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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블루베리 퓌레 열처리 시 pH 조절제의 품질 저하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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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aimed to minimize quality degradation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by thermal treatment at 90°C for 5 

min, with citric acid (CA) and acidic sodium metaphosphate (ASM) as pH modifiers. Methods: The color values, redness a, anthocyanin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elastase inhibition and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were evaluated for quality parameters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Results: The highest values of color value, redness a, anthocyanin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elastase inhibition and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were 1% CA+0.5% ASM followed by 1% CA and control. The quality parameters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trol and 1% CA+0.5% ASM treatment (p<0.05). Conclusion: 

During thermal treatment, quality degradation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was reduced by 1% CA+0.5% ASM treatment, which is 

expected for new acidu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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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Ericaceae)의 산앵두나무속(Vacciinium)

에 속하는 관목성 식물로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하이

부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로우부시 블루베

리(Vaccinium myritillus) 및 래빗아이 블루베리(Vaccinium 

ashei) 등 세 종류가 상업적으로 중요한 품종으로서 재배

되고 있다(Kim TC 등 2005). 블루베리는 국제연합식량농

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다섯 가지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선정하

였으며 국내에서도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서 2006년도 재배면적이 24 ha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는 1,516 ha로 증가하였다. 블루베리는 플라보놀(flavonol), 

카테킨류(catechins), 클로로겐산류(chlorogenic acids), 안

토시아닌(anthocyanin) 등의 폴리페놀화합물들을 다량 함

유하고 있으며(Seeram NP 등 2006) 여러 가지 뛰어난 생

체 조절 기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안토시아닌은 심

혈관 질환(Gaziano J 등 1995), 신경퇴행성질환(Prior RL 

& Wu X 2006), 암(Routray W & Orsat V 2011) 등의 만

성질환에 효과적이며, 안토시아닌 함량과 항산화활성은 

비례한다고 하였다(Chorfa N 등 2016).

베리류 가공과정에서의 열처리는 생리활성물질함량과 

생리활성도의 감소를 야기하는데, 특히 안토시아닌은 전

자가 하나 부족한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서 가공조건에

서 안토시아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

은 온도와 pH이다(Sui X 등 2014, Martynenko A & Chen 

Y 2016). 온도에 대한 영향력으로 pH 2.2조건에서 가공온

도를 100°C에서 165°C로 높임으로써 cyanidin-3-gluc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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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하속도상수를 분석한 결과 101.7배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Sui X 등 2014). 최근 비열처리방법으로 자

외선조사, 고압, 초음파, 전장펄스 등을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설투자비용, 운영비 등의 문제점으로 

산업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Martynenko A & 

Chen Y 2016). pH에 대한 영향력으로는 pH가 낮을수록 

온도에 따른 안토시아닌 저하속도상수가 작아진다고 보고

하였으며 pH 6.0 이상에서는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급격

히 나타난다고 하였다(Sui X 등 2014). 또한, 블루베리는 

pH에 따라 검붉은색, 푸른색, 자주색 등으로 나타난다(Li 

H 등 2012). 베리류의 가공과정에서 열처리는 필수공정인

데 그 이유는 살균이외에 폴리페놀 산화 효소(polyphenol 

oxidase, PPO)나 페록시다아제(peroxidase) 등의 효소작용

을 완전히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저장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의 함량 및 생리활성도 저하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

이다(Terefe NS 등 2010). 블루베리 퓌레를 -20°C에서 한 

달간 저장 시 blanching을 한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의 함

량이 17.6% 감소한 반면, 하지 않은 경우에는 28.0%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결과가 있다(Brambilla A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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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목적은 가공공정에서 pH 

저하를 통한 PPO 억제와 PPO 활성부위에 Cu
2+ 

결합을 하

여 갈변현상을 제어하는 것이다(Martinez MV & Whitaker 

JR 1995). 산성메타폴리인산나트륨(acidic sodium meta-  

phosphate)은 식품의 pH 저하 및 완충작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첨가물로 금속이온과 봉쇄(chelating)작용과 아울러 

갈변억제의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주스나 탄산음료의 권

장량(recommended usage)은 0.5%(w/v)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구연산 또는 산성메타인산나트륨을 이용한 농축 블

루베리 퓌레 제조 시 열처리과정에서 블루베리의 폴리페

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의 생리활성성분 함량과 

항산화, 탄력유지, 주름제거 및 미백 등의 기능성 저하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블루베리는 2015년도에 수확한 하이부시 품종으로 농

촌진흥청(Wanju, Korea)으로부터 수확 후 6시간 이내의 

것을 제공받았으며 백설탕(Cheiljedang, Incheon, Korea), 

구연산(Samchun, Pyeongtaek, Korea) 및 산성메타폴리인

산나트륨(SDBNI, Hwaseong, Korea)은 각각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2. 시료 전처리

블루베리는 제공받은 즉시 1%(w/v)의 구연산이 포함된 

설탕용액(40 °Brix)에 실온에서 1분 30초간 침지시킨 후 

꺼내서 지퍼백에 100 g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deep freezer  

(FD8153, Ilshinlab, Dongducheon, Korea)에 -70°C로 저장

하였다. 이때 구연산과 설탕용액 농도 및 침지시간은 예

비실험을 통하여 최적조건을 설정하였다. 

3. 농축 블루베리 퓌레 제조

전처리한 시료를 microwave(RE-21CN, Samsung, Suwon, 

Korea)로 1분간 해동한 다음 믹서기(HH-SBFII, Hurom, 

Gimhae, Korea)로 10분간 분쇄한 후 산성메타폴리인산나트

륨 0.5%(w/v)를 첨가하여 총 부피를 600 mL로 맞췄다. 시료

는 감압 농축기(BUCHI rotavapor R-124 and BUCHI water 

bath B-480, Hahnshin Scientific Co., Flawil, Switzerland)

로 40°C에서 20 °Brix까지 농축하였다. 농축한 블루베리 

퓌레의 열처리는 100 mL의 유리병(Duran, Seoul, Korea)

에 담은 후 90°C autoclave(HS-2005S-N, Vision scientific, 

Anyang, Korea)에서 5분간 진행하였다. 대조구는 블루베

리를 지퍼백에 100 g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70°C의 deep 

freezer(Ilshinlab)에 저장한 것을 microwave(Samsung)에

서 700 W로 1분간 해동한 다음, 농축 블루베리 퓌레를 

제조하였다. 처리군 1% citric acid(1% CA)는 앞선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지퍼백에 100 g 단위로 개별 포

장하여 deep freezer(Ilshinlab)에 -70°C로 저장한 것을 

microwave(Samsung)에서 700 W로 1분간 해동한 다음 농

축 블루베리 퓌레를 제조하였다.

4. pH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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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pH를 측

정하였다.

5. 색가

시료의 색가는 흡광도가 0.3-0.7의 범위가 되도록 pH 

3.0의 구연산 인산이나트륨 완충액(Duksan, Seoul, Korea)

을 가하여 10 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pH 

3.0의 구연산 인산이나트륨 완충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 층 1 cm, 파장 500-540 nm 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spectrophotometer(Optizen pop, Mecasy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색가를 구하였다.

Color value (E 10%, 1 cm) = 
B

A×

A: Absorbance of sample

B: Weight of sampl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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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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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ka, Japan)를 이용하여 각각의 L, a, b값을 측정하였다. 

색차계의 색도보정을 위해 사용된 calibration plate(No. 

21933148, Minolta Co., Osaka, Japan)의 L(lightne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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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Singleton VL & 

Rossi JA 1965)에 따라 각각 제조한 시료 0.1 mL와 DW 

3.9 mL를 취한 후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Junsei, 

Tokyo, Japan) 500 μ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5분 후에 

Na2CO3(Samchun, Pyeongtaek, Korea) 0.5 mL를 혼합하여 

30분간 암소에 방치하였다가 UV-VIS spectrophotometer  

(Mecasys)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을 구하기 위해 표준물질 gallic acid(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표준검량

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8.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ha HS 등(2007)의 방법에 의해 

각 시료 0.5 mL에 10% Al(NO3)3용액(Samchun, Pyeongtaek, 

Korea) 1 mL와 1 M potassium acetate 용액(Daejung, 

Samcheok, Korea) 0.1 mL를 첨가하고, 증류수 4.3 mL를 

더 첨가하였다. 각 시료를 실온에서 40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Mecasys)하였다. 이때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기 위한 표준물질로는 quercetin

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검량곡선을 사용하였다.

9. 총 안토시아닌 함량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Lee J 등(2005)의 pH differential 

method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 0.1 mL에 1,900 μL

의 pH　 1.0 buffer(0.2 M KCl+0.2 M HCl)(Daejung, 

Samcheok, Korea)와 1,900 μL의 pH 4.5 buffer(0.2 M 

potassium phosphate+0.2 M citric acid)(Daejung, Samcheok, 

Korea)를 각각 가하여 최종부피를 2 mL로 한 다음 520 

nm 및 700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각각 측정

(Mecasys)하였다. 총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cyanidin-3-  

glucoside의 몰흡광계수(ε=26,900 M
-1

cm
-1

)를 이용하여 다

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Total anthocyanin contents (mg/100 g)

= 
× V

A× MW× 

A (absorbance value)

= (A510 nm - A700 nm)pH1.0 - (A510 nm - A700 nm)p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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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PPH 라디칼 소거능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2,2-diphenyl-1- 

picryl-hydrazyl)의 환원에 의한 자유 라디칼 소거능력을 

측정하였다(Blois MS 1958). 각 시료용액을 각각 0.3 mg

씩 2.0×10
-4

 M DPPH methanol solution(Sigma-Aldrich 

Co., St. Louis, USA) 2.5 mL에 첨가하여 최종 반응액이 

2.8 mL가 되도록 하였다. 10초간 진탕하여 상온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Mecasys)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얻은 결과는 

대조구에 대한 소거능력(%)으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

A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control

11. SOD-like 활성능

SOD-like 활성능은 Marklund S & Marklund G(1974)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일정 농도의 시료 0.2 mL, 

tris-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10 mM EDTA, pH 8.5로 보정)(Daejung, Samcheok, 

Korea) 3 mL, 7.2 mM pyrogallol(Sigma-Aldrich Co., St. 

Louis, USA) 0.2 mL를 첨가하여 25°C에서 10분간 반응

시키고 1 N HCl(Daejung, Samcheok, Korea) 1 mL를 가

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Mecasys)하였고, SOD-  

like 활성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

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SOD-like activity (%) = 
B

A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blank 

12. Hydroxyl 라디칼 소거능

Hydroxyl 라디칼 소거능은 Gutterridge JM(1984)의 방

법에 따라, Fenton 반응에 의한 2-deoxyriose가 hydroxyl 

라디칼에 의해 산화되어 malonaldehyde로 변환된 후 

chromagen을 형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2.8 mM 2-deoxy-D-ribose와 1.4 mM H2O2(Samchun, 

Pyeongtaek, Korea)를 함유하는 10 mM potassium p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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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te buffer(pH 7.4)(Samchun, Pyeongtaek, Korea)를 일정

량의 증류수에 녹인 각각의 시료와 프리믹스 EDTA/FeCl2 

(100 uM EDTA pH 7.0, 20 uM FeCl2)(Sigma-Aldrich 

Co., St. Louis, USA)를 첨가하여 최종 반응액이 2.0 mL

가 되게 한 후 37°C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0% 

trichloroacetic acid(TCA)(Daejung, Samcheok, Korea)로 반

응을 중지시키고 1% thiobarbituronic acid(TBA)(Daejung, 

Samcheok, Korea)와 혼합하여 95°C에서 20분간 반응

시킨 후 실온에서 냉각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Mecasys)하였다. 같은 시료로 반응 시간 없이 동일한 과

정을 반복하였고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hydroxyl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C D

A B
× 

A: Absorbance of sample (4 hr)

B: Absorbance of sample (0 time)

C: Absorbance of blank (4 hr)

D: Absorbance of blank (0 time)

13. Hydrogen peroxide 소거능

Hydrogen peroxide 소거능은 Müller HE(1985)의 방법

에 따라 시료 0.2 mL에 phosphate buffer(pH 5.0, 0.2M)  

(Samchun, Pyeongtaek, Korea) 1 mL, 1 mM H2O2 0.2 mL

를 넣어 37°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1.25 mM 

ABTS(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3 mL와 

PBS에 녹인 1 ug/mL peroxida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3 mL를 넣고 혼합한 후 37°C에서 10

분간 반응시키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Mecasys)하

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hydroxyl 라디칼 소

거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

= 
B

A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control

14. Elastase 저해활성

Elastase 저해활성은 Kraunsoe JA 등(1996)의 방법에 따

라 0.2 M tris-HCl buffer 용액(pH 8.0)(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2 mL에 0.8 mM N-succinyl-(Ala)3- 

p-nitroanilin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 

mL 및 시료 0.2 mL를 가한 후 25°C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elastase(pancreatic from porcine pancreas, Type IV, 6 

units/mg protein, 1 μg/mL, Sigma-Aldrich Co., St. Louis, 

USA) 0.2 mL를 가하여 410 nm에서 0 time에서의 흡광도를 

측정(Mecasys)한 후 다시 25°C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얼음

물 냉침으로 반응을 정지한 후 흡광도를 측정(Mecasys)하

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buffer 용액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elastase 저해활성(%)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 = 
C D

A B
× 

A: Absorbance of sample (20 min)

B: Absorbance of sample (0 min)

C: Absorbance of blank (20 min)

D: Absorbance of blank (0 min) 

15. 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은 dopachrome법(Hearing VJ 1987)

을 이용하여 분광광도계(Mecasys)로 측정하였다.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5) 2 mL 및 2 mM L-  

tyrosin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2 mL

의 혼합액에 시료 0.2 mL를 첨가하였다. 여기에 mushroom 

tyrosinase(100 units/mL, ≥1000 unit/mg solid, EC 1.14.18.1,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 mL를 첨가

하여 37°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Mecasys)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

=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sample without enzyme

C: Absorbance of blank 

16.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3반복으로 수행된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SAS(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한 후 p<0.0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처리군 간의 유의

성 검정을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농축 딸기 퓌레의 외관

열처리 전과 후의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외관 사진은 

Fig. 1과 같다. 대조군과 1% CA(citric acid) 처리군은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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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rmal 

treatment

After thermal 

treatment

Fig. 1. Appearances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befor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A: control; B: 1% citric acid (CA); C:

1% CA+0.5% acidic sodium metaphosphate (ASM).

Sample pH

Control 2.51

1% CA
1)

2.53

1% CA+0.5% ASM
2)

1.60

1) 
Citric acid.

2) 
Acidic sodium metaphosphate.

Table 1. pH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after thermal 

treatment

은 색상이 줄어든 반면에 1% CA+0.5% ASM(acidic 

sodium metaphosphate) 처리군은 열처리 전과 후 색상이 

유사하였다. 대조구와 1% CA 처리군에서 일어난 현상은 

열처리 과정에서 산화와 화학반응에 의한 안토시아닌의 

감소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였다(Marklund S & Marklund 

G 1974). 붉은 양배추의 경우 열처리 방법에 따라서 

blanching, boiling, steaming의 경우 각각 59%, 41%, 29%

의 안토시아닌이 손실되었다고 하였다(Torskangerpoll K 

& Anderson ØM 2005). 반면에 1% CA+0.5% ASM 처리

군은 열처리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의 감소를 억제시

킴으로써 색상의 저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pH

열처리한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조군과 1% CA 처리군에서 각각 2.51

과 2.53으로 두 시료 간에 변화는 없었고, 1% CA+0.5% 

ASM 처리군이 1.61로 작은 값을 보였다. 하이드록시기

(-OH)를 가지는 다염기 카복실산인 CA는 약한 유기산으

로서 pH 저하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식품 갈변 방지 및 비타민 C 안정제 등으로 이용되는 

ASM은 pH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조절(modulation)은 phenolic 화합물의 이성화, 분자 

내부와 상호간의 공액 색소화(co-pigmentation) 및 자가 

결합(self-association) 등의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Torskangerpoll K & Anderson ØM 2005).

3.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색가 및 색도

열처리한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색가 및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색가는 1% CA+0.5% ASM 처리

군이 172.832로 가장 높았고 1% CA 처리군이 145.802, 

대조군이 111.7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시료 간

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색가 측정은 일반적으

로 3-O-glucosylated 안토시아닌의 최대 흡수 파장대인 

510-530 nm(He J & Giusti MM 2011)를 이용하거나, 단

일파장으로서 malvidin 3-O-glucoside의 최대 흡수 파장대

인 540 nm(Guillotin S 등 2009)로 측정하지만 본 실험에

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의 측정방법인 500-540 nm 흡수 파

장 대에서의 흡광도로 분석하였으며, 안토시아닌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Kim HS 등 2014). 열처리

한 농축 블루베리 퓌레 색도의 경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도 1% CA+0.5% ASM 처리군이 4.130으로 가장 

높았으며, 1% CA 처리군이 3.404, 대조군이 3.156으로 

나타났고 색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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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lor value
Chromaticity

L a b

Control 111.797±0.318
3)c4)

34.446±0.800
a

3.156±0.034
c

-3.363±0.030
c

1% CA
1)

145.802±3.437
b

34.164±0.622
a

3.404±0.032
b

-3.291±0.053
b

1% CA+0.5% ASM
2)

172.832±1.662
a

34.368±0.951
a

4.130±0.068
a

-3.137±0.061
a

1) 
Citric acid.

2) 
Acidic sodium metaphosphate.

3) 
Mean±SD.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olor value and chromaticity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after thermal treatment

Sample
Total polyphenol contents 

(mg/mL)

Total flavonoid contents

(mg/mL)

Total anthocyanin contents 

(mg/100 g)

Control 65.136±1.342
3)c4)

48.950±3.517
c

128.693±6.990
b

1% CA
1)

72.310±0.787
b

55.578±1.834
b

154.123±8.153
a

1% CA+0.5% ASM
2)

96.345±0.757
a

78.200±2.541
a

164.062±32.238
a

1) 
Citric acid.

2) 
Acidic sodium metaphosphate.

3) 
Mean±SD.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Total polyphenol, flavonoid and anthocyanin contents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after thermal treatment

1% CA 처리군, 1% CA+0.5% ASM 처리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황색도인 b값의 경우 대조군

이 -3.363으로 가장 청색에 가까웠으며 1% CA 처리군, 

1% CA+0.5% ASM 처리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처리

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안토시아닌은 

pH에 따라서 색상이 변화되는데 pH 1에서는 붉은 색

상을 나타내고, pH 2-4에서는 푸른 색상을 보이며, pH 

7 이상에서는 aldehyde와 phenolic acid로 분해된다

(Fleschhut J 등 2006). pH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띄게 되

는 것은 red flavyilium ion에 기인된다고 하였다(Cooper-  

Driver GA 2001). 블루베리 농축주스의 경우 안토시아닌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 색가(Kim HS 등 

2014)와 색도의 a값(Pan YZ 등 2014)의 결과를 볼 때, 

1% CA+0.5% ASM 처리는 블루베리 농축 퓌레의 열처

리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의 감소를 억제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4.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열처리한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총 폴리페놀 함량, 플

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2차 대사산물로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분자 내에 포함된 페놀성 하이드록시기

(phenolic hydroxyl, OH)가 단백질 및 거대 분자와 결합함

으로써 항산화(Kim SM 등 2014), 항암(Tsai HC 등 2016)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alpha-amylase and alpha-  

glucosidase의 활성을 제어(Tsuda T 등 2003)함으로써 비

만과 type II 당뇨병(Tsuda T 등 2003)을 예방할 수 있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서는 대조군과 1% CA 처리군의 결과 

값이 각각 65.136 mg/mL와 72.310 mg/mL로 나타났으며, 

1% CA+0.5% ASM의 결과 값은 96.345 mg/mL로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고 세 가지 시료 간에 유의

성 차이가 있었다(p<0.05). 플라보노이드는 과일, 채소 꽃 

등의 노란색, 붉은색과 푸른색을 띄게 하는 성분으로서 

기본물질은 flavone으로 2-phenylbenzopyrone의 구조를 갖

고 있다. 플라보노이드 색소들은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나 

glucose, rhamnose 등과 결합된 배당체로도 존재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산에 대하여는 안정하지만 알칼리 조건이

나 가열 시에는 당 결합이 가수분해 되어 aglycon이 유리

된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도 1% CA+0.5% ASM이 

가장 높은 값으로 78.200 mg/mL이였으며 1% CA 처리군

(55.578 mg/mL), 대조군(48.950 mg/mL) 순으로 나타났고 

시료 간에 유의성 차이가 있었다(p<0.05).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flavonoid 색소로서 식물체에 존재하며 적색에서 

청색에 이르는 다양한 색을 발현하는 색소이고 모두 안

토시아니딘(anthocyanidin) 배당체로서 안토시아니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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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PPH radical scavenging SOD-like activity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Hydroxyl radical 

scavenging

Control  77.050±0.366
3)c4)

49.825±2.757
b

74.900±0.177
c

48.889±6.170
b

1% CA
1)

80.399±0.394
b

50.249±4.547
b

84.671±0.451
b

54.574±0.537
b

1% CA+0.5% ASM
2)

87.338±0.891
a

68.105±4.649
a

92.311±1.651
a

58.826±2.455
a

1) 
Citric acid.

2) 
Acidic sodium metaphosphate.

3) 
Mean±SD.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Antioxidant activity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after thermal treatment (%)

flavyilium(2-phenyl-1-benzopyrilim)의 기본 구조에 수산기 

또는 메톡실기가 치환되어있는 구조를 가진다(Choi SJ 

2010). 블루베리에는 25가지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존재하

며 그중 malvidin, delphinidin, petunidin 및 cyanidin이 주

요 아글리콘(aglycone)이며 주로 블루베리의 표피에 많이 

존재한다(Gao L & Mazza G 1994). 안토시아닌은 열에 

민감하여 블랙베리 퓌레 제조과정에서 95°C에서 3분간 

열처리 시 43%의 함량 감소가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ager TJ 등 2008). 총 안토시아닌 함량에서도 1% 

CA+0.5% ASM 처리군이 164.062 mg/100 g으로 가장 높

은 값을 보였으며, 1% CA 처리군, 대조군 순으로 각각 

154.123 및 128.693 mg/100 g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1% CA+0.5% ASM 처리가 열처리 과정에서 총 폴

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감소를 억제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항산화활성

열처리한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항산화활성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항

산화활성 물질이 DPPH의 라디칼을 소거시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Jung SJ 등 2004). 

대조군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77.050%, 1% CA 처

리군은 80.399%, 1% CA+0.5% ASM 처리군은 87.338%

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세 처리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

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았던 1% CA+0.5% 

ASM 처리군(Table 3)에서 항산화능인 DPPH 라디칼 

소거능 역시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이 많을

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증가한다고 하였다(Kim 

EJ 등 2012). SOD(superoxide dismutase)는 생체 내에서 

O2-(superoxide)의 소거에 관여하는 효소이며 생체 내에

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산화적 장애를 초래하

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의 억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OD-like activity를 측정하게 된다. SOD-like activity 측

정한 결과 대조군과 1% CA 처리군은 각각 49.825%와 

50.249%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 CA+  

0.5% ASM 처리군이 68.105%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

였으며 다른 두 시료와 유의성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SOD-like activity는 폴리페놀 화합물 또는 플

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Azuma K 등 1999). Hydrogen peroxide  (H2O2) 

소거활성에서는 대조군, 1% CA 처리군, 1% CA+0.5% 

ASM 처리군의 결과 값이 각각 74.900%, 84.671%, 

92.311%로 나타났으며 세 처리군 간에 유의성 차이를 

보였다(p<0.05).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역시 1% CA+0.5% ASM 처리군에서 가장 높

은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을 보였다. Hydroxyl 라디

칼 소거활성의 경우 대조군은 48.889%로 가장 낮았으며 

1% CA 처리군과 1% CA+0.5% ASM 처리군에서는 각

각 54.574%와 58.82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열처리 

과정에서 1% CA+0.5% ASM 처리가 항산화 활성 저하

를 억제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elastase 및 tyrosinase 저

해활성

Elastase는 진피 내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또 다른 중요 단백질인 콜라겐을 분

해할 수 있는 비특이적 가수분해효소이다(Bu HJ 등 

2006). 따라서 elastase 저해활성은 피부 탄력성과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Tsuji N 등 2001). 열처리한 블루베

리 농축 퓌레의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Table 5), 대

조군, 1% CA 처리군 및 1% CA+1% ASM 처리군의 결

과 값이 각각 34.398%, 39.058% 및 49.376%로 세 가지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5) 폴리페놀은 

elastase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Wittenauer 

J 등 2015). Melanogenesis는 여러 단계의 연속적인 반응

을 통하여 melanin을 생성하며 특히 첫 단계를 진행하는 

tyrosinase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rate-limiting 효소

로 알려져 있다.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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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Control 34.398±0.486
3)c4)

78.324±1.447
b

1% CA
1)

39.058±0.929
b

82.243±1.623
b

1% CA+0.5% ASM
2)

49.376±0.814
a

97.465±1.684
a

1) 
Citric acid.

2) 
Acidic sodium metaphosphate.

3) 
Mean±SD.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Elastase inhibition and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of concentrated blueberry puree after thermal treatment (%)

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melanin의 생성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주근깨, 기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고 하였으며(Kim SH 등 2013) 플라보노이드는 tyrosinase

의 활성을 저해한다고 하였다(Maack A & Pegard A 

2016). 열처리한 블루베리 농축 퓌레의 tyrosinase 저해활

성을 측정한 결과(Table 5), 대조군 78.324%와 1% CA 처

리군 82.243%로 유의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 

CA+0.5% ASM 처리군은 97.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른 두 시료와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축 블루베리 퓌레를 제조 시 구연산(CA) 

또는 산성메타인산나트륨(ASM)을 산미료로써 이용하여 

열처리 과정에서 블루베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열처리한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색가는 1% 

CA+0.5% ASM 처리군이 172.832로 가장 높았고, 1% CA 

처리군이 145.802, 대조군이 111.7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색도의 경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도 1% CA+0.5% 

ASM 처리군이 4.130으로 가장 높았으며, 1% CA 처리군

이 3.404, 대조군이 3.156으로 나타났다. 총 안토시아닌 함

량에서는 1% CA+0.5% ASM 처리군이 164.062 mg/100 g, 

1% CA 처리군, 대조군 순으로 각각 154.123과 128.693 

mg/100 g으로 나타났다. 항산화활성으로써 DPPH 라디

칼 소거능의 경우 대조군은 77.050%, 1% CA 처리군은 

80.399%, 1% CA+0.5% ASM 처리군은 87.338%로 각각 

나타났다. Elastase 저해활성에서는 대조군, 1% CA, 1% 

CA+0.5% ASM 처리군의 결과 값은 각각 34.398%, 

39.058% 및 49.376%로 나타났다. Tyrosinase 저해 활성에

서는 대조군 78.324%, 1% CA 처리군 82.243%, 1% 

CA+0.5% ASM 처리군은 97.465%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모든 분석치에서 대조군과 1% CA+0.5% ASM 처리

군 간에는 유의성 차이가 있었다(p<0.05). 본 결과를 통해 

1% CA+0.5% ASM 처리가 농축 블루베리 퓌레의 열처리

과정에서 기능성성분과 생리활성의 저하를 억제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산미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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