처리군 간의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pH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pH 측정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대조군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40oBx+1% CA (구연산) 처리

군에서 2.60으로 두 시료 간에 큰 변화는 없었고, 40oBx+1%

CA+1% ASM (산성메타폴리인산나트륨) 처리군이 1.61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이드록시기(-OH)를 가지는 다염기 카복

실산인 CA는 약한 유기산으로서 pH 저하제의 역할을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식품갈변방지 및 비타민C 안정제 등으로 이용

되는 ASM은 pH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조절(modulation)은 phenolic 화합물의 이성화, 분자 내부와 상호

간의 공액 색소화(co-pigmentation) 및 자가 결합(self- association)

등의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친다(23).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색가 및 색도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색가 및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색가는 40oBx+1% CA+1% ASM 처리군이

54.672로 가장 높았고 40oBx+1% CA 처리군이 33.034, 대조군이

22.0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처리군 간에 5% 내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색가 측정은 일반적으로 3-O-glucosylated 안토사

이아닌의 최대 흡수 파장대인 510-530 nm를(24) 이용하거나 단일

파장으로서 malvidin 3-O-glucoside의 최대 흡수 파장대인 540

nm(25)로 측정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에서의 파장

폭인 500-540 nm(14)의 흡수 파장 대에서의 흡광도로 분석하였으

1
A B–

C D–
--------------–⎝ ⎠

⎛ ⎞ 100×

1
A

B
----–⎝ ⎠

⎛ ⎞ 100×

1
A B–

C D–
--------------–⎝ ⎠

⎛ ⎞ 100×

1
A B–

C
--------------–⎝ ⎠

⎛ ⎞ 100×

Table 1. pH of concentrated blueberry juice after heat treatment

Sample pH

Control 2.67

1% CA1) 2.60

1% CA+1% ASM2) 1.61

1)Citric acid
2)Acidic sodium meta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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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안토사이아닌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26).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색도의 경우 적색도를 나타내

는 a값에서도 40oBx+1% CA+1% ASM 처리군이 4.433으로 가장

높았으며, 40oBx+1% CA 처리군이 4.254, 대조군이 2.880으로 나

타났고 색가와 마찬가지로 세 처리군 간에 5% 내에서 유의적 차

이를 보였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40oBx+1% CA+1% ASM

처리군이 가장 검게 나타났으며 40oBx+1% CA 처리군 또는 대

조군과 5% 내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황색도인 b값의 경우

대조구가 −3.393으로 가장 청색에 가까웠으며 40oBx+1% CA 처

리군, 40oBx+1% CA+1% ASM 처리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처

리군 간에 5% 내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경우 높은 안토사이아닌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 높은 값의 색가(26)와 색도에

서는 낮은 L값과 높은 a값(27)을 기준으로 볼 때 블루베리 농축

주스의 열처리과정에서 ASM은 pH를 낮춤으로써 색가와 색도의

저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총 폴리페놀 및 안토사이아닌 함량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안토사이

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

서는 대조군과 40oBx+1% CA 처리군의 결과 값이 각각 31.271

mg/mL와 32.615 mg/mL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40oBx+1%

CA+1% ASM의 결과 값은 35.381 mg/mL로 가장 높은 총 폴리

페놀 함량을 보였으며 다른 두 시료와는 5% 내에서 유의성 차

이가 있었다. 안토사이아닌은 열에 민감하여 블랙베리 퓨레 제조

과정에서 95oC에서 3분간 열처리 시 43%의 함량감소가 일어났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8).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에서는

40oBx+1% CA+1% ASM 처리군이 65.747 mg/100 g으로 가장 높

은 값을 보였으며, 40oBx+1% CA 처리군, 대조군 순으로 각각

46.022, 30.864 mg/100 g으로 나타났고 세 처리군 간에 5% 내에

서 유의성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ASM 처리가 열처리

과정에서 총 폴리페놀과 안토사이아닌 함량 감소를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산화방지 활성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산화방지 활성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DPPH는 천연소재로부터 산화방지 활성을 분

석하는데 많이 이용되며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산화방

지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환원되어 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

하여 측정하게 된다. 대조군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67.983%,

40oBx+1% CA 처리군은 75.486%, 40oBx+1% CA+1% ASM 처

리군은 87.338%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세 처리군 간에 5% 내에

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총 폴리페놀과 안토

사이아닌 함량이 가장 높았던 40oBx+1% CA+1% ASM 처리군

(Table 3)에서 산화방지능인 DPPH radical 소거능 역시 가장 높

은 결과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OD (superoxide dismutase)는 생체 내에서 O2− (superoxide)의

소거에 관여하는 효소이며 생체 내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는 체

내에서 산화적 장애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의 억제정도

를 분석하기 위하여 SOD-like activity를 측정하게 된다. SOD-like

activity 측정한 결과 대조군과 40oBx+1% CA 처리군은 각각

14.520와 14.188%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oBx+1%

CA+1% ASM 처리군이 23.95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다른 두 시료와 5% 내에서 유의성 차이를 나타내었다. 

Hydrogen peroxide (H2O2) 소거활성에서는 대조군, 40oBx+1%

Table 2. Color value and chromaticity of concentrated blueberry juice after heat treatment

Sample Color value
Chromaticity

L a b

Control 0022.083±0.3813)c4) 32.773±0.680a 2.880±0.042c -3.393±0.029c

1% CA1) 33.034±0.190b 32.817±0.533a 4.254±0.069b -3.134±0.065b

1% CA+1% ASM2) 54.672±0.109a 31.548±0.871b 4.433±0.064a -3.081±0.050a

1)Citric acid
2)Acidic sodium metaphosphate
3)Mean±SD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hytochemical contents of concentrated blueberry juice
after heat treatment

Sample
Total polyphenol 

contents
(mg/g)

Total anthocyanin
contents

(mg/100 g)

Control 0031.271±0.1903)b4) 30.864±1.807c

1% CA1) 32.615±0.970b 46.022±1.621b

1% CA+1% ASM2) 35.381±0.776a 65.747±1.478a

1)Citric acid
2)Acidic sodium metaphosphate
3)Mean±SD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Antioxidant activities of concentrated blueberry juice after heat treatment

Sample DPPH radical scavenging SOD-like activity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Hydroxyl radical scavenging 

Control 0067.983±0.0593)c4) 14.520±2.642b 72.568±0.039c 36.234±3.695b

1% CA1) 75.486±0.087b 14.188±8.078b 81.988±0.100b 52.307±9.137a

1% CA+1% ASM2) 87.338±0.891a 23.953±8.388a 94.544±0.320a 58.180±7.455a

1)Citric acid
2)Acidic sodium metaphosphate
3)Mean±SD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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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처리군, 40oBx+1% CA+1% ASM 처리군의 결과 값이 각각

72.568, 81.988, 94.544%로 나타났으며 세 처리군 간에 5% 내에

서 유의성 차이를 보였다. DPPH radical 소거능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역시 40oBx+1% CA+1% ASM 처리군에서 가장 높은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을 보였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의 경우 대조군은 36.234%로 가장 낮

았으며 40oBx+1% CA 처리군과 40oBx+1% CA+1% ASM 처리

군에서는 각각 52.307와 58.180%로 ASM 처리군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 열처리 과정에서 ASM 처리가 산화방지 활성저하

를 억제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elastase 억제활성

Elastase는 진피 내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질 단백

질인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이며 다른 중요 단백질인 콜라겐

을 분해할 수 있는 비특이적 가수분해효소이다. 따라서 elastase

억제활성은 피부 탄력성과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29). 열

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elastase 억제활성 측정 결과(Table

5) 대조군과 40oBx+1% CA 처리군의 결과 값이 각각 26.063%와

26.336%로 유의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40oBx+1%

CA+1% ASM 처리군은 28.285%로 다른 두 시료 보다 높은 결

과 값을 보였으며 5% 내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tyrosinase 억제활성

Melanogenesis는 여러 단계의 연속적인 반응을 통하여 melanin

을 생성하며 특히 첫 단계를 진행하는 tyrosinase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rate-limiting 효소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melanin의

생성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주근깨, 기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다양한 tyrosinase 억제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30).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tyrosinase 억제활

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대조군의 tyrosinase 억제

활성 측정결과 값은 26.375%, 40oBx+1% CA 처리군은 67.598%,

40oBx+1% CA+1% ASM 처리군은 77.891% 순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세 처리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CA 또는 ASM처리가 열처리과정에서 tyrosinase 억제 활성의 감

소를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농축 블루베리주스를 제조 시 구연산(CA) 또는 산

성메타인산나트륨(ASM)을 산미료로써 이용하여 열처리과정에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안토사이아닌과 같은 기능성 성분농도와

산화방지활성, elastase 억제활성 및 tyrosinase 억제활성 등의 저

하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열처리한 농축 블루베리주스의 색가

는 1% CA+1% ASM 처리군이 54.672로 가장 높았고, 1% CA

처리군이 33.034, 대조군이 22.0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안토사

이아닌 함량에서도 1% CA+1% ASM 처리군이 65.747 mg/100 g,

1% CA 처리군, 대조군 순으로 각각 46.022, 30.864 mg/100 g으로

나타났다. 산화방지활성으로써 DPPH radical 소거능의 경우 대조

군은 67.983%, 1% CA 처리군은 75.486%, 1% CA+1% ASM

처리군은 87.338%로 나타났다. Elastase 억제활성에서는 대조군,

1% CA, 1% CA+1% ASM 처리군의 결과 값은 각각 26.063,

26.336, 28.285%로 나타났다. Tyrosinase 억제활성에서는 대조군

26.375%, 1% CA 처리군 67.598%, 1% CA+1% ASM 처리군은

77.8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분석 치에서 대조군과 1%

CA+1% ASM 처리군 간에는 5% 내에서 유의성 차이가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ASM처리가 열처리과정에서 기능성성분과 생리

활성의 저하를 억제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

로운 산미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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