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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related to browning of hot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green tea (Camellia 

sinensis) and propolis. The extracts were assessed for polyphenol oxidase (PPO) inhibitory activity and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In addition, apples were cut into 15 mm thick slices and dipped for 1 min in 0.5% of the green tea extracts and the propolis solutions and 

stored at room temperature for 24 h. The PPO inhibitory activity of the green tea extracts was better than that of the propolis. The highest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90.81%), total phenol contents (170.42 mg/mL) and the metal chelating effects (45.93%) were measured 

in the green tea hot water extracts. The mineral content of the green tea water extracts was 69,328.44 ppm potassium and 2,409.42 ppm 

magnesium. After 24 h, the △E value of the apple slices treated with the green tea water extracts was the lowest (1.35). The antibrowning 

effects of the green tea extracts were higher than those of propolis in the apple s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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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건강 및 천연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

어 신선편이 농산물의 소비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Chung HS 등 2008). 이러한 신선편이 농산물은 소비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공공정을 거치면서 품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Park SY 등 2001, Donard 

VS 1995). 원형 시료와는 달리 과육의 노출과 조직손상에 기

인된 효소적 갈변 발생, 호흡량의 증가 그리고 미생물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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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품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러한 특징은 신선

편이 농산물의 저장수명 단축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Kim DM 1999, Ahvenainen R 1996). 특히 

갈변은 주로 polyphenol oxidase (PPO)에 의해 페놀화합물이 

산화되어 o-quinone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고, 이들이 중합되

어 갈색 색소인 멜라닌을 생성하여 일어는 것으로(Kim DY 

등 1981) cysteine(Choi EH 등 1987), ascorbic acid(Sapers GM

과 Miller RL 1992, Mondy NI와 Munski CB 1993) 등 여러 화

학 물질이 PPO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 

천연 갈변저해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Lee GC와 Ahn SC, 1997). 

녹차는 차나무(Camellia sinesis O. Kunze)의 어린잎을 따서 

찌거나 열을 가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켜 말린 기호품으로

써 세계적으로 널리 음용되고 있으며 caffeine, tannin, 

catechin, 비타민 및 무기염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다양

한 생리기능적인 특성과 높은 항산화작용을 가지는 천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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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고 있다(Lim JH 2005, Liao S 등 1995, Kim JK 등 

1997, Tan NH 등 1984). 그 중에서 주성분인 catechin은 폴리

페놀화합물로서 epicatechin (EC), epigallacatechin (GC), 

epicatechin gallate (EGC) 및 epigallocatechin (EGCG)의 4종류

로 나누어지며 EGC > EGCG > EC > ECG 의 순으로 항산화

활성이 보고되고 있다(Lu MJ와 Chen C, 2008). 또한 이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

며 식품의 항산화제 및 항균제, 중금속 제거효과 등(Kim SJ 

등 2010, Jeong CH 등 2003, Abe Y 등 1995, Kim MJ와 Rhee 

SJ 1994, Muramatsu K 등 1986, Rhi JW와 Shin HS 1993)의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항산화 활성은 ascorbic acid, 

tocopherol 또는 β-carotene에 비하여 폴리페놀화합물과 더욱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n SD 등 2008). 그러나 갈변에 

영향을 주는 PPO 활성 제어와 직접적으로 농산물 갈변억제에 

적용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프로폴리스(propolis)는 벌이 나무, 꽃, 잎, 잎눈 등으로부터 

수집하는 밀랍(beewax)과 수지(resin) 물질을 타액과 혼합시켜 

만든 물질로서 민간요법에서는 이미 기원전 300년부터 사용

되어왔으며 항균과 항바이러스(Kujumgiev A 등 1999), 항염증

(Park EH 등 1996), 항암작용(Chiao C 등 1995), 항산화

(Shigenori K 등 1990, Shigenori K 등 2004) 등과 같은 생리

활성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SH 등 2009, 

Kim EJ 등 2005, Burdock GA 1998, Kujumgiev A 등 1999). 

프로폴리스에는 다양한 화학성분인 polyphenols (flavonoid 

aglycones, phenolic acid와 esters, phenolic aldehyde, alcohols 

및 ketones), sesquiterpene, quinones, coumarins, steroids, 

amino acid 및 inorganic compound와 같은 160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물의 종과 지역적으로 매우 그 종

류가 다양하다고 보고되어 있다(Bonvehi JS 등 1994, 

Greenaway W 등 1991). 한편 보존성 증진을 위한 식품포장 

재료로의 이용(Mizno M 1989), 프로폴리스의 첨가가 식빵의 

저장수명 연장과 품질유지에 미치는 영향(Kim CT 등 1997),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유지 산화억제 효과(Lim DK 등 1994)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식품 갈변억제와 관련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에 대한 

PPO 저해활성과 항산화 특성을 조사하고, 사과 슬라이스의 

갈변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천연갈변억제제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사과는‘Fuji’품종으로 경북 영천에서 

2011년에 수확된 것을 구입하여 외관이 건전한 것만 선별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갈변저해를 목적으로 사용한 녹차는 

건조물 상태의 재료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propolis (Origin-A, Australia)는 제품의 형태를 구입하였으며 

그 유효성분은 non-alcohol 20%이었다. 

2. 녹차 추출물 제조

녹차의 추출은 열수 및 에탄올 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추출은 건조하여 분쇄한 녹차 30 g에 증류수 및 80% 에탄올 

용액 150 mL를 넣고, 60℃의 환류냉각장치에서 6시간 3회 반

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을 농축하여 건조 한 후 시료로 사

용하였다.

3. 사과에 대한 갈변저해제 처리 

사과를 세라믹 칼을 이용하여 15 mm 두께로 슬라이스한 

후 각 0.5% (w/v)의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 용액에 1분간 

침지한 후 3분간 자연건조하고, 흡수지로 수분을 가볍게 제거

한 후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보관하며 외관의 변화를 관찰하

였다.

4. 효소활성 저해력 조사

50 mM phosphate buffer (pH 6.5) 1.7 mL와 PPO (4276 

units/mg) 0.2 mL을 혼합한 후 0.5, 1 and 1.5% 농도의 저해

제를 0.1 mL을 첨가하여 25℃로 조절된 항온수조에서 15분간 

방치하고, 기질로서 4 mM catechin 용액 1 mL를 각각 첨가한 

후 Microplate reader (M2, Molecular Device, Canada)를 이용

하여 420 nm에서 5분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능

은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한 후 curve의 직선부위로부터 계산

하였으며 효소 저해활성은 흡광도 감소량 %로 나타내었다

(Dennis D와 Miller JW, 1998). 그리고 시료별 PPO 저해활성

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효소활성의 50%를 저해하는 시료의 

농도를 환산하여 IC50 값으로 하였다. 

Inhibition of PPO activity (%) = [1-(A/B)] × 100
(A: sample의 흡광도, B: blank solution의 흡광도)

 

5. 항산화 특성 조사

(1) 총페놀 함량 측정 

Folin-Ciocalteu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lorence CRF 등 

1992). 시료 0.1 mL에 2 N Folin-Ciocalteu 용액 0.5 mL를 첨

가하여 3분간 반응시킨 후 20% Na2CO3 1 mL를 첨가하여 1시

간 동안 침전반응을 거친 후 반응 용액을 Whatman No. 2 여

과지로 여과하여 Microplate reader (M2, Molecular Device, 

Canad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이 

때 총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부터 구하였다.

(2)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Lee YC 등(1997)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0.2 m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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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substances

Conc. 

(%)

Water EtOH

Inhibition (%) IC50 (%) Inhibition (%) IC50 (%)

Green tea 

extract

0.5 48.18±0.95
a1)

1.78
2)

44.15±1.70
a

1.881.0 87.55±2.45
b

79.98±1.73
b

1.5 95.10±1.60
b

94.06±1.03
c

Propolis

0.5 23.12±1.60
a

4.011.0 45.57±2.51
b

1.5 65.16±2.02
c

1)
 Each values are means±S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Relative value of reciprocal inhibition ratio of PPO activity by IC50 value

Table 1 Inhibition ratio of PPO activity according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in catechin

diethylene glycol 10 mL와 1 N NaOH 1 mL를 가하고 잘 혼

합한 다음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M2, Molecular Device, Canada)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naringin을 이용하여 얻어진 표준곡선으로

부터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는 안정한 free radical로 cysteine, glutathione과 같은 

황 함유 아미노산과 ascorbic acid, tocopherol 등의 항산화 물

질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므로 항산화능을 측정할 때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법이 많이 이용된다(Ramatahman N 등 

1995). 4 mM의 DPPH 에탄올 용액을 제조하여 흡광도를 

1.000±0.1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0.5% 농도의 시료 0.2 mL

를 시험관에 가하고 DPPH 용액 2.8 mL를 혼합하여 1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Microplate reader (M2, Molecular 

Device, Canad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아래의 식으로부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계산하였다(Santoru K 등 200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A/B)] × 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4) 금속이온(Fe
2+

)에 대한 chelating 효과 측정 

Gulcin I(2006)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시료용액 0.3 mL에 2 mM FeCl2 0.1 mL를 가하고, 5 mM 

ferrozine 0.2 mL ethanol 3.4 mL를 가한 후 혼합하여 실온에

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562 nm에서 Microplate reader (M2, 

Molecular Device, Canad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

래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Metal chelating effect (%) = [1-(A/B)] × 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6. 무기질 조성 분석 

무기질(Ca, Mg, Fe, Zn, Cu, Mn, K) 함량은 AOAC법(1995)

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 Perkin Elmer Optima-4300DV, 

USA)로 분석하였다.  

7. 사과 슬라이스의 표면색 측정

표면색은 표준백판(L=97.40, a=-0.49, b=1.96)으로 보정된 

Chroma meter (CR-4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시료 

절단면의 중심부위를 3반복으로 Hunter L, a and b값을 측정

하였고, 각 처리구간의 색도의 차이는 색차(color difference, 

△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 = (△L
2
 + △a

2
 + △b

2
)
1/2 

Ⅲ. 결과 및 고찰

1. PPO 활성 저해력

녹차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에 대한 PPO 

활성 저해력을 catechin 기질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해활성이 증가

하여 녹차 추출물의 경우 0.5%에서 44.15~48.18%, 1%에서 

79.98~87.55%, 1.5%에서 94.06~95.10%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IC50의 값은 열수 

추출물에서 1.78%, 에탄올 추출물에서 1.88%로 측정되어 에

탄올 추출물보다 열수 추출물에서 더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

다. 프로폴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해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농도에 따른 IC50의 값은 4.01%로 녹차 

추출물보다 낮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녹차 추출물의 높

은 효소 활성저해력은 Vamons-Vigyazo L(1981)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차의 잎에서 추출된 페놀화합물 성분이 PPO 효소활성을 

저해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No JK 

등(1999)과 Santhosh KT 등(2005)은 녹차 추출물의 높은 PPO 

저해활성이 식물체 phenolic 물질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Pruidze GN과 Grigorashvili GZ(1977)은 식물체에서 추출된 

페놀화합물 성분이 PPO 활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Hwang TY과 Moon 

GD(2006)는 천연갈변억제제로 감초와 녹차 추출물을 신선절

단 감자에 적용하여 저장 중의 PPO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4℃에서 저장 7일경 가장 낮은 PPO 활성을 보였으나 14일경 

갈변의 심화와 함께 효소의 활성도 함께 증가하여 천연추출

물과 함께 ascorbic acid를 병용하여 냉장 저장하는 것이 갈변

저해 및 품질유지에 효과적일 것이라 보고하였다. 또한 최소

가공 양송이버섯에 대하여 천문동, 키위, 계피 등의 추출물을 

처리하여 갈변도 및 PPO 활성을 측정한 결과 1%의 천문동 

추출물이 갈변억제 효과가 높았고, 키위 추출물은 ascorbic 

acid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계피 추출물은 저장 초기에 

갈변저해능이 비교적 우수하였으나 저장 후기에는 갈변도 증

가를 크게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Ryu JM 등 2003) 

천연추출물 종류에 따른 농산물의 갈변억제 및 PPO 활성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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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산화 특성 및 무기질 조성

항산화 물질의 가장 특징적인 역할은 oxidative free radical

과 반응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녹차 추출물 및 프로폴리스의 DPPH radical 소

거능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녹차 열수 추출물에서 

90.81%, 녹차 에탄올 추출물에서 76.68% 그리고 프로폴리스

에서 28.44%로 녹차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에 대

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녹차의 항산화능은 비타민 C

와 polyphenol 화합물인 catechin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Park 

CO 1996)되고 있다. 프로폴리스의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DPPH radical 소거활성 실험(Lee HJ 등 2005)에서 프로폴리스 

추출물 12 μg을 첨가했을 때 30%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

을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추출물이 아닌 프로폴리스 

제품의 것을 사용하여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GT-W: water extract of green tea, GT-E: 80% EtOH extract of green tea.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etween the 

varieties.

총페놀 함량의 경우 녹차 열수 추출물에서 170.42 mg/mL, 

에탄올 추출물에서 150.12 mg/mL, 프로폴리스에서 79.84 

mg/mL의 함량을 나타내어 녹차 열수 추출물의 총페놀 함량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녹차에 대하여 열수 및 에탄올 등

의 추출용매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프로폴리스는 

녹차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Fig. 2). 또

한 본 연구의 프로폴리스의 경우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3.59%,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3.52%를 나타난 Jeong CH 등 

(2003)의 연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Pyo YH 등(2004)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총 페

놀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eong HM 등(2002)과 Kim HK 등(2002)은 식물체의 총폴리페

놀 함량과 전자공여 작용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폴

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전자공여능이 높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Fig. 2  Total phenolic contents of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GT-W: water extract of green tea, GT-E: 80% EtOH extract of green tea.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etween the 

varieties.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에 대한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Fig. 3과 같다. 녹차 열수 추출물의 경우 86.52 mg/mL, 녹차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10.59 mg/mL, 프로폴리스의 경우 

56.38 mg/mL를 나타내어 녹차 에탄올 추출물의 총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SJ 

등(2010)의 연구에서는 녹차 열수 추출물에서 플라보놀 함량

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있었고, Wang H와 Helliwell K(2001)의 

연구에서는 6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추출수율을 보

이고, 높은 플라보놀 함량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Fig. 3 Total flavonoid contents of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GT-W: water extract of green tea, GT-E: 80% EtOH extract of green tea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etween the 

varieties.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의 금속이온(Fe
2+

)에 대한 

chelating 효과는 Fig. 4와 같다. 녹차 열수 추출물의 경우 

45.93%, 녹차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6.27%, 프로폴리스의 경

우 0.39%를 나타내어 녹차 열수 추출물의 금속이온에 대한 

chelating 효과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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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2+

는 여러 금속 이온 중 가장 강력한 산화촉진제로 

ferrozine과 정량적으로 반응하여 붉은색을 띠는데 이 때 킬레

이트 효과를 가진 물질이 존재하면 Fe
2+

 -ferrozine complex 

형성이 방해되어 발색이 저해된다(Chung HJ 2010). Metal 

chelating agent는 제 2의 항산화제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이

는 산화환원 전위를 감소시켜 금속이온의 산화상태를 안정화

시키기 때문이다(Gulcin I 2006). 

Fig. 4  Metal(Fe2+) chelating effects of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GT-W: water extract of green tea, GT-E: 80% EtOH extract of green tea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etween the 

varieties.

Mineral
Green tea extract

Propolis
Water EtOH

Ca 600.14 75.24 9.74

Mg 2409.42 337.52 14.78

Fe 9.72 4.85 6.38

Zn 32.74 12.59 29.33

Cu 6.48 17.97      N.D.
1)

Mn 975.51 69.53     N.D.

K 69328.44 13718.79 176.40
1)
 not detected

Table 2. Mineral contents of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unit: ppm)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7종류가 검출되었으며 녹차 추출물의 

경우 특히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등의 3종류가 기타 

원소에 비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그 중 녹차 열수 추출물

에서 칼륨이 69328.44 ppm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마

그네슘 2409.42 ppm, 망간 975.51 ppm, 칼슘 600.14 ppm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폴리스의 경우는 칼륨 176.40 ppm, 

아연 29.33 ppm, 마그네슘 14.78 ppm 등의 순으로 무기질 

함량이 높았다. Kim YH와 Koh JB(1985)의 전다법에 따른 녹

차의 무기질 함량의 연구결과에서도 칼륨의 함량이 

1737~3000 mg/100 g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의 함량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녹차 추

출물은 농산물에 적용할 경우 갈변억제효과를 포함한 항산화 

효과 및 다양한 무기질까지 함유하고 있으므로 천연 갈변억

제제로서의 그 의미가 높다고 사료된다.

3. 사과 슬라이스의 표면색 및 외관변화

사과 슬라이스에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를 침지하여 상

온에서 24시간 동안의 색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리하지 않은 

사과 슬라이스의 L값이 52.50을 나타낸 반면, 녹차 추출물과 

프로폴리스를 처리한 사과 슬라이스는 전반적으로 

76.96~79.03을 나타내어 처리하지 않는 사과 슬라이스보다 높

은 L값을 보였으나 처리구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2). 사과 슬라이스의 외관상 가장 큰 문제를 나타내는 

갈변 정도를 △E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때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색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값의 경우 처리하지 않은 사과 슬라이스에서 17.08의 색 

변화를 나타낸 반면, 녹차 열수 추출물에서는 1.3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97 그리고 프로폴리스로 침지한 경우는 5.65

를 보여 프로폴리스보다 녹차 추출물에서 색 변화가 적게 일

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Weller A 등(1997)은 L값의 변화는 

PPO 활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PPO는 조직이 노화되거나 

저장 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우 용해성이 커지고, 활성화된

다고 하였다. 

사과 슬라이스의 외관을 관찰한 결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다 녹차 추출물을 처리한 사과 슬라이스에서 갈변이 다소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사과 슬라이스 표면에 

색이 다소 염색되는 경향을 보인 프로폴리스와 달리 본 연구

에서 수행한 PPO 저해활성, 항산화력 및 갈변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녹차 추출물이 천연 갈변저해제로서의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Natural substances Extract L △E

Untreated 52.50±6.89 17.08 

Green tea
Water 79.03±5.44 1.35 

EtOH 77.46±1.71 1.97

Propolis 76.96±2.07 5.65 

Table 3  Changes in Hunter L and △E value of apple slices by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solutions after 24 h at 

room temperature 

Fig. 5 Changes the appearances of apple slices by 
green tea extracts and propolis solutions after 
24 h at room temperature

GT-W: water extract of green tea, GT-E: 80% EtOH extract of gree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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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천연 갈변저해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녹차를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하고, 그 추출물과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PPO 저해활성과 DPPH radical 소거능, 총페놀 함량, 총플라보

노이드 함량 등을 통하여 항산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녹차 

추출물에 대하여 PPO 저해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DPPH 

radical 소거능, 총페놀 함량,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금속이온

(Fe
2+

)에 대한 chelating 효과 등에 대해서도 프로폴리스보다 

녹차 추출물에서 함량이 높게 조사되었다. 무기질 함량의 경

우 녹차 열수 추출물에 대하여 칼륨이 69328.44 ppm으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그네슘이 2409.42 ppm으로 함량

이 높았다. 각 추출물에 대하여 사과 슬라이스에 침지하여 

처리한 결과 녹차 추출물에서 높은 L값과 낮은 △E값을 보여 

색 변화가 적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

로폴리스보다 녹차 추출물의 경우 천연 갈변저해제로의 사용

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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