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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식품선택 기준의 변화로 이전에는 맛, 가격, 
영양이 우선 순위였지만, 현재는 기능성 식품, 무 첨가 식품, 
유기농 식품 등 건강 증진과 안전성에 관련된 비중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Kim 등 2010). 이와 같은 추세로 최근 젤리

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함유한 젤리가 출시되고 있다. 젤리는 식품공전에서 

과자류 중 캔디류에 속한다. 캔디류란 식물성 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등을 주원료로 하며, 이것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을 더해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

다(MFDS 2019). 젤리는 과즙에 당과 겔(gel)화제를 혼합하

여 응고시켜 제조하며, 젤리의 식감은 사용되는 겔화제에 

따라 젤라틴 젤리, 펙틴젤리, 한천젤리, 전분젤리 등으로 구

분된다(Kim 등 2007). 한천젤리와 펙틴젤리는 씹힘성은 있

지만 잘 끊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분젤리는 단단한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젤라틴 젤리는 질감, 투명도, 
씹힘성 등의 기호성이 높아 젤리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Lee 
등 1991). 또한 겔화제 외에도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향과 질감,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Yoon & O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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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llies added with lemon myrtle extract. Lemon myrtle 
leaves were extracted for 0, 3, 5, 7, 9 minutes, respectively, in 90℃ water and used for jelly preparation. The moisture content 
of control showed the lowest value and the content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extraction time of lemon myrtle increased. The 
pH of L0 was significantly high and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increase of extraction duration time. The lightness value was 
the lowest in the L3. The redness showed the lowest value in the L9. The yellowness showed the lowest value in the L0. In texture 
properties the hardness of L9 showed the highest value and the lemon myrtle extraction dur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The 
cohesiveness was highest in the L0 and lowest in the L5. Gumminess and chewines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extraction 
duration.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L5 and the jellies with lemon myrtle extra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extraction duration.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L0 was the lowest. In the sensory evaluation overall preference, color, sweetness, texture, and lemon myrtle 
flavo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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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도가 높은 편이며, 씹기 쉬운 텍스쳐로 인해 유아나 고

령자용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BR 2006). 최근에는 기

본에 사용하던 젤리 원료를 대신하여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젤리제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

구로는 노니(Park & Joo 2006), 마가루(Lee & Park 2007), 
돌나물즙(Mo 등 2007), 오디분말(Kim 등 2007), 석류와 천

년초 분말(Cho & Choi 2009), 블루베리즙(Joo 등 2012), 타
락(Lee 등 2013), 단호박(Lee & Lee 2013), 다래 농축액(Park 
등 2013), 죽엽 추출액(Park 등 2018) 등이 있다.

레몬 머틀(Backhousia citriodora)은 도금양과(Mytraceae) 
관목으로 호주의 토종식물(Wilkinson 등 2003)로 호주 북서

부인 퀸즐랜드에서 주로 재배, 생산되며, 아로마 오일이 풍

부한 식물이다(Thompson 1989). 레몬 머틀의 잎에는 아로마 

오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오일에는 neral, geranial, 
myrcene, linalool, citronellal, cyclocitral 및 methyl- heptenone 
등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Horn 등 2012). 현재 레몬 머

틀의 주 용도로는 여러 가지를 혼합한 차의 재료 중 하나로 

사용되거나 빵이나 파스타, 시럽, 리큐어, 향신료, 치즈케이

크나 아이스크림처럼 우유를 기반으로 한 식품에 레몬 맛을 

대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Horn 등 2012; Chaliha 등 2013). 
레몬 머틀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들로는 항산화 효과

(Konczak 등 2010),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Wilkinson 등 

2003), 피부독성(Kee 등 2003), 세포독성(Hayes & Markovic 
2002), 항당뇨와 간세포 보호효과(Jung 등 2017) 등이 보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기능성이 있는 레몬 

머틀을 다양한 식품 가공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

공하고자 젤리 제조 시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젤리

의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고, 건강지향적인 간

식 또는 후식으로서 레몬 머틀 젤리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레몬 머틀 젤리 제조 시 사용한 레몬 머틀(Lemon Mytle 

Farma Ltd, Australia)은 2018년 5월 Natureteamall(Seongnam, 
Korea)에서 건잎 100%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젤라틴

(Gelatin, Geltech, Busan, Korea), 설탕(Beksul White Sugar, 
CJ, Incheon, Korea), 정수된 물을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젤리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젤리는 선행연구 Jeong & Chung(2017)의 

방법을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거친 후 재료 배합비율과 제조

방법을 Table 1로 결정하였다. 레몬 머틀 추출물은 우전 젤

리(Yoo HJ 2018) 제조 시 우전을 우리는 방법을 참조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레몬 머틀 추출의 최적의 방법을 설정하

였다. 90℃의 물 300 mL에 레몬 머틀 잎 12 g을 3, 5, 7, 
9분 동안 우려 젤리 제조에 사용하였다. 레몬 머틀 추출물

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젤리를 대조군으로 하였고, 실험

군은 시간별 레몬 머틀 추출물을 250 mL 넣고, 그 양만큼

의 물의 양을 감하여 제조하였다. 설탕과 젤라틴을 실온의 

물 250 mL에 2시간 동안 침지시켜 젤라틴을 불려 준비한 

후, 90℃의 물 또는 시간별 레몬 머틀 추출물 250 mL를 넣

고 실리콘 주걱으로 젤라틴이 모두 녹을 때까지 저어주었

다. 제조된 액상의 시료를 일정한 크기의 사각틀(18×13×4 
cm)에 넣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서 20시간 동안 응고시킨 

후 2×2×2 cm로 성형한 후 품질 및 관능평가 시료로 사용하

였다. 

2) 레몬 머틀 젤리의 이화학적 분석

(1)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Kim HR(2018)의 방법을 참고하여 젤리 시료 

2 g을 수분측정기(MB45, Ohaus, Greifensee, Switzerland)로 

9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수분활성도
수분활성도는 Kim HR(2018)의 방법을 참고하여 젤리 시

Ingredients (g)
Samples1)

L0 L3 L5 L7 L9

Lemon 
myrtle 
extracts

Extract time 
(minutes) 0   3   5   7   9

Water - 300 300 300 300
Lemon myrtle leaf -  12  12  12  12

Lemon 
myrtle 
jelly

Lemon myrtle 
hot extracts 0 250 250 250 250

Hot Water 500 250 250 250 250
Sugar  80  80  80  80  80

Gelatin  30  30  30  30  30
1)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Table 1. Formulation of gelatin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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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8 g을 수분활성도 측정기(HP23-AW, Rotronic, Bassersdrf, 
Switzerland)로 9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3) pH 및 총산도
pH는 선행연구(Lee & Ji 2015)의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

하였다. 시료 50 g에 증류수 200 mL를 넣어 믹서로 1분간 

갈아 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해 

filter paper(Whatman No 2. UK)로 여과한 후 pH Meter 
(pH-200L, istek)로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시료 30 mL에 0.1 N NaOH로 pH 8.5까지 

적정한 후 소모된 0.1 N NaOH의 부피를 mL 수로 나타

내었다.

(4) 색도 측정
색도는 선행연구(Lee & Ji 2015)의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

하였다. 젤리 시료에 직접 접촉하여 색차계(Croma Meter, 
CR-400, Minolta)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녹색

도), b(황색도)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색판의 L
값은 92.66, a값은 0.27, b값은 3.67이었으며,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5) Texture
조직감은 선행연구(Lee & Park 2007)의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젤리 시료를 texture analyzer(Model TA-XT2i,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England)를 사용하여 TPA 
방법으로 경도(hardness), 부서짐성(fracturability), 부착성(adhesi-
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점착성(gumminess) 및 씹힘성

(chewiness)을 측정하였고,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3) 레몬 머틀 젤리의 항산화성 분석

(1)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Folin & Denis 1912)

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레몬 머틀

의 시간별 추출액(90℃의 물 300 mL에 레몬 머틀 잎 12 g을 

3, 5, 7, 9분 동안 우려낸 추출물)과 시간별 추출액을 대체하

여 제조한 젤리가 굳기 전 액상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시료액 25 μL와 10%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500 μL를 혼합하

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10% Sodium carbonate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500 μL를 더하여 

30℃ incubator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

광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였다.

(2)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레몬 머틀의 시간별 추출액과 젤리

가 굳기 전 액상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DPPH(1,1- 
diphenyl-β-picrylhydrazine, Sigma-Aldrich, Co.) 라디칼 소

거효과는 Blois MS(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plate에 시료 100 μL에 0.5 mM DPPH 용액 100 μL
를 가하여 5초 동안 혼합하고, 차광 후 30분간 반응시켰다. 
Microplate spectrophotometer(Epoch, Biotek Instruments, 
Inc., VT, USA)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3) ABTS 라디칼 소거능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레몬 머틀의 시간별 추출액과 젤리

가 굳기 전 액상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Biglari 등(200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7 mM의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die 
(Sigma-Aldrich, Co.)는 2.45 mM의 ABTS와 혼합한 후, 23℃
의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96well-plate에 시료 

50 μL와 100 μL ABTS 용액을 첨가 후, 23℃에서 20분간 

반응시켜 734 nm에서 microplate spectrophotometer(Epoch, 
Biotek Instruments, Inc.)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

군으로 ascorb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4)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순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 1040173-201809-HR-027-02). 총 44

Parameters Operation conditions

Mode TPA

Sample size 3 cm×3 cm×1 cm

Load cell 25 kg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2.0 mm/s

Post-test speed 2.0 mm/s

Distance 30%

Trigger type Auto-20 g

Probe 75 mm compression plate

Table 2. Operation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for 
gelatin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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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소비자를 모집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에 사용한 젤리 시료는 2×2×2 cm로 성형하여 제공하였다. 기
호도 검사는 제품의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색(color), 단맛(sweety), 질감(texture), 레몬 머틀 향미(lemon 
myrtle flavor)를 대단히 좋아 한다: 9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5점, 대단히 싫어한다: 1점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제품의 특

성 강도를 조사하기 위해 색(color), 단맛(sweety), 질감

(texture), 레몬 머틀 향미(lemon myrtle flavor)를 대단히 강

하다: 9점,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다: 5점, 대단히 약하다: 1점

으로 나타내었다. 
Check-all-that-apply(CATA)는 설문지에 소비자가 느껴지

는 특성을 다시 선택하는 방법으로, 설문에 사용된 관능특

성 용어는 일반 소비자의 시식을 통해 총 26항목을 선정하

였다. 26가지의 관능특성 용어는 단맛, 짠맛, 떫은맛, 쓴맛, 
젤라틴 맛, 젤라틴 냄새, 화학적인 맛, 레몬 향, 레몬 맛, 라
임 맛, 발효 맛, 라임 향, 녹차 향, 자몽 맛, 유자껍질 맛, 풀
냄새, 약냄새, 설탕냄새, 감초 맛, 고무냄새, 신향, 신맛, 귤백 

맛, 민트맛, 자일리톨 맛, 홍차 맛으로 구성되었다. 

5) 통계처리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SPSS 2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고, 분산분석의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

로 Duncan의 다중범위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중 CATA 분석은 R software package 

(version 3.4.3, R Development Core Team, 2017)를 이용하

여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레몬 머틀 젤리의 이화학적 분석

1)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79.14~ 

80.66%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이 79.14%로 유의

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레몬 머틀의 추출시간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수분함량이 증가하였다(p< 
0.05). 복분자 젤리 연구(Yu 등 2008)는 약 19%, 곶감 젤리 

연구(Kim & Kim 2005)는 약 14%, 동충하초 젤리 연구

(Kim 등 2007)는 약 13%로 수분함량이 나타나, 본 실험의 

레몬 머틀 젤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분의 수분함량을 보

였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추출액, 추출시간 또는 첨가된 

일부 시료 차이와 제조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수분활성도 측정 결과, 0.92~0.93으로 나타났으며,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곶감 젤리(Kim & 
Kim 2005)의 수분활성도는 0.678~0.748 범위로 본 실험의 

레몬 머틀 젤리보다 낮은 수분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생약조

성물을 첨가한 두유젤리(Kim & Kang 2012.)의 수분활성도

는 0.954~0.967 범위로 레몬 머틀 젤리보다 다소 높은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2) pH 및 총산도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pH와 총산

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pH는 대조군이 6.09로 유의적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몬 머틀의 추출시간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총산도는 대조군이 

2.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된 

시료군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첨가군 사이에는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마가루 첨가 젤리(Lee & 
Park 2007), 단호박 분말 첨가 젤리(Lee & Lee 2013) 연구

에서는 부재료 첨가량에 따라 pH가 증가하여 첨가 재료에 

따라 젤리의 pH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돌나물즙 첨가 젤리(Mo 등 2007), 석류와 천년초 분말 첨

가 젤리(Cho & Choi 2009) 연구에서는 부재료 첨가량에 

따라 pH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젤리의 

pH 및 총산도는 제조 시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Sample

L0 L3 L5 L7 L9

Moisture content (%) 79.14±0.62b 79.49±1.30ab 79.51±0.90ab 80.27±1.82ab 80.66±1.55a

Aw  0.93±0.02NS  0.92±0.01  0.92±0.01  0.93±0.01  0.93±0.01

Means±S.D. (n=9).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3. Moisture content and water activity of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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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도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색도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명도(L)는 L3 시료가 15.68로 유의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적색도(+a)는 L0 
시료와 L3 시료와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레
몬 머틀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황색도(+b)는 L0 시료에서 0.9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L9 시료가 1.6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

고, 레몬 머틀의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 젤리에 첨가되는 재료가 다른 연구 중 자색고

구마 농축액을 첨가한 젤리(Choi & Lee 2013)는 자색고구

마 농축액의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a값은 자색고구마 농축액의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부재료의 종류, 첨가되는 

양 등에 따라 젤리의 색도는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4) Texture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texture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경도(hardness)는 L9 시료가 유의적

으로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고, 레몬 머틀 추출시간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아로니아 과즙을 첨가한 젤리의 연구(Hwang & Nhuan 
2015)에서 아로니아 과즙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유

의적으로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유기산 등으로 

인해 젤리의 pH가 감소하고 총산은 증가하여 겔의 조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탄력성(springness)은 시료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응집성

(cohesiveness)은 레몬 머틀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점착성(gumminess)과 씹힘성

Sample
L0 L3 L5 L7 L9

Hardness 1,052.47±21.39ab 926.25±56.92c 992.64±97.17bc 1,062.52±85.92ab 1,158.66±116.15a

Springiness    0.99±0.01NS   1.00±0.03   1.05±0.15    1.34±0.45    1.21±0.30
Cohesiveness    0.96±0.01a   0.94±0.02ab   0.93±0.01b    0.93±0.03ab    0.95±0.02ab

Gumminess  978.24±59.36bc 866.60±55.54c 920.43±82.05bc  992.53±90.04ab 1,100.21±125.14a

Chewiness  992.93±16.40b 868.98±46.15b 968.37±141.92b 1,332.90±481.01a 1,356.33±133.83a

Mean±S.D. (n=5).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6. Texture of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Hunter value
Sample

L0 L3 L5 L7 L9
L 17.59±5.79a 15.68±2.36b 17.49±3.07a 18.41±1.42a 18.65±1.68a

a  0.44±0.29a  0.43±0.22a  0.19±0.20b  0.11±0.26bc  0.05±0.26c

b  0.91±1.29b  1.22±2.02ab  1.30±1.40ab  1.38±2.14ab  1.67±1.34a

Mean±S.D. (n=12).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Hunter’s color of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Sample

L0 L3 L5 L7 L9

pH 6.09±0.04a 5.98±0.05b 5.91±0.04c 5.85±0.02d 5.83±0.03d

TTA 2.70±0.61b 3.27±0.16a 3.40±0.21a 3.55±0.18a 3.50±0.14a

Mean±S.D. (n=9). Values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TTA: Total titratable acidity.

Table 4. pH and TTA1) of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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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winess)은 레몬 머틀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p<0.05). 

2. 레몬 머틀 젤리의 항산화성 분석

1) 총 폴리페놀
레몬 머틀 추출물과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레몬 머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L0이 5.45 mg GAE/L, 
L3이 58.37 mg GAE/L, L5가 61.98 mg GAE/L, L7이 62.18 
mg GAE/L, L9가 62.63 mg GAE/L로 나타났으며, 추출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레몬 머틀 

젤리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L0이 5.69 mg GAE/L, L3
이 12.51 mg GAE/L, L5가 15.11 mg GAE/L, L7이 13.09 mg 
GAE/L, L9가 12.95 mg GAE/L로 나타났고, L5 시료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된 젤리

가 대조군 젤리(L0)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폴리페놀 함량

을 나타내었다(p<0.05). 이 결과는 보이차 젤리 연구(Jeong & 
Chung 2017)에서도 보이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함

량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레몬 머틀 추출물과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Fig. 2에 나타내었다. 레몬 

머틀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L3에 사용된 추출

물이 73.26%, L5은 73.40%, L7이 79.44%, L9이 85.58%로 

나타났다. 추출시간이 가장 긴 L9에 사용된 추출물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된 젤리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결과, L0가 1.51%, L3이 

62.07%, L5가 78.84%, L7이 78.53%, L9가 79.23%로 나타

났다. 레몬 머틀 추출물과 동일한 결과로, 추출시간이 가장 

긴 L9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추출시간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본 실험에서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되었을 때 대조군 젤리보다 높은 소거활

성을 나타냄으로써 기능성 젤리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3)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레몬 머틀 추출물과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레몬 

머틀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결과, L3이 

100.32%, L5가 100.75%, L7이 100.78%, L9가 101.08%로 

나타났다. 추출시간이 가장 짧은 L3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

은 값을 나타내었고(p<0.05), L5, L7, L9 시료들 간에는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레몬 머틀 추출물

이 첨가된 젤리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결과, L0는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lemon myrtle 
extracts and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emon myrtle 
extracts and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5). Th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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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L3는 95.36%, L5가 96.55%, L7가 98.63%, L9가 

98.76%로 나타났다. L0 시료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p<0.05), L3, L5, L7, L9 시료들 간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Kim 등(2013)의 연구

에 따르면 저분자화한 돈피 젤라틴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돈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BTS 라디칼 소거

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ABTS 라디

칼 소거능이 DPPH 라디칼 소거활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방법이 수소 공여항산화제와 

연쇄 절단형 항산화제를 측정할 수 있고, 수용상과 유기상 

모두에 적용 가능하므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보다 더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DPPH 라

디칼 소거활성보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더 높게 나타

나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레몬 머틀 젤리의 관능검사

1) 소비자 기호도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소비자 기호

도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기호도, 색, 단맛, 질
감, 레몬 머틀 향미 모든 기호도 항목에서 시료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

조군과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색의 기호

도는 L3 시료가 6.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단맛의 기호도는 L3과 L9 시료가 5.2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질감과 레몬 머틀 향미의 기호도는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L0 시료에서 5.57과 5.0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 소비자 특성강도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소비자 특성

강도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색과 레몬 머틀 향미의 강도

는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군인 L3, L5, L7, L9에서 5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강도로 나타났으며, L0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따라서 레몬 머틀 추출물 

첨가 시료의 색과 향미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맛과 질감의 강도는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단맛은 대조군보다 첨가군이 낮은 결

과는 레몬 머틀 자체의 맛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었다. Table 
4에서 pH에서 레몬 머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낮았고, 산도

는 레몬 머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

다. 그러나 질감에 있어서는 대조군이 레몬 머틀 첨가군보

다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emon myrtle 
extracts and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5). Th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Sample
L0 L3 L5 L7 L9

Overall acceptability 4.91±1.44NS 4.61±1.79 4.32±1.78 4.68±1.81 4.89±2.04
Color 5.66±1.93NS 6.16±1.33 5.41±1.53 5.55±1.63 5.68±1.57

Sweety 5.16±1.82NS 5.25±1.83 4.84±1.70 5.18±1.59 5.25±1.89
Texture 5.57±1.85NS 5.20±1.89 5.05±1.70 5.25±1.94 5.50±1.44

Lemon myrtle flavor 5.09±1.52NS 4.98±1.93 4.68±1.60 4.82±1.87 4.93±2.07
Mean±S.D. (n=44). 
NS Not significant.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Table 7. Acceptability evaluation of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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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ck-all-that-apply(CATA) 분석
레몬 머틀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특성빈도 분

석과 대응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9와 Fig. 4에 나타내었다. 
CATA 분석 방법은 제품에 대하여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 

속성을 간단히 체크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기호도 외에 직

관적 감각 특징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Kim Y 2019). 
CATA 방법을 이용한 각 특성 빈도를 분석한 결과, 총 26개

의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44명의 소비자가 참여

하였다. 시료 중 대조군인 L0 시료에서는 단맛 32회, 젤라틴 

맛 17회, 설탕냄새 11회로 다른 시료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

내었고, 쓴맛 0회, 녹차 맛 0회, 레몬 향 7회, 자몽 맛 1회, 
풀냄새 1회, 감초 맛 1회, 신향 1회, 신맛 1회, 홍차 맛 1회로 

다른 시료보다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레몬 머틀 추출시

간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인 L0 시료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단맛, 젤라틴 맛, 설탕냄새의 특정 빈도수는 감소하였고, 레
몬 향, 레몬 맛, 라임향의 특정 빈도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단맛, 레몬 향, 레몬 맛이 20회 이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

타내었다. 레몬 머틀의 묘사분석 연구(Smyth 등 2012)의 결

과, 강도의 크기를 0에서 10까지 두었을 때, 레몬 사탕(lemon 
candy)이 9.4, 단맛(sweetness)이 3.2, 시원함(cooling)이 2.7
로 다른 항목들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Chaliha 등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 머틀의 대표 휘발성 화합물로는 

citral(3,7-dimethylocta-2,6-dienal), neral(Z-isomer)과 geranial
이 있다. 특히 citral과 neral은 레몬향의 대표적인 성분이다. 
이로 인해 레몬 머틀 젤리에서 특히 레몬 향과 레몬 맛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CATA 설문을 통해 얻은 각 특성별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은 54.4%의 설명력을, 두 번째 요인은 

18.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총 분산의 73.3%의 설명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양의 방

향으로 쓴맛, 홍차 맛, 자몽 맛, 녹차 향, 설탕냄새, 레몬 향, 
젤라틴 냄새, 레몬 맛 등의 특성이 나타났고, 음의 방향으로

Sample
L0 L3 L5 L7 L9

Color 3.55±1.85b 5.16±1.46a 5.39±1.22a 5.70±1.37a 5.59±1.57a

Sweety 4.82±1.82NS 4.59±1.69 4.45±1.45 4.95±1.40 4.84±1.61
Texture 5.32±1.89NS 5.48±1.76 5.25±1.56 5.61±1.45 5.41±1.66

Lemon myrtle flavor 4.20±1.84b 5.34±1.55a 5.68±1.20a 5.89±1.48a 5.68±1.52a

Mean±S.D. (n=44).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Table 8. Characteristics intensity ration of jelly with lemon myrtle extracts

Attributes
Sample

L0 L3 L5 L7 L9
Sweety 32 25 21 21 20
Salty 1 1 1 0 3

Astringency 8 7 7 5 8
Bitter 0 2 4 5 5

Gelatin 17 16 14 12 10
Gelatin flavor 4 3 9 6 9

Chemical 10 8 7 15 7
Lemon flavor 7 19 23 24 25

Lemon 13 25 23 24 28
Lime 3 8 8 3 6

Fermented 2 2 1 0 1
Lime flavor 3 8 10 8 14

Greentea flavor 0 5 2 1 4
Grapefruity 1 1 2 2 6
Citron peel 2 6 7 7 2

Grass 1 1 3 3 2
Medicine 2 4 5 8 8

Sugar 11 7 6 8 10
Licoricy 1 3 5 4 5
Rubbery 2 2 6 2 3

Sour flavor 1 4 4 3 3
Sourness 1 2 2 3 5

Tangerinepithness 5 3 4 6 3
Minty 2 5 3 3 6
Xylitol 2 4 2 5 8

Blacktea 1 2 4 5 9

L0: Jelly with filtered water.
L3: Jelly with lemon myrtle 3 minute extracts.
L5: Jelly with lemon myrtle 5 minute extracts.
L7: Jelly with lemon myrtle 7 minute extracts.
L9: Jelly with lemon myrtle 9 minute extracts.

Table 9. Frequency of selected sensory attributes front 
C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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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떫은맛, 젤라틴 맛, 단맛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양의 방향으로 짠맛, 발효 향, 녹차 향, 라임 맛, 떫은

맛, 레몬 맛 등이 나타났고, 음의 방향으로는 고무냄새, 약냄

새, 쓴맛, 화학적인 맛, 풀냄새 등이 나타났다. L0의 시료는 

단맛과 젤라틴 맛의 특성이 나타났고, L5는 고무냄새, 레몬 

맛, 신향, 젤라틴 냄새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L9 시료는 자

일리톨 맛, 라임 향, 신맛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 기능성이 있는 레몬 머틀을 다양한 식품 

가공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젤리 

제조 시 레몬 머틀 잎을 0, 3, 5, 7, 9분 동안 우린 추출물을 

젤리 제조에 사용하였다. 젤리의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pH, 
총산도, 색도, texture,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

활성, ABTS radical 소거활성, 소비자 기호도 조사 측정을 

실시하였다. 수분함량은 79.14~80.66% 범위의 값을 나타내

었다. 대조군이 79.14%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었고, 레몬 머틀의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수분활성도는 0.92~0.93으로 나타났고,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pH는 

대조군이 6.09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몬 머틀

의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총산도는 대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레몬 머틀 추출물

이 첨가된 시료군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결

과, 명도(L)는 L3 시료가 15.68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p<0.05). 적색도(+a)는 L0 시료와 L3 시료와

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레몬 머틀 추출시간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황색도(+b)
는 L0 시료에서 0.9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L9 
시료가 1.6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레몬 머틀의 추

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텍스

쳐에서 경도(hardness)는 L9 시료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고, 레몬 머틀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탄력성(springness)
은 시료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p>0.05), 
응집성(cohesiveness)은 레몬 머틀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점착성(gumminess)과 

씹힘성(chewiness)은 레몬 머틀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레몬 머틀 젤리의 총 폴리페

놀 화합물 함량은 L0가 5.69 mg GAE/L, L3가 12.51 mg 
GAE/L, L5가 15.11 mg GAE/L, L7이 13.09 mg GAE/L, L9
이 12.95 mg GAE/L로 나타났고, L5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레몬 머틀 추출물이 첨가된 젤리가 대조

군 젤리(L0)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

내었다(p<0.05).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결과, L0이 

1.51%, L3이 62.07%, L5이 78.84%, L7이 78.53%, L9이 

79.23%로 나타났다.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결과, L0
는 59.11%, L3는 95.36%, L5가 96.55%, L7가 98.63%, L9
가 98.76%로 나타났다. L0 시료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고(p<0.05), L3, L5, L7, L9 시료들 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전반적인 기호도, 
색, 단맛, 질감, 레몬 머틀 향미 모든 기호도 항목에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전반적인 

기호도 중 L0 시료가 4.9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었고, 그 다음으로는 L9이 4.89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CATA 분석 결과, 레몬 머틀 추출시간이 증가할

수록 대조군인 L0 시료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단맛, 젤라

틴 맛, 설탕냄새의 특정 빈도수는 감소하였고, 레몬 향, 레몬 

맛, 라임향의 특정 빈도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단맛, 레몬 

향, 레몬 맛이 20회 이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연
구결과, 대조군 외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레몬 머

틀잎 추출물을 7분(L7), 9분(L9)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젤

리 제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호도면에

서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제품 개발 

시 맛과 질감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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