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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추출물과 이를 첨가한 호상 요구르트의 항산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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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jujube hot-water extraction and antioxidant. After extraction of hot-water 
jujube, general composition analysis and functional tes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general composition analysis showed 
22.33% of moisture content, 0.71% of crude lipid, 5.21% of crude protein, and 3.87% of ash. From DPPH test results, 
in concentrations of 1,000 μg/mL of jujube extracts, electron donating ability was shown with 68.24%. The SOD ability 
in concentrations of 1,000 μg/mL was 13.12%. The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jujube extracts was 11.79% at 1,000 μg/mL. 
The yogurt with 0, 1, 2, 3 and 4% of jujube extracts was made, and the general composition analysis and the functional 
tes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general composition analysis of jujube yogurt, showed 74.71~76.56% of moisture 
contents, 1.31~3.38% of crude lipid, 2.13~3.40% of crude protein, and 1.18~1.28% of ash. The DPPH test results showed 
46.33% for 1% added jujube extract, 53.78% for 2% added jujube extract, 90.87% for 3% added jujube extract, and 89.58% 
for 4% added jujube extract. The SOD ability showed 4.93% for 1% added jujube extract, 7.28% for 2% added jujube 
extract, 11.38% for 3% added jujube extract, and 11.50% for 4% added jujub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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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는 천연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과 관련

된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고조되면서 천연물에서 추출

한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천연물 중에서도 과채류는 페놀성 화합물인 vitamin, 
carotenoid, flavonoid 등이 다량 존재하며(Yu 등 2006), 항산화 

효과, 항균성, 아질산염 소거능 등의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Yoon 등 2003).
대추는 옛날부터 한방 약재 또는 과실의 한 종류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용과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Kwon 등 1993). 대

추는 과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식품 재료로써 말린 대추는 

약용 등으로 그 이용 폭이 매우 넓으며(Kim 등 2013), 특히 

단맛을 포함한 다양한 맛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리에 많이 

사용된다. 특히 당질과 ascorbic acid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각종 sterols, alkaloids, saponins, vitamins, 유기산류, 아미노산

류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이나 이뇨 작용, 강장 작용, 소
화 완화, 기침, 빈혈, 항 알레르기, 간 보호 작용,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결핵, 기관지염 및 신경쇠약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Choi KS 1990; Na 등 1996; Choi 등 2003; 
Kim DH 2008; Kim 등 2013). 대추의 과육 가운데 가장 풍부

한 성분은 당질로 단당류와 이당류가 들어 있으며(Kwon 등 

1997), 대추의 당질과 비타민 등의 성분은 피로 회복이나 야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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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설사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Joo 2005).
요구르트는 건강식품으로써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유고형분 함량과 

젖산균 수가 많은 호상 요구르트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Lee 등 2002). 젖산균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미생물로써 김치, 젓갈류, 각종 절임 식품 및 발

효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효유는 장내 부패균과 질병

을 일으키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Lee 등 1999). 요구르트의 기능성은 

기존의 장 건강뿐만 아니라, 위장이나 간장과 같은 주요 장기

와 관련된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 예방 및 치료제로

서의 역할까지로 확대되고 있다(Cho 등 2006). 요구르트에 식

이섬유, 올리고당, 비타민, 무기질 등을 강화시켜 기능성 식

품 소재로 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비, 위, 간 기능 개선 

등의 건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발효유 시

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Shin 등 2008). 식이섬유 첨가 요

구르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첨가한 요

구르트(Hur 등 2007), 함초 추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Cho 등 

2008), 뽕잎 및 오디를 이용한 요구르트(Lee AC 2009)등이 있

다. 올리고당 첨가 요구르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키토산 올

리고당 첨가 요구르트(Choi MK 2004), 키토 올리고당 첨가 

요구르트의 발효와 저장성(Lee & Kang 2010)에 관한 연구가 

있다.
비타민 첨가 요구르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유자 요구르트

(Lee 등 2008), 모과 추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Kim JH 2011),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호상 요구르트(Son YJ 2013) 등이 있다. 
요구르트 제조 시 다양한 부재료의 첨가가 가능하므로 기능

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재료를 첨가하여 생리활성이 더 우

수한 요구르트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Shin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놀성 물질이 풍부하고 기능성 식

품 자원인 대추를 가공식품으로써 한정된 범위의 사용을 벗

어나 약리작용을 고려한 이용 증진을 위해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였다. 또한 대추의 가공품 개발 및 식품 소재로써의 탐색

을 위해 대추 열수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대추의 이용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대추 열수 추출물 제조
대추는 경산(경산시 금구리)에서 2010년 수확된 건 대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대추의 씨를 제거한 후 대추를 10배
의 물과 혼합(w/v)하여 80℃에서 3시간씩 3회 환류 추출하였

Fig. 1. Preparation of water extractable material jujube. 

다. 추출액은 filter paper(Whatman No. 2, England)를 사용하여 

2회 여과하고 진공 농축한 후 동결건조를 통해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Fig. 1). 이때 대추 열수 추출물은 20.04%
의 수율을 보였다.

2. 전자공여능 측정
대추 열수 추출물 및 요구르트의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1958)의 방법에 준하여 각 시료의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에 대한 전자공여 효과로

써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즉,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 2 mL에 0.2 mM DPPH 용액 1 mL를 가하고, 10
초간 혼합기로 믹싱한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이 

반응액을 흡수분광광도계(Hitachi UV-2001, Japan)를 사용해

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DA  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시료 첨가구 흡광도 ×

3.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 측정은 Marklund & Marklund(1974)의 방법

에 따라 hydrogen peroxide(H2O2)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

하는 pyrogallol의 생성량을 측정하여 SOD 유사활성으로 나

타내었다. 즉, 일정농도의 시료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50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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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DTA)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였다. 그
런 다음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0.1 mL로 반응

을 정지시킨 다음, 420 nm에서 흡광도(Hitachi UV-2001, Japan)
를 측정하였다. 

SOD-like activity(%)=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시료 첨가구 흡광도 ×

4.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대추 열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1987)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1 mM의 NaNO2 용

액 2 mL에 각 농도의 시료 1 mL를 첨가하고, 여기에 0.1 N 
HCl(pH 1.2)과 0.1 M 구연산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반응용액

의 pH를 1.2로 조정한 후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였

다. 그리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얻은 반응액을 1 
mL씩 취하고, 여기에 2% acetic acid 5 mL를 첨가한 다음 Griess 
reagent 0.4 mL를 가하여 혼합시켰다. 그런 다음 실온에서 15
분간 방치시킨 후 흡수분광광도계(Hitachi UV-2001, Japan)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SA  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시료 첨가구 흡광도 ×

5. 대추 요구르트 제조 시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대추는 경산(경산시 금구리)에서 2010년 

수확된 건 대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추는 대추 열수 추

출물을 발효유에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발효액 제조의 기질

로 사용된 원료는 시판전지우유(서울우유), 탈지분유(서울우

유), 설탕(큐원)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의 

요구르트 제조에 스타터 미생물로 사용된 균주는 Lactobacillus 
bulgaricus, Streptococus thermophilus, L. acidophilus 혼합 균주 

제품(Lyo-san Inc., Canada)을 사용하였다.

6. 대추 요구르트 제조
Jung 등(2011)의 방법을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결정된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시판우유 150 mL를 기준

으로 대조군과 대추 열수 추출물을 1%, 2%, 3%, 4%의 농도

로 첨가한 후, 탈지분유와 설탕을 혼합하여 핫플레이트(MSH- 
Daihan, Scientific, Korea)에서 350 rpm 기준으로 9분 동안 혼

합하여 고압멸균기로 85℃에서 10분간 멸균하였다. 멸균 후 

40℃로 냉각하여 starter(Lyo-san Inc., Canada)를 0.15 g 첨가하

여 40℃의 incubator(HST 103-4, Hanbaek ST, Korea)에서 12시
간 발효시켰다. 대추 요구르트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배합비

는 Table 1, Fig. 2와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yogurt added jujube water 
extracts

Ingredients(g)
Treatments

Control JY11) JY22) JY33) JY44)

Jujube water extracts 0 1.5 3 4.5 6
Milk 150 150 150 150 150
Powdered skim milk 15 15 15 15 15
Starter 0.15 0.15 0.15 0.15 0.15

Sugar 10.5 10.5 10.5 10.5 10.5
1) JY1: Yoghurt with 1% Jujube water extracts.
2) JY2: Yoghurt with 2% Jujube water extracts. 
3) JY3: Yoghurt with 3% Jujube water extracts. 
4) JY4: Yoghurt with 4% Jujube water extracts.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yogurt added jujube 
extracts.

1) 요구르트의 일반성분 분석
대추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2000)에 의해 수분, 조단

백, 조지방, 조회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분은 상압가열건조

법으로 분석하고, 조단백질 함량은 Kjeldahl 자동적정장치

(2300 Kjelticanalyzer, Foss, Sweden), 조지방 함량은 Soxhlet 
법에 준하여 Soxhlet 추출관에 넣고, 60~65℃ 수욕상에서 8~ 
16시간 동안 추출하여 산출하였으며, 조회분은 직접화법으

로 분석하였다.

2) 요구르트의 항산화능 측정
요구르트 항산화능은 대추 열수 추출물 성분 분석을 위한 

항산화능 측정과 동일한 방법인 전자공여능, SOD 유사활성,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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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모든 결과는 SPSS 18.0 for Windows Program

을 이용하여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추 열수 추출

물의 첨가량에 따른 요구르트의 특성 차이 비교를 위해 분산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산분석 차이 비교 결과, 유의적인 차이

가 있을 경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추 열수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본 연구에서는 대추 열수 추출물의 전자공여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대추 열수 추출물과 대조구 ascorbic acid의 DPPH 
소거 활성을 농도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추출물 시료에서 라디칼소거능이 보였으며, 시
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전자 공여능이 높게 나

타났다. 대추 물 추출물 62.5 μg/mL에서 34.36%, 250 μg/mL
에서 55.19%, 1,000 μg/mL에서 68.24%의 전자공여능을 보

였으며, 대추 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

능은 증가하였다. 1,000 μg/mL에서 대조구인 ascorbic acid의 

전자공여능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50 μg/mL의 농도에

서도 50% 이상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어 대추 추출물의 기

능성이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YJ(2010)의 연구에서, 
대추과육의 DPPH 소거 활성을 농도별로 측정한 결과, 대추 

과육 500 μg/mL에서 물 추출물이 42%, 1,000 μg/mL 물 추출

물이 64%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으면 자유라디칼을 환원시키거

나 상쇄시키는 능력이 높아 항산화활성 및 활성산소와 같은 

자유라디칼의 소거작용 증진으로 인체 내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Jin Q 1999).

Table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ascorbic acid and jujube water extracts 

62.5 μg/mL 125 μg/mL 250 μg/mL 500 μg/mL 1,000 μg/mL F-value
Ascorbic acid 72.47±1.51 73.91±4.05 73.16±1.88 70.90±2.71 70.08±4.17 0.42NS

Jujube powder 34.36±1.48d 44.60±3.40c 55.19±3.18b 59.97±3.79ab 68.24±3.14a 17.83***
a~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SOD like activities of ascorbic acid and jujube water extracts

62.5 μg/mL 125 μg/mL 250 μg/mL 500 μg/mL 1,000 μg/mL F-value
Ascorbic acid 53.19±3.42a 84.55±0.88b 96.98±0.53c 96.17±0.35c 98.37±0.53c 414.93***
Jujube powder 10.45±0.60b 10.92±0.20b 11.15±0.35b 10.57±0.80b 13.12±0.73a  10.44**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대추 열수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
대추 열수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은 Table 3과 같다. 대추 물 추출물 62.5 μg/mL에서 대추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능은 10.45%, 250 μg/mL에서 11.15%, 
1,000 μg/mL에서 13.12%의 유사활성능을 보였으며, 대조구

인 ascorbic acid에 비해 대추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능은 다

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Hong JY(2010)의 건대추 물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능 측정 결과, 1,000 μg/mL에서 7.34%의 유사

활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Kim YJ(2010)의 대추과육의 물 추출액의 유사활성

능 측정 결과, 500 μg/mL에서 28%, 1,000 μg/mL에서 33%의 

유사활성능을 나타내 본 연구보다 높은 유사활성능을 보였

다. SOD는 생체 내 항산화 효소로 세포의 활성산소를 과산화

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SOD 유사활

성능 측정은 식품의 산화와 인간의 노화 억제와도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 JY 2010).

3. 대추 열수 추출물의 아질산염 분해작용
인체 위장 내의 pH와 동일한 pH 1.2에서 아질산염 소거능

을 측정하였으며, 대추 열수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아질산염 

소거능은 Table 4와 같다. 
대추 열수 추출물 62.5 μg/mL에서 대추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2.55%, 250 μg/mL에서 6.66%, 1,000 μg/mL에서 11.79%
를 보였으며, 대조구인 ascorbic acid에 비해 대추 추출물의 아

질산염 소거능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Lee SM(2010)의 

대추과육의 에탄올 추출액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1 mg/mL에

서 5.2%를 보였으며, Jin 등(1999)의 대추 잎 추출물의 아질산

염 소거능은 1 mg/mL에서 39.7%를 보였다. 건대추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대추과육의 소거능에 비해 높았고, 대추

잎 추출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아질산염 소거능이 우수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암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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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itrite scavenging abilities of ascorbic acid and jujube water extracts at pH 1.2

62.5 μg/mL 125 μg/mL 250 μg/mL 500 μg/mL 1,000 μg/mL F-value
Ascorbic acid 13.03±2.84d 44.25±2.82c 79.84±4.28b 90.03±1.64a 90.61±0.22a 467.90***
Jujube powder  2.55±0.83c  4.02±0.53bc  6.66±1.45bc  8.01±2.10ab 11.79±0.58a   9.33**

a~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생 등 유해한 물질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Lim 
JH 2009). Ascorbic acid의 첨가가 nitrosamine 생성을 억제한

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N-nitrosamine은 식품 성분 간의 반응

을 통해 식품 자체 내에서도 만들어지며, 니트로 소화 반응의 

최적조건이 인체 내 위의 pH와 일치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Lee SM 2010). 

4. 대추 요구르트의 일반성분
대추 요구르트의 일반성분 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추 요구르트의 수분 함량은 74.71~76.56%이었으며, 대추 

추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추 요구

르트 제조 배합비에서 대추 추출물의 첨가량만 증가하고 다

른 재료들은 동일한 비율로 제조하였는데, 가용성 고형분 증

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지방 함량은 1.31~3.38%이었

으며, 대추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다가 3, 4% 첨가군에서는 증가하였다. 조단백 함량은 2.13~ 
3.40%로 대추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조회분 함량은 1.18~1.28%이었으며, 대추 추출물 

4% 첨가군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식품성분표(2011)에 제시되어 있는 호상 요구르트의 성분

은 100 g 기준으로 수분 78.8%, 지방 2.5 g, 단백질 3.2 g, 회분 

0.8 g 으로 본 연구와 비교 시 식품성분표보다 수분은 높고, 
지방, 단백질은 식품성분표와 비슷했고, 회분은 식품성분표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시마를 첨가한 요구르트(Kim HJ 2006)의 연구결과, 요

구르트 수분 79.17%, 지방 1.50 g, 단백질 2.92 g, 회분 0.79 
g으로 나타났으며, 유자 요구르트(Lee YJ 2008)의 연구결과, 
수분 77.73%, 지방 2.74 g, 단백질 2.72 g, 회분 0.66%이었다. 
함초 요구르트(Cho 등 2008)의 연구결과, 수분의 경우 82.70%, 

Table 5. General composition of yogurt added jujube 
water extracts                                   (%)

Components Control JY1 JY2 JY3 JY4
Moisture 77.14 76.56 76.02 75.39 74.71

Fat  3.67  3.38  1.31  1.52  1.66
Protein  2.23  2.13  3.38  3.33  3.40
Ash  1.24  1.25  1.25  1.28  1.18

JY1, JY2, JY3, JY4: See the legend in Table 1.

지방 4.14%, 단백질 2.86%, 회분 0.92%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Ju HY(2000)의 시판 요구르트의 일반

성분 분석결과, 수분은 73.23~85.83%, 지방은 1.62~3.74%, 단
백질 3.67~4.67%, 회분은 0.68~0.91%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수분과 지방은 시판 요구르트와 비슷한 함량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5. 대추 요구르트의 전자공여능
대추 요구르트와 대조구인 ascorbic acid의 DPPH 소거 활

성을 1,000 μg/mL의 농도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Ascorbic acid에서 81.26%의 전자공여능을 나

타냈으며, 대조군에서는 33.05%, 대추 추출물 1% 첨가에서 

46.33%, 2%에서 53.78%, 3%에서 90.87%, 4%에서 89.58%의 

활성능을 보였다. 대추 추출물 3% 첨가군에서 가장 활성능이 

높았으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대추 추출물 4% 첨가군에서는 3% 첨가군보다 낮은 활성

능을 보였다. 이는 대추 요구르트의 일반성분에서 3% 첨가군

보다 4% 첨가군에서 조지방과 조단백의 함량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지방과 조단백의 비율이 대추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4% 첨가군에서는 3%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에 비해 대추 물 추출물 첨가 

요구르트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대추 물 추출물에 함유

Fig. 3.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1,000 
μg/mL of ascorbic acid and jujube yogurt.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JY1, JY2, JY3, JY4: See 
the legend in Table 1.



김안나․박숙현․정현아 한국식품영양학회지336

된 polyphenol 성분에 의하여 요구르트에 활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Chung 등(2010)의 마카 추출물 4~12% 첨가한 요구르트의 

항산화 측정 결과, 92.38~93.28%의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Lee 
YJ(2008)의 유자 추출물 1% 첨가 요구르트의 항산화 측정 결

과, 92%의 항산화능을 보였다. Kang 등(1996)은 전자공여능

이 phenolic acid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작용의 지표라 하였으며, 이러한 물질은 환원력이 클

수록 전자공여능이 더 높다고 하였다. 대추 추출물 첨가 요구르

트의 항산화 활성은 대추 속에 함유되어 있는 잔여 polyphenol 
화합물에 의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6. 대추 요구르트의 SOD 유사활성
대추 열수 추출물 첨가에 따른 요구르트의 SOD 유사활

성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대추 요구르트와 대조구인 

ascorbic acid의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을 1,000 μg/mL
의 농도에서 측정하였다. 

Ascorbic acid에서 74.41%의 유사활성을 보였으며, 대조군

에서는 4.81%, 대추 추출물 1% 첨가군에서 4.93%, 2%에서 

7.28%, 3%에서 11.38%, 4%에서 11.50%의 유사활성능을 보

였다. 대추 열수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능은 1,000 μg/mL에

서 13.12%이었으며, 요구르트에 첨가하였을 때는 다소 낮은 

유사활성을 보였다. Chung 등(2010)의 마카 추출물 첨가 요구

르트의 SOD 소거능은 18.09~32.10%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Kwon 등(2009)의 연구에서 마카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 측

정 결과 11.09%로, 본 연구의 대추 추출액과 비슷한 활성을 

보였으나, 요구르트 제조 시에는 본 연구보다 높은 활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시료의 제조 방법이나 농도 등의 차이에 의해 

마카 추출물 첨가 요구르트보다 낮은 SOD 유사활성능을 보

Fig. 4. SOD like activities of 1,000 μg/mL of ascorbic 
acid and jujube yogurt. a~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JY1, JY2, JY3, JY4: See the legend in Table 1.

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Hong 등(1998)의 과실 및 채소류를 

혼합한 사과주스의 SOD 유사활성 연구에서 가열처리 시 비

타민 C가 열처리에 의해 쉽게 파괴되어 유사활성이 증가된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추 요구르트는 10분간 가

열하였고, 마카 요구르트는 20분간 가열하여 낮은 유사활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대추 요구르트의 아질산염 소거능
대추 열수 추출물 첨가에 따른 요구르트의 아질산염 소거

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대추 요구르트와 대조구

인 ascorbic acid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1,000 μg/mL의 농도에

서 측정하였다. 
Ascorbic acid에서 98.67%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으며, 

대조군에서는 18.86%, 대추 추출물 1% 첨가군에서 20.80%, 
2%에서 21.10%, 3%에서 23.65%, 4%에서 26.19%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다. 대추 열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1,000 
μg/mL에서 11.79%이었으며, 요구르트에 첨가 시 아질산염 

소거능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요약 및 결론

천연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천연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물 중 과채류인 대추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

기 위하여, 대추 열수 추출물의 기능성과 대추 추출물을 첨가

한 요구르트의 항산화능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추 열수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62.5 μg/mL에

서 34.36%, 250 μg/mL에서 55.19%, 1,000 μg/mL에서 68.24%

Fig. 5. Nitrite scavenging abilities of 1,000 μg/mL of 
ascorbic acid and jujube yogurt at pH 1.2. a~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JY1, JY2, JY3, JY4: See 
the legen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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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공여능을 보였으며, 대추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은 증가하였다. SOD 측정 결과, 62.5 μg/mL
에서 대추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능은 10.45%, 250 μg/mL에

서 11.15%, 1,000 μg/mL에서 13.12%의 유사활성능을 보였으

며, 대조구인 ascorbic acid에 비해 대추 추출물의 SOD 유사활

성능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결과, 62.5 
μg/mL에서 대추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2.55%, 250 μg/ 
mL에서 6.66%, 1,000 μg/mL에서 11.79%의 아질산염 소거능

을 보였으며, 대조구인 ascorbic acid에 비해 대추 추출물의 아

질산염 소거능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추 요구르트의 일반성분 측정 결과, 수분 함량은 74.71~ 

76.56%이었으며, 추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조지

방 함량은 1.31~3.38%로 대조군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

다. 조단백 함량은 2.13~3.40%이었으며, 추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조지방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조회분 함량은 1.18~1.28%
으로 대추 추출물 4% 첨가군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대추 요구르트의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ascorbic acid에서 

81.26%의 전자공여능을 보였으며, 대추 추출물 무 첨가구에

서는 33.05%, 대추 추출물 1% 첨가군에서 46.33%, 2%에서 

53.78%, 3%에서 90.87%, 4%에서 89.58%의 활성능을 나타냈

다. 대추 추출물 3%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활성능을 보였으

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ascorbic acid에서 74.41%의 유사활성을 보였으며, 대추 

추출물 무 첨가구에서는 4.81%, 대추 추출물 1% 첨가군에서 

4.93%, 2%에서 7.28%, 3%에서 11.38%, 4%에서 11.50%의 유

사활성능을 보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결과, ascorbic acid
에서 98.67%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대추 추출물 

무 첨가구에서는 18.86%, 대추 추출물 1% 첨가군에서 20.80%, 
2%에서 21.10%, 3%에서 23.65%, 4%에서 26.19%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추 열수 추

출물은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추 추출물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능이 높게 나타나 우수한 식품으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식품 개발에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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