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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pH, Brix), total phenol content, antioxidant activ-
itie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All concentrates and purees were produced from natural materials and have 
been used as the main ingredients in health-related beverages. Our results show that the pH values and Brix of all 
concentrates and purees ranged from 2.81 to 5.12 and 1.70 to 70.30 Brix, respectively. The highest total phenol content 
(182.71 mg GAE/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69.88%)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28.19%) were ob-
tained from acai berry puree. The concentrate from wild blueberry had the highest ORAC value (27,514 μM TE/mL). 
Amo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data, the total phenol content exhibited a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r=0.9099)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centrates and purees from natural materials contrib-
ute to antioxidant activities in healthy 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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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

나 환경오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각종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비만, 뇌혈관 질환,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였다(1). 만

성퇴행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체내 생물학적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reactive oxygen species(ROS)로써 superoxide 

(O2
-), singlet oxygen(O2

1), hydrogen peroxide(H2O2) 등

이 포함되며 체내에 과량 존재할 경우 세포의 주요 구성 성

분인 지질, 단백질, DNA 등의 손상을 일으켜 산화적 스트레

스를 유발하게 된다(2,3).

최근 소비자들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웰빙(well-be-

ing)’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와 맞물려 기능성, 안전성을 갖추

는 건강지향적인 제품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식품에서도 건강 지향적 소재개발 및 다양한 종류의 

가공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9). 특히 건

강 지향적 가공품 중에서 건강음료는 소비자들에게 간편성, 

기호성 및 기능성을 바탕으로 소비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리활성을 가지는 영양 성분을 

매우 중요한 선택요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건강음료의 주원료가 되는 과일 및 채소 등의 농축액 및 

퓨레에는 페놀성 화합물과 flavonoids, dietary fibers, 항산

화성 비타민류(vitamin C & E)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

으며, 이들 성분들은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것으

로 연구된 바 있다(10-12). 국내 건강음료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원료인 블루베리, 아사이 베리, 석류, 홍삼 등은 

항산화(13), 항암(14,15), 항비만(16) 등의 생리활성을 가

지며, 특히 석류 농축액, 홍삼 농축액 등을 첨가한 제품류의 

항산화(17), 품질특성(18)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최근 커피, 주스 및 음료 등에 건강 콘셉트의 마케팅 차원

에서 항산화 성분(총 페놀 함량), 항산화활성(ORAC value), 

비타민 함량 등을 표기한 제품들이 상품화 되고 있으며, 천

연물을 비롯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하여 항산화음료, 스포츠 

드링크와 같은 건강음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9). 

하지만 건강음료 개발에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물 유래 

농축액 및 퓨레에 대한 기초자료 및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

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건강음료의 주원료로 이용되

고 있는 천연물 유래 음료 농축액 및 퓨레 8종을 선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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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evaluated in this experiment
No. Common name Scientific name Type
S-1
S-2
S-3
S-4 
S-5
S-6
S-7
S-8

Pomegranate 
Wild blueberry 
Onion
Balloon flower
Black garlic
Red ginseng
Acai berry
Rape sprout

Punica granatum L.
Wild Vaccinium spp.
Allium cepa L.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Nakai
Black Allium sativum L.
Panax ginseng
Euterpe oleracea Mart 
Brassica napus L. sprout 

Concentrate
Concentrate
Concentrate
Concentrate
Concentrate
Concentrate

Puree
Puree

이화학적 특성(pH 및 Brix), 총 페놀 함량, 항산화 효능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RAC assay) 및 아

질산염 소거능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이들 농축액 및 퓨레에 

대한 건강 음료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천연물 유래 농축액 및 퓨레는 대형마트

에서 건강음료로 판매되고 있는 8종 음료의 농축액 및 퓨레

를 선별하였다. 총 8종의 농축액 및 퓨레는 Table 1과 같이 

석류 농축액, 블루베리 농축액, 양파추출 농축액, 도라지추

출 농축액, 발효 흑마늘 농축액, 홍삼 농축액, 아사이베리 

퓨레 및 새싹유채 퓨레를 사용하였고 건강음료 제조업체인 

(주)휴럼 중앙 연구소(Cheongwon,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Sodium carbonate, Folin-Ciocalteu's phe-

nol reagent, gallic aci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sodium phosphate dibasic, 2,2'-azobis(2-ami-

dinopropane) dihydrochloride(AAPH), acetic acid, gri-

ess reagent,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 

2-carboxylic acid(Trolox), sodium nitrite 등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o-

tassium phosphate monobasic, fluorescein(sodium salt)

는 Junsei Chemical(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pH 및 Brix 측정

음료 농축액 및 퓨레의 pH 측정은 석류 농축액, 블루베리 

농축액, 양파추출 농축액, 도라지추출 농축액, 발효 흑마늘 

농축액 및 홍삼 농축액 2.5 g을 증류수 47.5 g에 녹여 pH 

meter(pH510, EUTECH Co., Anyang, Korea)를 이용하

여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아사이베리 퓨레, 

새싹유채 퓨레액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였다. Brix는 당도계

(PAL-α Brix 0~85%,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가 시

료의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몰리브덴 청색으로 환원되는 원

리로 측정하였다(20). 시료는 석류 농축액, 블루베리 농축

액, 양파추출 농축액, 도라지추출 농축액, 발효 흑마늘 농축

액 및 홍삼 농축액은 3 g을 1,000 mL volumetric flask에 

녹여 3배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사이베리 퓨레, 새싹유

채 퓨레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시료 1 mL에 2% 

Follin-Ciocalteu's phenol regent 1 mL 및 10% Na2CO3 

용액을 1 mL 첨가하여 혼합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

하였다. 그리고 상등액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LLC,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7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gallic acid를 이용

하였으며 표준 검량 곡선(y=10.555x－0.0806, r2=0.9948)으

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Stagos 등(21)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는 총 페놀 함량 측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시료 0.2 mL에 ethanol로 용해한 0.4 mM 

DPPH 용액 0.8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그리고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한 후 다음 식(1)을 이용하여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AExperiment )×100
AControl  (1)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ORAC)

본 실험에서 시료, 표준물질의 농도별 희석 및 시약의 제

조는 75 mM phosphate buffer(pH 7.4)를 이용하였다. 

Black well plate에 시료 25 μL, 40 nM fluorescein 150 

μL를 첨가하고 측정 직전에 150 mM AAPH 25 μL를 첨가

한 다음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Spectramax 

GEMINI EM, Molecular Devices LLC)를 이용하여 485 

nm에서 전자여기 후 535 nm에서 방출되는 조건으로 37°C

에서 90분간 3분마다 fluorescence의 감소율을 측정하였

다. 결과 값은 시료 첨가구와 무 첨가구의 area under curve 

(AUC)값을 나타낸 후 Trolox를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

(y=1.8019x+0.5619, r2=0.9979)에 대입하여 나타내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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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and Brix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Samples pH Brix

S-1
S-2
S-3
S-4
S-5
S-6
S-7
S-8

 2.81±0.001)

3.22±0.00
5.12±0.00
4.85±0.00
3.98±0.00
4.70±0.00
4.05±0.00
3.95±0.00

62.70±0.00
58.90±0.00
55.10±0.00
49.40±0.00
57.00±0.00
70.30±0.00
 9.30±0.00
 1.70±0.00

1)Each value is mean±SD (n=3).

11.30e

182.71a

17.58c
15.28d

9.18fg8.80g
21.09b

9.66f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S-1 S-2 S-3 S-4 S-5 S-6 S-7 S-8

To
ta

l p
he

no
lic

 c
on

te
nt

 (m
g 

G
AE

/m
L)

  .

Fig. 1. Total phenol content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Total phenol content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mL).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
minations, n=3. a-g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S-1, 
pomegranate; S-2, wild blueberry; S-3, onion; S-4, balloon flow-
er; S-5, black garlic; S-6, red ginseng; S-7, acai berry; S-8, rape 
sprout.

Area under curve(AUC)＝1+f1/f0+f2/f0+f3/f0+4/f0+ 

...f/31/f0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활성 측정은 Kato 등(23)의 방법을 변형하

여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항산화 실험과 동일한 시료를 사용

하였다. 시료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첨가한 

뒤 0.1 N HCl을 이용하여 pH 1.2로 보정한 다음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acetic acid 

5 mL와 Griess reagent 0.4 m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뒤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하였다. 그리고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 식(2)에 대

입하여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1－

AExperiment )×100
AControl  (2)

통계분석

총 페놀 함량, 항산화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능 결과값의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성 분석은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법(Dun-

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상관관계는 SigmaPlot(Ver 9.0, Systat, San 

Jose, CA, USA)의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이화학적 특성 및 총 페놀 함량

석류 농축액, 블루베리 농축액, 양파추출 농축액, 도라지

추출 농축액, 발효 흑마늘 농축액, 홍삼 농축액, 아사이베리 

퓨레 및 새싹유채 퓨레의 pH 및 Brix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pH는 양파추출 농축액이 5.12로 가장 높았

고 도라지추출 농축액(4.85), 홍삼 농축액(4.70) 순이었으

며 석류 농축액이 2.81로 가장 낮았다. 석류 농축액의 경우, 

석류에 함유된 유기산류에 의해 가장 낮은 pH를 나타낸 것

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Kim과 Eun(17)의 연구에서 석류 농

축액의 pH가 2.67로 측정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농축액의 Brix는 홍삼 농축액에서 70.30 Brix로 가장 

높았고 석류 농축액도 62.70 Brix로 높았다. 반면 아사이베

리 퓨레 및 새싹유채 퓨레의 Brix는 각각 9.30 및 1.70 Brix

이었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물질로 다

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페놀성 화합물의 phenolic 

hydroxyl기가 수소공여와 페놀 고리 구조의 공명안정화를 

일으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4). 

음료 농축액 및 퓨레의 총 페놀 함량은 Fig. 1과 같다. 총 

페놀 함량은 아사이베리 퓨레가 182.71 mg GAE(gallic 

acid equivalent)/mL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

고 블루베리 농축액도 21.09 mg GAE/mL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베리류(아사이베리 퓨레 및 블루베리 농축액)

에는 stilbene 계열의 resveratrol을 비롯하여 tannins, el-

lagitannins, quercetin, gallic acid, anthocyanins, cyani-

dins과 같은 페놀성 화합물이 풍부하다고 보고(25)되어 페

놀성 화합물에 의한 항산화 활성이 기대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ORAC 지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간단하게 

측정 가능하여 항산화 활성 평가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실험에 이용되는 시약인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써 항산화물질과 반응 시 radical이 소거되어 

짙은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

산화 활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26). 음료 농축액 및 퓨레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이, 

아사이베리 퓨레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69.88%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블루베리 농축액이 42.53%로 높았다. 

이는 총 페놀 함량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페놀성 화합물에 

존재하는 hydroxyl group(-OH)에 의한 전자공여능에 기인

한 것으로 총 페놀 함량이 높은 아사이베리 퓨레 및 블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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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everage concen-
trates and puree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n=3. a-g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S-1, 
pomegranate; S-2, wild blueberry; S-3, onion; S-4, balloon flow-
er; S-5, black garlic; S-6, red ginseng; S-7, acai berry; S-8, rape 
sp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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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AC value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ORAC 
values expressed as Trolox equivalents (μM TE/mL).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n=3. a-g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S-1, pomegranate; S-2, wild blue-
berry; S-3, onion; S-4, balloon flower; S-5, black garlic; S-6, 
red ginseng; S-7, acai berry; S-8, rape sp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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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
nations, n=3. a-d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S-1, 
pomegranate; S-2, wild blueberry; S-3, onion; S-4, balloon flow-
er; S-5, black garlic; S-6, red ginseng; S-7, acai berry; S-8, rape 
sprout.

리 농축액에서 다른 시료에 비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Jeong 등(27)은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중에 총 페놀 함량을 많이 함유한 블루베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라즈베리 추출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ORAC assay는 radical chain reaction의 주요 단계인 수

소 전자 전달과 연관하여 항산화 성분의 free radical 소거

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hydrophobic 성분과 hydrophilic 

성분에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전자전달이론과 관련된 항산

화 활성 실험 방법들보다 높은 반응감도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실험이다(28-30). 음료 농축액 및 퓨레의 ORAC 

지수를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이 ORAC 지수는 블루베리  

농축액에서 27,514 μM TE/mL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발효 흑마늘 농축액에서 22,626 μM TE/mL로 나타났다. 

Speisky 등(31)의 연구에서 건조된 블루베리의 ORAC 지수

는 블루베리 품종에 따라 다르며, aurora종은 26,642 μM 

TE/100 g, bluecrop종은 27,412 μM TE/100 g, bluegold

종은 33,677 μM TE/100 g, brigitta종은 21,304 μM TE/ 

100 g으로 보고하였고, Feeney(32)는 성인 일일 ORAC 권

장량을 약 3,000~5,000 ORAC 지수로 제시한바 있다. 즉 

ORAC 지수가 높은 블루베리 농축액, 흑마늘 농축액, 홍삼 

농축액 및 아사이베리 퓨레 등을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 시 

성인 일일 권장량에 충족하는 ORAC 지수를 함유한 항산화

음료, 항산화 주스 등의 건강음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은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할 경우 혈중에서 hemo-

globin의 산화를 일으켜 methemoglobin을 형성하며 이는 

methemoglobin증 등의 각종 중독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중에서 2급, 3급 amin과 결합하

여 발암물질인 nitrosoamine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아질산

염 소거능 평가를 통하여 시료의 항암작용 여부를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33,34). 음료 농축액 및 퓨레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아사이베리 퓨레에서 

28.19%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페놀성 물질이 

아질산염의 니트로화 반응을 억제한다는 보고(35-37)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던 아사이

베리 퓨레에서 아질산염소거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로 볼 때, DPPH 라디칼 소거능, ORAC assay, 아질산염 

소거능은 각각 측정원리 및 반응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항산화성분 및 항산화 활성 간에 상관관계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음료 농축액 및 퓨레의 항산화성분(총 페놀 

함량) 및 다양한 항산화 평가모델(DPPH 라디칼 소거능, 

ORAC 지수, 아질산염 소거능)에서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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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otal 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RAC value, nitrite scaveng-
ing activity of beverage concentrates and purees

Factor
Total

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RAC
valu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
content 0.9099* 0.2152 0.748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0.3035 0.8039**

ORAC value 0.173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P<0.05.

상관관계 분석

음료 농축액 및 퓨레 8종의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ORAC 지수, 아질산염 소거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과의 상관성은 0.9099로 유의적(P<0.01)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Maisuthisakul 등(38)이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0.83으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과 ORAC 지수 연관성은 0.2151, 아질산염 소

거능과의 상관성은 0.7480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ORAC 지수 간의 상관성은 0.3035, 아질산염 소거능과의 

연관성은 0.8039이었으며 ORAC 지수와 아질산염 소거능

의 상관계수는 0.1735로 가장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ORAC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

낸 것은 ORAC 분석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페놀성 화합물 

이외에도 수용성 비타민류, 유기산 및 일부 비 페놀성 화합

물에도 ORAC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본 연구에 사용된 발효 흑마늘 농축액의 경우 총 페놀 함량

은 15.28 mg GAE/mL로 다른 시료에 비하여 낮았으나 

ORAC 지수는 22,626 μM TE/mL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이는 마늘의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allicin이 마늘조직

이 파괴될 때 S-allylcysteine, S-allylmercaptocysteine 

등의 수용성 유황화합물로 분해되어 효능을 나타낸다는 보

고(39)에 따라 페놀성 화합물 이외에 다른 성분들도 ORAC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천연물 유래 농축액 및 퓨레는 다양한 모델에서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며 이들 농축액 및 퓨레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갖는 건강음료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음료 농축액 및 퓨레로 사용되는 석류 농축

액, 블루베리 농축액, 양파추출 농축액, 도라지추출 농축액, 

흑마늘 농축액, 홍삼 농축액, 아사이베리 퓨레, 새싹유채 퓨

레의 이화학적 특성, 총 페놀 함량, 항산화 효능(DPPH rad-

ical scavenging, ORAC) 및 아질산염 소거능을 분석하였

다. pH는 석류 농축액이 2.81로 가장 낮았으며 양파추출 

농축액이 5.1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Brix는 홍삼 

농축액이 70.30으로 가장 높았고 새싹유채 퓨레가 1.70으

로 가장 낮았다. 총 페놀 함량은 아사이베리 퓨레에서 

182.71 mg GAE/mL로 다른 시료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양파추출 농축액이 8.80 mg GAE/mL로 가장 낮

았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총 페놀 함량과 마찬가지

로 아사이베리 퓨레에서 69.88%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 ORAC 지수는 블루베리 농축액에서 27,514 μM 

TE/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질산염 소거능도 아사이

베리 퓨레에서 28.19%로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천연물 유래 농축액 및 퓨레는 다양

한 항산화 평가모델에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농축액 및 퓨레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을 갖는 건강음료의 

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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