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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lly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0%, 5%, 10%, 15%, 

20%, and 25%) of wild carrot (WC, Daucus carota L.) juice as a care food for the elderly. The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and delta (Δ) values of the jelly (Control, WCJ5, WCJ10, WCJ15, WCJ20, and WCJ25)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carrot juice added. Th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and gumminess, of the jelly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carrot 

juice added. The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he jel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carrot juice added.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carrot juice added. The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s of wild carrot (WC) and WCJ25 

were 71% and 54.4%,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acarbose). The lipase inhibitory effects 

of WC and WCJ25 were 44.2% and 14.4%,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orlistat). On 

the other hand, the sensory evaluation score was the best at WCJ20, which contained 20% wild carrot juice. 

In conclusion, WCJ20 or WCJ25 is expected to be a care food for the elderly with respect to texture as well 

as the antioxidant and enzymatic activity (α-glucosidase inhibitory and lipase inhibitory activities).

Key words : wild carrot (Daucus carota L.), care food, antioxidation,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lipase 

inhibi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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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earance of wild carrot.

서 론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13.1%였으며, 2020년에

는 15.7%, 2030년에는 2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Statistics Korea 2017).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개호식품(care 

food)이 발달되어 노인들의 식품섭취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Seon 2016),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호식품에 

대한 인식이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호식품이란 소화 흡수기능의 저하, 치아의 결손, 

연하와 관련된 근력과 반사 능력의 저하 등으로 식

품섭취와 소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생리적 특성을 고

려해서 개발된 고령친화식품이다(Lee & Han 2015). 

개호식품의 종류로는 부드러운 식품, 점도조정식품, 

수분보급형 젤리, 종합영양식품(짙은 유동식) 등이 있

다. 부드러운 식품은 일반 식품을 부드럽게 제조한 

것이며, 점도조정식품은 요리에 음료를 혼합하여 점

도를 조정한 보조식품이다. 액체로 마시는 것이 어

려운 사람을 위한 젤리상태의 음료를 수분보급형 

젤리라 하고, 종합영양식품(일명 짙은 유동식)은 적

은 양으로도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Seon 2016). 

건강기능식품공전(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1)에서 젤리(jelly)는 액상에 펙틴, 한천, 젤라틴 

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나 

반고체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과채류의 

즙에 겔화제와 당을 함께 혼합하여 농축, 성형시켜 

제조한 젤리는 주로 아동들의 기호식품으로 제조ㆍ

판매되어 왔다(Mo 등 2007; Lee 등 2011). 최근 아

동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첨가되고 있는 

인공합성색소에 대한 유해성이 제기되면서 안전하

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 증가

(Park & Kwon 2007; Kim 등 2010)로 식품 산업계에

서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를 이용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Hwang 등 2015). 

야생당근(Wild carrot, Daucus carota L.)은 터키, 

중동 및 극동 지역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곳에서 최

소 3,000년간 재배되어 왔다(Montilla 등 2011). 야생당

근에는 시아니딘(cyanidin) 계열의 아실화(acylated) 및 

비아실화(non-acylated) 색소로 구성된 안토시아닌

(anthocyanin)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Kammerer 등 2004; Montilla 등 2011). 안토시아닌은 

항산화ㆍ항암효과가 우수하며(Park 등 2016), 항염효

과(Choi 등 2015), 간세포 보호효과(Jang 등 2014) 및 

시력보호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Seo & Ryu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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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tion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g)

Groups
Wild

carrot juice
Water Gelatin

Fructo

oligosaccharide
Stevia

Lemon 

juice

Vitamin 

C

Citric 

acid

Total 

weight

Control
1)

0 44.7 5 45 0.1 5 0.1 0.1 100

WCJ5
2)

5 39.7 5 45 0.1 5 0.1 0.1 100

WCJ10
3)

10 34.7 5 45 0.1 5 0.1 0.1 100

WCJ15
4)

15 29.7 5 45 0.1 5 0.1 0.1 100

WCJ20
5)

20 24.7 5 45 0.1 5 0.1 0.1 100

WCJ25
6)

25 19.7 5 45 0.1 5 0.1 0.1 100
1)

Control: Jelly prepared without wild carrot juice
2)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3)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4)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5)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6)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그동안 야생당근의 생리 활성을 입증하는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야생당근을 이용한 개호식품 개발

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개호식품으로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한 젤리를 제조하여 품질 특

성 및 생리 활성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야생당근(Fig. 1)은 (주)지더블

유씨(Seoul, Korea)에서 제공받아 세척한 후 휴롬(HN- 

DEK20, Tumen Hurom, China)을 이용하여 착즙하였다.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 제조에 사용된 젤라틴

(삼미산업, Seoul, Korea), 프락토올리고당(CJ, Seoul, 

Korea), 천연 레몬즙(polenghi LAS SRI, Italy)은 J마

트(Seoul, Korea), 스테비아(AjuFA, Incheon, Korea), 

비타민 C(Sigma-Aldrich, St. Louis, USA), citric acid 

(Jungbunzlauer, Ostria)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2.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한 젤리의 제조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레시피는 Table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야생당근 젤리의 제조과정은 Fig. 2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젤라틴을 물에 용해시킨 후 65
o
C에서 1분간 

가열하였고, 여기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후 1

분간 더 가열하였다. 그 후 스테비아를 첨가하여

(Baek 2008) 1분간 가열하였고, 여기에 안토시아닌 

색소 안정화(Nho 등 2013)를 위해 레몬즙, citric acid, 

비타민 C를 첨가한 야생당근 주스와 물을 넣고 1분

간 더 가열하였다. 가열이 끝난 젤리는 200×200×50 

mm 크기의 틀에 넣어 4
o
C의 냉장온도에서 5시간 

동안 냉각 후 품질 평가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한 젤리의 품질 특성 

1) 색도 측정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색도 측정은 색차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

(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ness, b) 

값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당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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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ocessing procedure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평균값을 구하였고,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값

은 L=96.69, a=+0.13, b=+1.87이었다. 아래의 식을 이

용해 ΔE(총색차값)을 구하여 시료 간의 색차를 비

교하였다.

ΔE= 







2) 기계적 물성 측정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기계적 물성 측정을 위

해 젤리를 직경 25 mm, 높이 25 mm의 크기로 절단

하여 물성측정기(TAXT Express V2.1, London, Engl-

and)를 이용해 5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

다. 기계적 물성은 TPA(Texture Profile Analysis) test

로 경도, 탄력성, 씹힘성, 검성 및 응집성 등을 측정

하였다.

3) 관능적 특성 측정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관능평가는 대학원생 

10명에게 실험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 준 후 실시

하였다. 시료는 알파벳으로 시료기호를 표기한 뒤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제공하였고, 각 시료 테스트 

후 물로 입을 헹구어 다른 시료를 평가하였다. 시료

의 우열을 순위로 매겨 판정하는 순위법을 이용하

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6개의 시료간의 우위 비교

를 통해 1∼6위까지 순위를 매겨 점수를 부여하도

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로 

정하였으며, 평가내용은 먼저 눈으로 외관을 관찰한 

후 씹으면서 풍미, 맛, 조직감을 평가하고 마지막으

로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4) 항산화능 측정

(1) 에탄올 추출물 제조

야생당근 에탄올 추출물 시료를 얻기 위해 야생

당근과 야생당근 젤리 시료 무게의 각각 20배에 해

당하는 70% 에탄올(EtOH)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72

시간 동안 추출한 후 Whatman No 3(Chalfont, UK)로 

여과시켰다. 추출액은 농축기(Tokyo, Japan)로 용매를 

증발시킨 후 동결건조기(Gyeonggido, Korea)로 건조해 

분말화한 후 –70
o
C 냉동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 Total polyphenol 함량 측정

야생당근과 야생당근 젤리의 에탄올 추출물 시료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과 Denis의 방법(Folin & 

Denis 1912)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에탄올 추출물 시료 1,000μL에 Na2CO3 용

액[2%(w/v)] 1μL를 첨가하여 3분간 정치한 후, 50% 

Folin-Ciocalteu 시약 200μL를 첨가하여 반응시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야생당근과 야생당근 젤리의 에탄올 추출물 시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Davis 1947). 에탄올 추출물 시료 400μL에 

Diethylene glycol 4,000μL를 혼합하고 다시 1 N-NaOH 

40μL를 첨가한 후 37
o
C에서 1시간 반응시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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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야생당근과 야생당근 젤리의 에탄올 추출물 시료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radical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측정하였다(Blois 1958). 에탄올 추출물 시료 

100 μL에 1.5×10
–4

 M DPPH 용액 100 μL를 혼합

하여 실온, 암소에서 30분간 정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야생당근 추출물의 DPPH radi-

cal 소거능은 IC50값으로 비교하였으며, 대조용 시료

로는 비타민 C(0.1 mg/mL)를 사용하였다.

5) 효소활성 측정

(1)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야생당근과 야생당근 젤리의 에탄올 추출물 시료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은 Tibbot과 Skadsen의 

방법(Tibbot & Skadsen 1996)에 따라 측정하였다. 

PNPG(p-nitrophenol-α-D-glucopyranoside)를 50 mM so-

dium succinate buffer(pH 4.2)에 1,000 μg/mL의 농도

로 용해시켜 기질을 만들고, 기질용액 1,000 μL에 

효소액 30 unit/0.1 mL를 혼합하였다. 대조군에는 증류수 

100 μL, 반응군에는 시료 100 μL를 넣어 30분간 37
o
C

에서 반응시킨 후 100 μL의 1 N-NaOH를 첨가하여 

발색시켰다. 이때 생성된 p-nitrophenol(PNP)은 40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저해율을 산출하였다. 양성대

조군으로는 acarbose(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사용하였다.

(2) Lipase 저해활성 측정

야생당근과 야생당근 젤리의 에탄올 추출물 시료 

lipase 저해활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Kim 2011). Porcine pancreatic lipase 0.3 mg에 10 mM 

MOPS/1 mM EDTA(pH 6.8) 30 μL를 분주하고 100 

mM Tris-HCl/5 mM CaCl2(pH 6.8) 850 μL를 첨가

하여 enzyme buffer를 준비하였다. Enzyme buffer에 

시료 100 μL를 첨가하여 37
o
C에서 15분간 반응시켰

다. 반응 후 10 mM p-NPB(Sigma Chemical Co.)를 20 

μL 첨가하여 혼합시킨 후 37
o
C에서 15분 동안 정치

하였다. p-NPB가 p-nitrophenol로 가수분해된 정도를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orlistat(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였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2.0(SPSS Institute, 

Chicago, USA)을 이용하여 Mean±SD로 구하였으며, 샘

플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샘플의 평균 차이에 대한 사

후검정을 5% 유의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한 젤리의 품질 특성

1) 색도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색도는 Table 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

가량이 25%인 젤리(WCJ25)가 22.83, WCJ20이 23.58, 

WCJ15가 23.64, WCJ10가 24.02, WCJ5가 24.74, 야생

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54.76으로 나타

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유의

하게 낮아졌다(P＜0.05). 

적색도와 녹색도를 나타내는 a값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가 +4.17, WCJ20

이 +4.37, WCJ15가 +4.52, WCJ10이 +8.05, WCJ5가 

+14.31,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1.24

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녹색

에서 적색으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P＜0.05).

황색도와 청색도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가 –0.46, WCJ20이 

–0.40, WCJ15가 –0.31, WCJ10이 +0.16, WCJ5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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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lor values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Groups L
1)

a
1)

b
1)

ΔE
2)

Control
3)

+54.76±1.51
4)a5)

–1.24±0.04
d

+7.56±0.10
a

+55.29±1.50
a

WCJ5
6)

+24.74±0.25
b

+14.31±0.97
a

+1.91±0.24
b

+28.66±0.67
b

WCJ10
7)

+24.02±0.22
bc

+8.05±0.41
b

+0.16±0.03
c

+25.34±0.13
c

WCJ15
8)

+23.64±0.20
bc

+4.52±0.27
c

–0.31±0.01
d

+24.07±0.16
cd

WCJ20
9)

+23.58±0.13
bc

+4.37±0.36
c

–0.40±0.04
d

+23.98±0.13
cd

WCJ25
10)

+22.83±0.71
c

+4.17±0.12
c

–0.46±0.01
d

+23.21±0.68
d

1)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
ΔE= 

 


3)
Control: Jelly prepared without wild carrot juice

4)
Mean±SD(n=3)

5)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6)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7)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8)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9)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10)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Groups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ntrol
1)

1,340.53±62.24
2)a3)

0.96±0.01
a

1,146.46±53.42
a

1,199.42±61.67
a

WCJ5
4)

1,220.27±52.35
b

0.94±0.01
b

1,007.32±41.78
b

1,076.98±43.99
b

WCJ10
5)

1,153.40±31.98
b

0.93±0.01
bc

960.36±47.29
b

1,028.54±57.60
b

WCJ15
6)

 896.97±57.46
c

0.94±0.01
b

751.55±41.02
c

 803.51±43.74
c

WCJ20
7)

 833.70±7.96
cd

0.92±0.01
c

676.66±8.16
d

 737.12±8.43
cd

WCJ25
8)

 776.84±18.22
d

0.92±0.01
c

589.66±11.13
e

 699.11±15.45
d

1)
Control: Jelly prepared without wild carrot juice

2)
Mean±SD(n=3)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5)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6)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7)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8)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7.56으로 나

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낮아

지며 황색에서 점차 청색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였

다(P＜0.05).

총색차값을 나타내는 ΔE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가 +23.21, WCJ20이 

+23.98, WCJ15가 +24.07, WCJ10이 +25.34, WCJ5가 

+28.66,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55.29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ΔE값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샘플 간의 색상 

차이가 보였다(P＜0.05). 

2) 기계적 물성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도(hardness)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

인 젤리(WCJ25)가 776.84, WCJ20 833.70, WCJ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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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ensory evaluation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extract.

Group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quality

Control
1)

4.80±1.81
2)a3)

4.50±1.90
a

5.50±1.58
a

5.40±1.58
a

5.50±1.58
a

WCJ5
4)

3.30±1.64
b

2.90±1.52
ab

4.60±0.97
a

4.50±1.08
ab

4.10±1.29
b

WCJ10
5)

2.50±1.27
b

2.80±1.32
b

3.40±1.07
b

3.70±0.82
bc

2.80±0.92
c

WCJ15
6)

2.60±1.17
b

3.10±0.99
ab

2.40±1.07
bc

3.10±1.37
cd

2.70±1.34
c

WCJ20
7)

3.10±1.60
b

3.30±1.70
ab

2.10±1.20
c

2.10±1.20
d

1.90±1.29
c

WCJ25
8)

4.70±1.49
a

4.40±2.17
ab

3.00±1.63
bc

2.20±1.55
d

4.00±1.33
b

1)
Control: Jelly prepared without wild carrot juice

2)
Mean±SD(n=3), the sensory score was ranked from one to six, which means the sensory rank was higher closer to one otherwise the 

sensory rank was lower closer to six.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5)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6)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7)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8)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896.97, WCJ10 1,153.40, WCJ5 1,220.27, 야생당근 주

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1,340.53으로 나타나 야

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

졌다(P＜0.05).

탄력성(springiness)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

이 25%인 젤리(WCJ25)가 0.92, WCJ20이 0.92, WCJ15

가 0.94, WCJ10이 0.93, WCJ5가 0.94,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0.96으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P＜0.05).

씹힘성(chewiness)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

이 25%인 젤리(WCJ25)가 589.66, WCJ20이 676.66, 

WCJ15가 751.55, WCJ10이 960.36, WCJ5가 1,007.32,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1,146.46으

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

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검성(gumminess)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가 699.11, WCJ20이 737.12, 

WCJ15가 803.51, WCJ10이 1,028.54, WCJ5가 1,076.98,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이 1,199.42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낮아졌다(P＜0.05).

이와 같이 경도, 탄력성, 씹힘성 및 검성은 야생

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

다(P＜0.05).

3) 관능적 특성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관능적 특성은 Table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색(color)은 WCJ10, WCJ15, WCJ20, WCJ5, WCJ25, 

대조군 순으로 높게 평가가 나타났고, 향(flavor)은 

WCJ10, WCJ5, WCJ15, WCJ20, WCJ25, 대조군 순으

로 높게 평가가 나타났다. 맛(taste)은 WCJ20, WCJ15, 

WCJ25, WCJ10, WCJ5, 대조군 순으로 높게 평가가 

나타났고, 조직감(texture)은 WCJ20, WCJ25, WCJ15, 

WCJ10, WCJ5, 대조군 순으로 높게 평가가 나타났

다.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는 WCJ20, WCJ15, 

WCJ10, WCJ25, WCJ5, 대조군 순으로 높게 평가가 

나타났으며, 관능적 특성은 모두 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색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10%일 때 가

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이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향 역시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10%일 때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이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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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
1)
)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Groups Total polyphenol content(mg TAE
2)

/g) Total flavonid content (mg RE
3)

/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μg/mL)

Wild carrot  171.70±4.08
4)a5)

 30.22±1.22
a

 507.34±15.14
e

Control
6)

 101.52±2.51
g

 6.28±0.28
g

 5,922.34±139.10
a

WCJ5
7)

 109.46±4.47
f

 9.11±1.22
f

 5,787.98±220.09
a

WCJ10
8)

 117.23±2.77
e

 12.93±0.63e  3,662.74±115.27
b

WCJ15
9)

 125.94±0.93
d

 15.96±0.96
d

 2,766.10±68.87
c

WCJ20
10)

 132.07±1.69
c

 19.67±0.96
c

 1,061.82±60.40
d

WCJ25
11)

 141.42±2.96
b

 23.15±0.50
b

 457.75±31.91
e

1)
IC50: The values indicate 50% decrease of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
TAE: Tannic acid equivalent

3)
RE: Rutin acid equivalent

4)
Mean±SD(n=3)

5)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6)
Control: Jelly prepared without wild carrot juice

7)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8)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9)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10)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11)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라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맛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0%일 때 가

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15% 첨가 젤리(WCJ15)가 

2위, 25% 첨가 젤리(WCJ25)가 3위, 이후 첨가량이 

감소함에 따라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0%일 

때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25% 첨가 젤리

(WCJ25)가 2위, 15% 첨가 젤리(WCJ15)가 3위, 이후 

첨가량이 감소함에 따라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0%인 젤리(WCJ20)는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1위로 평가받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젤리로 나타났다.

2.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한 젤리의 항산화 활성

1) 항산화 활성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 수준(0%, 5%, 10%, 15%, 

20% 및 25%)을 달리하여 제조한 젤리의 총 폴리페

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DPPH radical 소거

능(IC50)을 측정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 야생당근(Wild carrot)은 

171.70 mg TAE/g,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

리(WCJ25)는 141.42 mg TAE/g, WCJ20은 132.07 mg 

TAE/g, WCJ15는 125.94 mg TAE/g, WCJ10은 117.23 mg 

TAE/g, WCJ5는 109.46 mg TAE/g, 야생당근 주스 첨

가량이 0%인 대조군은 101.52 mg TAE/g으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

이 높아졌다(P＜0.0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경우, 야생당근은 30.22 mg 

TAE/g,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

는 23.15 mg RE/g, WCJ20은 19.67 mg RE/g, WCJ15

는 15.96 mg RE/g, WCJ10은 12.93 mg RE/g, WCJ5

는 9.11 mg RE/g,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

조군은 6.28 mg RE/g으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졌

다(P＜0.05). 

DPPH radical 소거능(IC50)의 경우, 야생당근은 

507.34 μg/mL,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

(WCJ25)는 457.75 μg/mL, WCJ20은 1,061.82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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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of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Positive control: acabose for α
-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WC: wild carrot,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different superscript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ure 4. Lipase inhibitory effect of wild carrot and jelly pre-
pared with wild carrot juice. Orlistat: positive control 
for lipase inhibitory effect, WC: wild carrot, WCJ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5%, WCJ1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0%, WCJ1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15%, WCJ20: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0%, WCJ25: 
Jelly prepared with wild carrot juice 25%, different 
superscript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WCJ15는 2,766.10 μg/mL, WCJ10은 3,662.74 μg/mL, 

WCJ5는 5,787.98 μg/mL,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0%인 대조군은 5,922.34 μg/mL로 나타나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IC50)

은 우수하게 나타났다(P＜0.05). 

젤리 제조 시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야생당근 젤리의 항산화물질(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DPPH 

radical 소거능(IC50) 또한 우수해졌다.

3.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한 젤리의 효소 활성

1) α-glucosidase 저해활성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Fig. 3에 제시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대조군으로 사용한 경구

혈당강하제(acarbose)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90.44%)

과 비교 시 야생당근(WC: 64.20%)은 대조군의 71%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5%인 젤리(WCJ5: 

5.60%)는 6.2%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10%

인 젤리(WCJ10: 11.21%)는 12.4% 수준, 야생당근 주

스 첨가량이 15%인 젤리(WCJ15: 16.82%)는 18.6%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0%인 젤리(WCJ20: 

22.43%)는 24.8%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

인 젤리(WCJ25: 49.20%)는 54.4% 수준의 α-glucosi-

dase 저해활성을 나타냈다(P＜0.05). 

2) Lipase 저해활성

야생당근 주스를 첨가(0%, 5%, 10%, 15%, 20% 및 

25%)하여 만든 젤리 샘플의 lipase 저해활성을 측정

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지방흡수억제제(orlistat)의 li-

pase 저해활성(95.29%)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을 달

리하여 제조한 젤리 시료들을 비교 시 야생당근(WC: 

42.15%)은 대조군(orlistat)의 44.2% 수준의 지방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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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효과가 나타났다(P＜0.05). 그리고 야생당근 주

스 첨가량이 5%인 젤리(WCJ5: 7.21%)는 대조군의 

7.6%,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10%인 젤리(WCJ10: 

8.71%)는 대조군의 9.1%,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15%인 젤리(WCJ15: 10.21%)는 대조군의 10.7%, 야생

당근 주스 첨가량이 20%인 젤리(WCJ20: 12.01%)는 

대조군의 12.6%,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

리(WCJ25: 13.71%)는 대조군의 14.4%의 lipase 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고 찰

겔 형태의 식품은 씹어 삼키기 쉽고, 입안에서의 

감촉이 좋아 노인에게 기호도가 높은 형태의 식품

이다(Nakahama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호식품 종류 중 하나인 젤리 상태의 식품(Seon 2016)

으로 노인 간식을 개발하고자 야생당근 주스 첨가

량을 달리하여 젤리를 제조한 후 품질평가를 실시

하였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색도를 측

정한 결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

도, 황색도 및 총색차값은 낮게 나타났고, 반면에 

적색도는 높아졌다. 야생당근 주스의 색이 짙어 첨

가량이 증가될수록 젤리의 색이 짙어져 명도값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고, 야생당근의 보라색을 가진 

특성(Kirca 등 2006)이 적색도값을 증가시키는데 반

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Shin 등(2015)이 발표한 발효 

자색당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낮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기계적 물

성을 측정한 결과, 경도, 씹힘성, 탄력성 및 검성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Joo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착즙액을 첨가한 젤리는 

시료 첨가량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고, 분말을 첨가

한 젤리는 시료 첨가량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관능적 특

성을 측정한 결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색과 향에 대한 기호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고, 맛과 조직감의 경우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다가 첨가량이 25%가 

되면 기호도가 낮아졌다. 전반적인 기호도 역시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 

20% 젤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의 경

우 천마 특유의 향 때문에 농축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떨어졌던 천마 젤리(Moon 

등 2011)와 마찬가지로 야생당근 특유의 향이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맛, 조직감(씹힘성)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아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

구(Hwang & Nhuan 2015)와 유사하게 야생당근 젤리 

역시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맛, 조직

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높아졌다. 

페놀성 화합물은 대표적인 식물유래의 색소 성분

으로 생체 내의 DNA 손상, 암유발, 노화,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리라

디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생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유용성분으로 보고되어 있다(Huang 등 1992). 

그 중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로 본 연

구에 사용된 자색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야생

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한 결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졌고, 

DPPH radical 소거능(IC50) 역시 야생당근 주스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야생당근에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노인들의 경우 당뇨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

아(Choi 등 2016) 당도가 높은 간식 대신 당도가 낮

으면서 항당뇨 효과가 있는 간식의 개발은 매우 필

요하다. 탄수화물 섭취 시 체내에서 α-glucosidase 

효소는 다당류인 전분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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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면 포

도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증가를 감소시

킨다(Kim 등 2013). 본 연구결과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양성대조군인 acarbose에 비해 야생당근은 

71%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

(WCJ25)는 54.4%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복부비만일 가능성이 높아

(Lim 등 2011) 당도가 낮으면서 지방분해 효과가 있

는 간식이 필요하다. 최근 천연물을 이용한 천연 유

래 lipase 활성 저해제로서의 작용 가능성 탐색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Park 등 2013). 지방분해효소인 

lipase는 췌장 및 위장에서 분비되며,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orlistat는 lipase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섭취한 지방의 30% 정도 흡수를 차단한다(Heck 등 

2000). 본 연구결과 lipase 저해활성은 대조군(orlistat)

에 비해 야생당근(WC)은 44.2% 수준, 야생당근 주

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는 14.4%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야생당근 주스를 이용한 야생당근 주

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는 항산화 활성 및 

효소 활성(α-glucosidase 저해활성과 lipase 저해활성)

이 우수하여 노인을 위한 개호식품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호식품 형태의 노인 간식을 개

발하고자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을 달리하여 젤리를 

제조한 후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색도를 측

정한 결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

도, 황색도 및 총색차값은 낮게 나타난 반면, 적색

도는 높게 나타났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한 결과, 경도, 탄력성, 

씹힘성 및 검성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낮았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의 

관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여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 20% 젤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에 따른 젤리

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야생당근 주스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높아졌고, DPPH radical 소거능(IC50) 역

시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수하게 나

타났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양성대조군인 acar-

bose에 비해 야생당근(WC)은 71%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는 54.4% 수준으

로 나타났다. Lipase 저해활성은 대조군(orlistat)에 비

해 야생당근(WC)은 44.2% 수준, 야생당근 주스 첨

가량이 25%인 젤리(WCJ25)는 14.4% 수준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야생당근 주스를 이용한 젤리는 맛, 

항산화 활성 및 효소 활성(α-glucosidase 저해활성과 

lipase 저해활성)을 고려해볼 때 노인을 위한 개호식

품으로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0%인 젤리(WCJ20) 

또는 야생당근 주스 첨가량이 25%인 젤리(WCJ25)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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