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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및 효소 불활성화 처리가

오디잼의 C3G 안정성과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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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itric acid and enzyme inactivation treatment

on C3G stability and antioxidant capacity of mulberry fruit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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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developed processing methods improved cyanidin-3-glucoside(C3G) stability in mulberry fruit's jam. In the
processing of mulberry jam, 3 minutes blanching using microwave inhibited the C3G destruction by maintaining the
antioxidant capacity and inactivation of enzymes related to pigment’s stability. Also citric acid increased C3G stability
in the mulberry fruit’s jam. As the adding sugar, sucrose was considered the more desirable sugar than oligosaccharide
or xylitol. It showed high C3G content and antioxidant capacity compared to the two treatment groups. In conclusion,
when processing mulberry fruit’s jam, the addition of citric acid and the enzyme's inactivation treatment were con-
sidered effective treatment for the C3G stability and antioxida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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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잼(Jam)은 과일과 채소 따위를 설탕과 함께 조린 음식

이다. 잼에 사용되는 과일은 딸기, 복숭아, 사과 등 다양

하며, 빵, 와플, 과자 등에 발라서 먹는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도 침출주, 오디즙과 더불어 손쉽게 잼으로 가공하여

많이 먹는다. 그러나 오디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온가

열에 의해 기능성 물질의 손실이 발생함으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오디

에는 천연 항산화 색소가 다량 존재하는데, 뽕나무 오디

에 함유된 천연색소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한 형태인 cyanidin-

3-glucoside(C3G)로서 단일 물질로 존재하여, 보다 안정적이

며 분리방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과실 전체에 색소를 함

유하여 그 함량이 높고 분리수율 또한 높다(Kim et al. 2011)

오디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 C3G는 노화 억제 효과

가 있는 토코페롤보다 7배나 높은 노화 억제 효과를 보

이며, 오디의 C3G 함량은 포도의 23배, 유색미의 2.3배에

달한다. 오디 추출물은 강한 항산화 물질을 가져 뇌 손상

뿐 만 아니라 활성 산소에 대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

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안토시아닌 색소는 노화억제, 망막장애의 치

료(Scharrer and Ober 1981) 및 시력개선 효과(Politzer

1977, Timberlake and Henry 1988), 항산화 작용(Tamura

and Yamagami 1994, Yoshiki et al. 1995, Rice-Evans et al.

1995, 1996, Sichel et al. 1991, van Acker et al. 1995)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최근 보고됨(Hong et al.

1997)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 및 기능성 소재로

서 각광받고 있다(Kim and Ki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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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연색소는 가공공정이나 보관 저장 중에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 색감이나 색의 정도가 변하여 가공식

품의 상품성과 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안

토시아닌 색소는 oxonium 구조에 의해 자체적으로 불안

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식품 가공시 주로 pH,

산소, 수분, 열과 빛, 금속이온을 비롯하여 식품자체의 성

분에 의한 상호반응에 의해 색깔의 퇴색과 변색이 일어

난다. 이와 관련하여 색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많은 연

구들이 보고되어 있으며(Bassa and Francis 1987, Yun and

Lee 1979, Siegel et al. 1971), 오디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

정성에 대한 pH, 당, 유기산, 금속이온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Kang et al. 2003)와 가공이나 저장 전에 열처리

(blanching)를 하여 자색고구마 안토시아닌 색소의 파괴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고 색소를 안정화시키는 방

법 등(RDA report 1996, 1997)이 연구되었다.

오디잼의 경우에도 식품의 품질향상과 이용을 위해 C3G

색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색소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오디잼을 제조하고 열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오디잼의 색소 안정성과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오디잼 제조 및 효소 불활성화 처리

첨가 당을 달리하여 각각의 오디잼을 제조하였다. 첨가

당으로 설탕, 올리고당, 자일리톨을 사용하였으며 첨가비

율은 오디 무게의 40%로 하였다. 또한 첨가 당을 달리한

처리구에 구연산 무처리 및 0.2% 처리하여 오디잼을 제

조하였다. 효소 불활성화 처리는 가정용 전자렌지를 이용

하여 3분간 열처리 및 무처리구로 분리하였다.

2. 가공처리 및 보관기간별 오디잼의 C3G 함량 분석

가공방법에 따라 제조한 각각의 오디잼 5 g에 5% formic

acid 10 ml을 가하여 1시간 초음파 추출 및 여과한 후,

여과액 1.5 ml을 LC용 vial 에 취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3. 가공처리 및 보관기간별 오디잼의 항산화능 분석

가공처리 및 보존기간별 오디잼 시료 각 1 g에 80% MeOH

10 ml을 가하여 30초간 vortex mixing 시킨 후 filter

paper(Advantec No. 6)로 여과하였다. 여과액 1 ml을 취해

원심분리(12,000 rpm, 4oC, 15 min.)하였으며, 상등액을

sample solution으로 하였다.

오디잼의 항산화능 분석은 항산화능 측정장치(munilum

L-100, ABCD GmbH) 및 ARAW-KIT(anti-radical ability

of water-soluble substance)를 사용하였다. Ascorb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0, 10, 20, 40, 50 µl에 대한 검량곡

선(calibration curve)을 작성하였으며, TIC (thermo-initiated

chemiluminescence) 방법에 따라 ARAW-KIT ample에 시

료 희석액 10 µl와 buffer 1.5 ml를 가한 즉시 37oC의 항

산화 측정 장치에 주입하여 반응시켰다. PC에 연결된 Oxida-

Q program으로 시료의 항산화능을 분석하였으며, 시료 희

석액 주입 후 항산화능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었

다. 시료의 항산화능은 ascorbic acid의 농도(nmol)로 환산

하여 표시하였다. 항산화능 측정장치의 기기구성 및 측정

원리는 그림 1 및 2와 같다.

결과 및 고찰

1. 첨가 당의 종류 및 보존기간별 오디잼의 C3G 함량

첨가 당을 달리하여 오디잼을 제조한 후 보존기간별

C3G 함량을 측정하였다(그림 3). 첨가 당에 있어서는 올

Fig. 1.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device(minilum L-100) for anti-oxidative capacity.

Fig. 2. Measuring principle of anti-oxidative capacity with minilum 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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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당이나 자일리톨보다 설탕을 첨가한 경우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냄으로써 Kang et

al.(2003)의 오디 안토시아닌 및 Yang et al.(1982)의 재배

오미자 안토시아닌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와 차이를 보였

다. Kang et al.(2003)은 당의 종류와 첨가 농도에 따른 오

디 안토시아닌 색소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sucrose 첨가

시 초기에 급격한 색소의 강도가 변화되며, 또한 가장 색

소의 강도가 감소되므로 오히려 glucose나 maltose를 첨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오디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효소 불활성

화 전처리가 오디 C3G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냉동된 오디를 가정용 전자렌지에 넣고 3분간 열처

리하였다. 그 결과, 설탕을 첨가한 오디잼을 제조하기 전

에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3분간 열처리하는 경우 냉동 오

디를 그대로 사용한 무처리 오디잼에 비해 C3G 함량이

높았다. 이는 red tart cherry를 100oC에서 45 ~ 60초 동안

열처리하여 약 10개월 정도 동결저장하면서 안토시아닌

색소의 손실을 방지하였다고 보고한 Siegel et al.(1971)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열처리가 색소의 변색에 관여하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색소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색고구마의 경우 동결 후 서서히 해동하는 경우

현저한 색소의 감소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완만 해

동시 산화에 의한 색소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고 보고하였다(RDA report 1996, 1997).

따라서 수확 후 저장방법이 자색고구마와 동일한 오디

의 경우, 오디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냉동된 오디를 해동

하지 말고 3분간 열처리하며, 첨가 당으로는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설

탕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구연산 첨가가 오디잼의 C3G 함량에 미치는 영향

각각의 당 첨가 및 blanching 처리한 오디에 0.2% 구연

산을 첨가하여 제조한 오디잼의 C3G 함량을 무처리구와

비교하였다(그림 4). 모든 처리구에서 구연산을 첨가하여

Fig. 3. cyanidin-3-glucoside(C3G) content of mulberry fruit jam

according to processing method.

Fig. 4. The effect of citric acid on mulberry fruit jam’s C3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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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오디잼의 C3G 함량이 무처리구에 비해 높았다.

특히 올리고당과 자일리톨을 첨가한 오디잼의 경우 구연

산의 첨가에 의해 C3G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공식품 제조시 저장성 연장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산이 이용되어지며, 유기산 중 하나인 구연산(citric acid)

은 청량음료, 과일쥬스, 과일젤리, 채소통조림, 유제품, 비

탄산음료, 마요네즈, salad dressing, french dressing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본 연구결과는 자색고구마(RDA report 1996, 1997), 나

무딸기(Park and Joo 1982) 등 안토시아닌 색소에 대한

유기산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구연산을

첨가하는 것이 오디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정성 및 맛에

대한 기호도를 증진시키므로 시급히 영농 현장에 보급시

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었다.

3. 첨가 당의 종류 및 보존기간별 오디잼의 항산화능 

분석

첨가 당의 종류 및 보존기간별 오디잼의 항산화능을 분

석하였다(표 1). 첨가 당의 경우 설탕 첨가구의 항산화능

이 가장 높았으며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른 항산화능 값

이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 또는 제조 당시보다 향상 되

었으나,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을 첨가한 경우와 열처리

한 오디잼의 경우 제조 1개월 후 오디잼의 항산화능 값

이 급격히 떨어졌다.

구연산을 첨가하여 오디잼을 제조한 경우 설탕 첨가구

에서는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올리고

당과 자일리톨을 첨가한 경우와 열처리한 오디잼의 경우

항산화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을 이용하여 오디잼을 제

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구연산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에서 구연산 첨가 및 당의 종류를 달리하여 오디잼

을 제조한 후 장기보관에 따른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정

성 및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냉동된 오

디는 열처리 후 설탕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

이 기능성성분인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정성 및 맛에 대

한 기호성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오디잼 제조시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 등을 첨가

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연산을 첨가하는 것이

색소 안정성 및 항산화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적 요

식품의 색은 관능적 품질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품질요

소로서 소비자의 기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색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

면서 식품 내 천연색소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항산

화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적 기능성이 알려짐에 따

라 천연색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뽕나무 오디는 새로운 천연색소원 및 기

능성 소재로서 유망시 되고 있다. 그러나 오디잼을 가공

하는 과정에서 고온가열에 의해 기능성 물질인 C3G 색

소의 파괴가 심하므로 C3G 색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공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냉동된 오디는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3분간 열처리하

여 색소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후

첨가 당은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보다는 설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연산 0.2 % 첨가하는 것이 오디잼의

맛 뿐만 아니라 색소 함량을 향상시켰다. 특히 올리고당

이나 자일리톨을 이용하여 오디잼을 제조한 경우 색소 안

정성에 대한 구연산 첨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연산을 첨가하여 오디잼을 제조한 경우 설탕 첨가

Table 1. Antioxidant ability analysis of mulberry fruit products according to processing method and storage period

(Ascorbic acid equivalents, nmol)

Method of processing
Storage period

0 month 1 month 2 months 3 months

Sucrose 40% 99.7 93.5 113.7 109.3

+Citric acid 0.2% 100.2 84.5 103.1 94.9

Oligosaccharide 40% 101.7 58.7 45.2 82.4

+Citric acid 0.2% 97.3 91.8 70.5 103.9

Xylitol 40% 96.8 53.9 51.1 62.6

+Citric acid 0.2% 81.9 64.2 72.9 67.4

Blanching treatment 91.6 50.9 87.1 83.5

+Citric acid 0.2% 94.5 78.6 81.9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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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항산화능 값이 가장 높았으나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았다. 반면, 올리고당과 자일리톨을 첨가한

경우와 열처리한 오디잼의 경우 항산화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설탕 첨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을 이용하여 오디잼을 제조하고

자 할 경우 반드시 구연산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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