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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에 따른 아로니아 앙금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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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white bean paste prepared with various amounts 
of aronia powder (as ratios of 0%, 2%, 4%, 6%, 8%, 10%). The result shows that the pH of white bean paste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addition of aronia powder. From chromatography, the brightness, L-value was decreased by increasing the 
adding rate of aronia powder. The a-value of sample group adding 2% of aronia powder was the highest and that of sample 
group adding 8% was the lowest (p<0.01). Sample group adding 8% of aronia powder achieved the highest appraisal from many 
factors, such a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brittleness, and adhesiveness. The total polyphenols and anthocyanin contents 
were proportional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level of aronia powder added in white bean paste. The antioxidant activity 
measured by DPPH and NSA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and increased proportionally to 
the aronia powder concentration. The result of sensory test shows that sample group adding 6% of aronia powder achieved the 
highes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ddition of 6% aronia powder may be the best substitution ratio 
for white bean paste of the improvement of sensory preference and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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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블랙쵸크베리(black cho- 
keberry)라고도 불리며,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베리류
로 다년생 낙엽관목으로 주로 북부 아메리카지역이 원산지

이며, 열매는약용이나식용으로이용되고있다(Chung, 2014), 
과실은 광택이 없는 검보라색의 이과(梨果)로 직경 10∼15 
mm까지 비대하며, 과실 100 g당 수분 84.36 g, 지질 0.14 
g, 단백질 0.70 g, 탄수화물 14.37 g, 회분 0.44 g으로 구성되
었고, 그 외에 폴리페놀, 비타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등
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Tanaka & Tanaka, 2001). 2006년 국
내에 도입되어 충북 단양, 전북 고창, 경북 상주 등이 아로
니아주산지로주목받고있다(RDA, 2015). 국내재배면적은 
2013년 336.4 ha, 2014년 1,100.6 ha, 2015년 1,269.6 ha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DA, 2015). 아로니아는 천연색소
나 주스, 잼, 와인 등과 같은 가공제품으로 이용되며(Yoon, 
Kim, Kim, Kim, & Eom, 2014), 아로니아는한번파종해놓으
면 10년넘게장기간수확을할수있기때문에고령농가에 
적합한작물이며, 주요함유성분으로는 polymeric proanthocy- 
anidins, chlorogenic acid, neochlorogenic acid, cyanidin-3-O- 
galactoside, cyanidin-3-O-arabinoside가 있으며(Oszmiański & 
Wojdylo, 2005), 항산화효과(Chang., Choi, & Chun, 2008; Hwang, 
Yoon, Lee, Cha, & Kim, 2014), 항암(Kędzierska et al., 2013), 
항염(Zapolska-Downar, Bryk, Małecki, Hajdukiewicz, & Sit- 
kiewicz, 2012; Yang, Oh, & Yoo, 2015), 항당뇨(Damnjanovic 
et al., 2015), 항돌연변이(Ga̧siorowski et al., 1997), 심혈관질환
(Bijak, et al., 2013), 주름개선효과(Kim, Kim, Choi, & Lee, 
2014) 등의 다양한 질병 예방 및 건강 개선의 기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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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로니아의 항산화 기능 등이 입증되면서 아로니아를활

용한 제품연구로는 아로니아 첨가 요구르트 드레싱(Park, 
Kwon, & Moon, 2015), 아로니아 첨가 쿠키(Lee, & Yoon, 
2016), 아로니아첨가혼합잼(Park et al., 2016), 아로니아첨가 
식빵(Yoon, Kim, Kim, Kim, & Eom, 2014), 아로니아첨가설
기떡(Park, 2014) 및 아로니아 첨가 막걸리(Lee, Kim, Hwang, 
& Shim, 2014) 등이기능성가공품으로제조한뒤품질특성
을분석한연구결과등다양한선행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본 실험의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

은 139.16 mgC3G/100g이었으며, 영양성분분석결과는 100 g
을기준으로수분 8.74 g, 회분 3.17 g, 탄수화물 80.90 g, 조단
백질 5.13 g, 조지방 2.06 g, 열량은 362.66 kcal를나타내었다.
앙금은 제과업계에서 다량으로 필요로 하며, 시장규모도

커지고, 우리입맛에도익숙한제품으로소비량이증가하고 
있다. 백앙금의 주재료는 강낭콩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강
낭콩은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낮고, 탄수화물이 높고, 앙금
의형태로빵, 과자의속 재료로 많이 이용된다(Park & Cho, 
1995).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에서는앙금의원료로는콩, 
팥, 강낭콩, 완두, 잠두 등이 있으며, 제조방법에 따라 고운
앙금, 으깬앙금, 통팥앙금으로 나누며, 앙금과 설탕 배합량
에 따라 보통배합 설탕 65∼75%, 중배합 설탕 80∼90%, 고
배합설탕 90∼100%로나누어진다고하였다. 사용량이많은
앙금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연시첨가앙금 찹쌀떡(Jung, 
2016), 렌틸콩 첨가 앙금 양갱(Noh, Kim, & Yook, 2016), 단
감첨가 앙금(Choi, Kim, Cho, & Park, 2011) 울금 양갱(Kim, 
Choi, & Kim, 2014)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와 같이 순수 농산물 생

산은 가공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생과 시장으로도
판로가 없어 생산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아로니아 특유
의 탄닌 함량이 높아 떫은맛이 강하여 생과에 대해 거부감

이 있어 기존의 생식용 과실재배와는 다른 가공방법의 개

발이 필요하다.
아로니아가 식품으로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아로니아 자

체의 선명한 색소를 살리며 떫은맛을 제거하기 위해 고소

한 누룽지 분말과 앙금의 당 성분 조합으로 떫은맛을 완화

시켜 아로니아가 함유된 앙금 제품으로 활용하면 항산화, 
항암, 항염, 항당뇨,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로
인하여 건강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로니아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상품성을 증대시켜 앙금의 부재료로써 아

로니아 분말을 첨가하여 이화학적 특성과 기호도를 측정하

여 아로니아 앙금 제조의 적합한 최적조건을 제시하고, 물
리적 및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앙금제조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아로니아 분말(Aronia Powder)은 전북
익산 소재의 산마루(주)에서 2016년 8월에 채취한 후, 세척
및 동결건조분말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하며 사용하였다. 갈
변이 있는 누룽지는 항산화의 생리활성도 증가시키며 구수

하고 독특한 향미로 아로니아의 떫은맛을 제거하기 위해

산마루(주)에서 누룽지분말을 구입하였다. 앙금제조의 원
료인 백앙금(Daedoofood, Jeonbuk, Korea)을 시중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2. 앙금의 제조

아로니아분말을첨가하여제조한앙금의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앙금의 재료배합은 예비실험을 거쳐 결정
된대조구의백앙금총무게에대한비율(0%, 2%, 4%, 6%, 8%, 
10%)로 아로니아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백앙금 반
죽에 물 100 mL를 넣고 아로니아 분말과 누룽지 분말을 넣
은다음 3분동안잘저어 5분간불린후중불로 5분간가열
하여 3시간방냉후지름 3.5 cm 원형으로만든다음실험에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1) 앙금의 pH 및 당도 측정

앙금의 pH는 반죽 5 g과 증류수 45 mL를 넣고 교반시킨
후, 여과한 여액을 pH meter(pH 210, HANNA, Italy)로 측정
하였다. 당도는 당도계(PR-210α, Atago Co., Japan)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모든시료는 5회 반복측정하여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2) 앙금의 색도 측정

앙금의 색도는 색차계(CM-3500, Minolta Inc., Japan)를 사
용하여 앙금 표면의 L(명도)값, a(적색도)값, b(황색도)값을
3회 반복 측정,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
준 백판의 L, a, b값은 각각 26.10, 8.76, —0.72이었다.

3) 앙금의 Texture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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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r for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Ingredients (%)
Samples1)

AP0 AP2 AP4 AP6 AP8 AP10

White bean paste 500 490 480 470 460 450

Water 100 100 100 100 100 100

Aronia powder 0 10 20 30 40 50

Nurungji powder 10 10 10 10 10 10

1) AP0: Control (white bean paste with 0% aronia powder).
AP2: white bean paste with 2% aronia powder.
AP4: white bean paste with 4% aronia powder.
AP6: white bean paste with 6% aronia powder.
AP8: white bean paste with 8% aronia powder.
AP10: white bean paste with 10% aronia powder.

앙금의조직감측정은앙금을일정한크기(3.5 cm × 2 cm)
의원형으로자른다음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Japan)를 이용하여 distance 5 mm, plunger diameter 3 
mm, table speed 60 mm/s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
료는 4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항산화능

(1)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쇄한앙금 1 g에메탄올 9 mL를가하여 실온에서 24시
간 추출한 뒤, 3,6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centrifuge 
5810 R, Eppendorf AG, Germany)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용
액으로 사용하였다. 메탄올에 녹인 시료 1 mL에 60 mM 
DPPH 용액 3 mL를첨가하여섞은뒤 20분간정치한후 517 
nm에서 흡광도(Optizen POP, Mecasys co., Korea)를 측정하
였다. DPPH 라디칼소거능은아래의식에의해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

(2) Total Polyphenol 함량 측정

시료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 법에 의해
비색정량하였다. 시료 1 mL에 phenol reagent 1 mL를 가하
여 3분간 정치한 후 10% Na2CO3 1 mL를 혼합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곡선은 gallic acid 용액으로 작성하였고,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사용된 원료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 Total Anthocyanin 함량측정

총안토시아닌함량은시료 0.4 mL에 3.6 mL의 pH 1.0 bu- 
ffer(0.2 M KCl + 0.2 M HCl)와 pH 4.5 buffer(0.2 M potassium 
phosphate + 0.1 M citric acid)를각각혼합한후 510 nm와 700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였다. 총안토시아닌함량은 cyanidin- 
3-glucoside의 몰흡광계수(ε=26900 L⋅M—1⋅cm—1)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4) NSA 아질산염 소거능

시료 1 mL에 1 mM 아질산나트륨 용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 및 0.1 M 구연산완충액(pH 3.0)을가하여반응용
액의총 부피를 10 mL로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과 Griess 시약을 차
례로 가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측정하여 시료무첨가구
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5) 관능검사

앙금의 관능검사는 대학생 40명(평균연령 23.3세, 여학생
20명, 남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
에대해잘인지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한후실시하였다. 
앙금은 생수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앙금의 외
관(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대한 기호도를 7점척도법
(7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나쁘다)로 평가하였다.

4. 통계처리

앙금의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관능검사 결과는 분
산분석(ANOVA)과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성 검정을 하였으며, 모든 통계자료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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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of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Value
Samples1)

F-value
AP0 AP2 AP4 AP6 AP8 AP10

pH 6.53±0.00e 5.91±0.15d 5.60±0.15c 5.24±0.02b 4.91±0.17a 4.84±0.00a 248.051***

°Brix 4.63±0.58a 5.57±0.58c 5.90±0.17d 6.10±0.10d 4.66±0.11a 5.23±0.23b  60.547***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계 package SPSS 21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pH 및 당도

아로니아분말첨가 앙금반죽의 pH 및당도를 측정한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앙금 pH는 대조군이 6.53으로가장 높
았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군이 5.91～4.84로 낮았고, 아로
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한 아로니아 분말의 pH가 3.90으로 낮
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앙금 반죽의 pH
에 영향을 준 것이며, 아로니아에 tartaric acid, citric acid, 
malicacid, acetic acid 등의유기산을함유(Park, Kwon, & Moon, 
2015)하고 있어 첨가량에 비례하여 pH가 감소한 것으로 판
단된다.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 당도는 대조군이 4.60으
로 가장 높았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군이 5.50～5.30으로
낮았고,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아로니아 분말을 첨가할수록 앙금을 대신하였기 때문

에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도가 높은 앙

금이 감소하여 당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앙금의 색도 및 외관 관찰

아로니아 분말첨가 앙금의 외관 및 색도 측정결과는 Fig. 
1, Fig. 2 및 Table 3과같다. 아로니아를첨가한앙금의명도
L값은대조군이 64.14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아로니아분
말 첨가군이 35.08∼14.50으로 나타나 아로니아 분말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적색도 a
값은 아로니아 분말을 첨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

으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황색도 b값은
대조군이 15.51로 가장높았고, 아로니아 분말 4% 첨가군이
—1.48로 가장 낮았다. 아로니아 분말을 첨가할수록 앙금의
색도는 명도 L값과 적색도 a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황색도 b값은일정한경향을보이지는않았지만, 대조군보다

Fig. 1. Visual comparison of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Fig. 2. Visual comparison of cake containing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아로니아 분말첨가 머핀(Park 
& Chung, 2014), 아로니아 분말 첨가 설기떡(Park, 2014), 아
로니아 즙 첨가 양갱(Hwang & Lee, 2013)에서 아로니아 분
말을 첨가할수록 L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3. 앙금의 Texture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의 Texture 측정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조직감 측정에서 아로니아 첨가 앙금의 대조군의
경도는 390.98 g/cm2로 나타났고 아로니아 분말첨가군은

326.70∼542.53 g/cm2으로나타나, 시료간의유의적인차이가 
있었다(p<0.001). 아로니아 분말 10% 첨가군(308.08 g/cm2)
이 가장 낮았으며, 아로니아 분말 6% 첨가군(542.53 g/cm2)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로니아 분말 2%, 8%, 10%첨가군
은 대조군보다 낮은 경도 값을 보였다. 아로니아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경도가 최대 5.67%까지 감소하
였다. 이는 아로니아 분말 첨가 설기떡(Park, 2014)에서 아
로니아분말을증가첨가하면경도가감소하고, 아로니아분
말 첨가 청포묵(Hwang, & Nhuan, 2014)은 아로니아 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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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of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Hunter
color value

Samples1)

F-value
AP0 AP2 AP4 AP6 AP8 AP10

L 64.10±1.68e 35.08±2.58d  24.46±3.64c  21.06±1.67bc 18.14±1.23ab 14.50±1.48a 207.386**

a  2.45±0.28a 10.30±0.62c   9.19±0.43c   5.61±2.76b  3.57±0.26ab  4.81±0.48b  20.536**

b 15.51±0.64e  0.14±0.19b —0.61±0.25a —1.48±0.94a  1.64±0.67c  2.97±0.13d 390.073**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1.

Table 4. Textural properties of white bean paste incorporated with different levels of aronia powder

Texture
properties

Samples1)

F-value
AP0 AP2 AP4 AP6 AP8 AP10

Hardness (g/cm2)  390.98±40.71c 326.70±16.61ab 460.20±15.91d 542.53±82.01e 371.90±16.80bc  308.08±0.95a 19.249***

Springness (%)   41.91±45.35  10.47±6.46  25.88±22.39  21.07±14.24   47.20±23.58   45.75±22.30  1.418

Cohesiveness (%)   15.66±10.42a   5.89±3.54a  11.66±5.66a  14.12±12.85a   43.90±32.03b   22.49±10.94ab  2.928*

Chewiness (g)   18.98±13.32   6.50±3.88  20.34±10.71  26.13±23.55   63.95±48.56   26.34±12.81  2.689

Brittleness (g) 1,037.85±1,265.10  85.33±68.32 691.41±938.19 792.57±1,184.30 3,481.08±2,985.51 1,253.44±741.25  2.479

Adhesiveness (g)   —9.00±1.15a —5.25±6.18a —8.25±5.50a —5.00±5.77a  —10.50±0.58a   —9.50±0.58a  1.206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5, *** p<0.001.

첨가하였을 때 경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나

타내었다. 탄력성은 대조군보다 아로니아 분말을 첨가하였
을때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아로니아분말 6% 첨가에
서 약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집성, 씹힙
성, 깨짐성, 접착성은대조군보다아로니아분말 8% 첨가군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아로니아분말첨가시 아로니아앙금은대

조군보다 경도는 6%가 높고, 탄력성, 응집성, 씹힙성, 깨짐
성, 점착성은 8%일때가장높았으며, 아로니아분말을 10% 
첨가하면아로니아분말 8% 첨가보다탄력성, 응집성, 씹힙
성, 깨짐성, 점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4. 항산화능

아로니아분말첨가앙금의항산화능에대한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 대조군의 DPPH 
라디칼소거능은 3.70%였으며, 아로니아분말첨가군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20.53∼85.57%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
다(p<0.001). 아로니아 분말첨가량이 많을수록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증가하여 10% 첨가군에서 가장 높았다. 전자
공여능은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물질의 항산화작용 지표이
며, 환원력이 높으면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전
자공여능이 증가한다는 것은 항산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험의 결과로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의 전자공여
능의 증가는 항산화 활성의 증가로 볼 수 있었다. 건조방법
에따른아로니아열수추출물의항산화활성에서동결건조 
아로니아가 DPPH 65.5%로나타내어아로니아자체의강한
항산화성분이많이존재한다고하였다(Hwang & Nhuan, 201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의 DPPH 라
디칼소거능이높아노화억제가되는아로니아앙금으로제

과나 제빵품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폴리페놀함량은 대조군 21.87 첨가군 38.17∼178.32로

대조군보다 1.7∼8배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0% 첨가군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로니아 분말 첨가 머핀(Park & 
Chung, 2014)은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
핀에함유된총페놀화합물의함량이대조군에비해 6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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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ioxidant activity of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Value
Samples1)

F-value
AP0 AP2 AP4 AP6 AP8 AP10

DPPH (%)  3.70±0.549a 20.53±0.310b  39.63±0.769c  56.33±0.266d  72.64±0.694e  85.57±0.581f 9,249.56***

Total phenol
(mg GAE/100g) 21.87±0.990a 38.17±0.820a  59.85±0.620a  93.28±1.350a 128.47±1.080a 178.32±1.890a 2,237.50***

Total anthocyanin 
(mgC3G/100g)  0.39±0.100a 78.65±0.340b 129.53±8.050c 185.47±0.540d 245.30±0.290e 306.25±0.290f 3,429.37***

NSA (%) 33.38±0.820a 44.82±0.900b  54.53±0.970c  61.66±0.760d  69.35±0.870e  78.20±0.430f 1,488.50***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f)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상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에 널리존재하는 phytochemical 중 폴리페놀화합물은 식품
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분자 내에 phenolic hydroxyl기를
다수 가지고 있는 화합물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 Yoon, 2012; Kim, Yoo, Park, & Jeong, 
2006). 본 실험에서는 아로니아 분말 첨가군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도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의 총안토시아닌은 대조군에서

0.39로 가장 낮았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0% 첨가군에서는
306.25의 활성을 나타내었다(p<0.001). 이는 아로니아에 함
유되어 있는 neochlorogenic acid, chlorogenic acid, quercetin- 
3-rutinoside, quercetin, cyanidin-3-galactoside, cyanidin-3-glu- 
coside, cyanidin-3-arabinoside, cyanidin-3-xyloside 등의 안토
시아닌 함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Oszmianski, & Sapis, 
1988; Strigl, Leitner, & Pfannhauser, 1995; Slimestad, Torskan- 
gerpoll, Nateland, Johannessen, & Giske, 2005; Gironés et al., 
2012). 이상의결과로아로니아앙금제조시기능성물질을
첨가하면 생리활성 성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항산화
활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질산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아질산염(nitrite)은 2급 아민(amine)과 반응
하여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nitrosamine)을 형성한다

(Fiddler, Fensabene, Doerr, & Wasserman, 1972; Chung, Kim, 
& Yoon, 1999). 이러한 아질산염을 소거, 제거하여 그에 동
반되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아질산 소거능은 암을 생
성하는 니트로사민(nitrosamine)의 생성 저해효과를 측정하
여 항암작용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Tannenbaum, Sinskey, Weisman, & Bishop, 1974).

아질산 소거능은 대조군이 33.38%인데, 분말 첨가 처리
군에서 44.82∼78.20%를 나타내어아질산소거능역시 아로
니아 분말 첨가한 앙금에서 증가하였으며, 10% 첨가 앙금
에서 최대값 78.20%로 나타나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아
로니아분말첨가앙금으로제조할경우, 각종 polyphenol 등
의 물질이 함유되어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항산화성 제품일 것으로 사료된다.

5. 관능검사

아로니아분말첨가앙금의관능검사결과는 Table 6과같
다.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 맛은 아로니아 분말을 첨가할
수록단맛은감소하였고, 떫은맛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외관의 기호도는 아로니아 분말 첨가 4%, 2%순이었으며, 
10% 아로니아 분말 첨가 제품이 자주색이 진하여 가장 낮
은것으로판단된다. 조직감의기호도는 6% 첨가군, 맛의기
호도는 4%, 6% 순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0.01). 맛의 기호도 순으로는 대조군보다 아로니아 분말 첨
가제품이 높게 나타났으나, 10%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맛의
기호도가 낮았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대조군은 4.40으로
나타났으며, 아로니아분말 6% 첨가군이 5.40으로가장높은 
기호도를 보여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관능검사 결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아로니아 분말 첨가 첨
가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10%군은 대조군보다 낮았다. 
8% 이상첨가군에서는유의적으로기호도가감소하였다. 아
로니아 첨가 머핀(Park & Chung, 2014)에서 관능검사결과, 
대조군이가장높은결과를보였고, 대조적으로 15% 첨가군
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아로니아 첨가 식빵(Yoon, Kim, 
Kim, Kim, & Eom, 2014)에서도 아로니아 분말 3% 첨가구
가장 좋게 나타났고, 10% 첨가구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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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evaluations of white bean paste added with aronia powder

Sensory properties
Samples1)

F-value
AP0 AP2 AP4 AP6 AP8 AP10

Taste
Sweet 4.60±0.89c 4.20±0.84bc 3.80±0.84abc 4.00±0.71bc 3.20±0.84ab 2.80±0.44a 3.656*

Astringency 2.60±0.89a 2.60±0.89a 3.80±0.45b 4.40±0.89bc 4.80±0.84bc 5.00±0.71c 8.926***

Accepta-
bility

Appearance 3.20±1.30 3.80±0.84 5.00±1.00 3.60±0.55 3.20±1.48 3.00±0.71 2.506

Texture 4.40±1.14 4.60±1.14 4.60±1.14 4.80±0.84 4.00±1.00 3.60±0.89 1.126

Taste 3.80±0.84ab 4.60±0.55bcd 5.00±0.71d 4.80±0.45cd 4.00±0.71abc 3.20±0.84a 4.869**

Overall 4.00±1.22b 4.40±0.89bc 5.20±0.45c 5.40±0.55c 4.00±0.71b 2.80±0.84a 6.690***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5, ** p<0.01, *** p<0.001.
3) Rating scale: 1(bad) or 7(excellent).

상의결과, 아로니아앙금제조시아로니아분말첨가는 6% 
이내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항산화 등 기능성 생리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아로

니아분말가루 2∼10%를첨가한앙금을제조하여아로니아
앙금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
말첨가 앙금과 대조군의 앙금은 pH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아로니아 분말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다. 아로
니아 분말가루 자체의 유기산으로 pH가 감소한 것으로 사
료된다.
아로니아 분말첨가 앙금의 색도는 명도 L값은 대조군이

64.14였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군이 35.08∼14.50로 나타
나 아로니아 분말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보였으며, 적색도 a값은 대조군이아로니아 분말
첨가군보다낮은값을보였으며, 아로니아분말첨가량이증
가할수록 적색도는 감소하였다. 황색도 b값은 일정한 경향
을보이지는않았지만, 황색도 b값은대조군이 15.51로가장 
높았고, 아로니아분말 6% 첨가군이—1.48로가장낮아아로
니아분말첨가군이대조군보다유의적으로낮았다(p<0.001).
아로니아분말첨가앙금의경도를알아본결과, 대조군의 

경도는 390.98로나타났고, 아로니아분말첨가군은 326.70∼
542.53으로 나타나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 
0.001), 아로니아 분말 6% 첨가일 때 경도가 가장 높았다. 
아로니아 분말 2%, 8%, 10%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낮은 경
도 값을 보였다. 아로니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경도가 최대 5.67%까지 감소하였다.
아로니아분말첨가앙금의 DPPH, 총폴리페놀, 총안토시

아닌, 아질산소거능에 대한 결과는 대조군에 비해 아로니
아 분말 첨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유의성 있는 증가
를 나타내었다(p<0.001)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이
3.70%였으며, 아로니아 분말첨가군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20.53∼85.57%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총
폴리페놀함량은 대조군 21.87(mg GAE/100g), 첨가군 38.17
∼178.32(mg GAE/100g)로대조군보다 1.7∼8배많이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함에따라 10% 첨가군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로니아분
말첨가앙금의총안토시아닌은대조군이 0.39(mgC3G/100g)
로 가장 낮았으며, 아로니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0% 첨가군에서는 306.25 
(mgC3G/100g)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아질산 소거능은 대조
군이 33.38%인데, 분말 첨가 처리군에서 44.82∼78.20%를
나타내어 아질산 소거능 역시 아로니아 분말 첨가 앙금에

서증가하였으며, 10% 첨가앙금에서최대값 78.20%로나타
나 가장 우수하여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능검사결과, 외관의기호도는아로니아분말첨가 4%, 

조직감의 기호도는 6%첨가군, 맛의 기호도는 4%로 나타났
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아로니아 분말 6% 첨가군이 5.40
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여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전반적으로 기호도는 아로니아 분말 첨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며, 아로니아 앙금 제조 시 아
로니아 분말 첨가 선호도는 6%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아로니아 앙금의 이화학적 및 관

능적 품질특성과 아로니아의 항산화성을 고려할 때 아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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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말을 첨가한 앙금제품은 항산화 활성의 증가에 관여

하여생리활성이우수한제품이며, 아로니아분말을첨가하
여 제조할 때 6% 수준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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