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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압착 방식의 착즙기와 고속 파쇄 방식의 블랜더를 사용한

주스의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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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Fresh Vegetable and Fruit Juice produced with Low-Speed and High-Speed Ju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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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getables and fruits contain a great deal of vitamins, minerals, dietary fiber and phytochemicals. Therefore, health- 
concious consumer prefer beverage made from fresh fruits and vegetables due to their health benefi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nutritional composition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juices depending on the 
apparatus used: either a low-speed juicer or high-speed blender. All ingredients could be made into juice without addition 
of water using the low speed juicer. However, addition of water was necessary to produce juice with the high-speed blender.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were higher in juice made with the low-speed juicer than that produced with the high-speed 
blender and were correlated with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Protease activity of pineapples juic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 two methods, but protease activity of kiwi juice was about 8 times higher in juice made with low-speed 
juicer than that made with the high-speed blender. SOD activity also tended to be higher in the juice made with low-speed 
juicer.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in the juice made with high-speed blender was higher than that of juice made 
with a low-speed juicer and was correlated with color change. In addition, the high-speed blender caused an increase juice 
temperature, but temperature was not changed during use of the low-speed juicer. The noise level of the low-speed juicer 
was low, but the high-speed blender had high noise intensity comparable to that of railway or aircraft noise.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juice, juice made with the low-speed juicer was preferred over juice made with the high-speed blender. As 
a result, the overall quality of the juice produced using the low-speed juicer was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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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고열량 식품 섭취는 증가하고,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섭취 증가에 비해 소비가 감소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균형에 따른 비만인구의 증가

와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유병

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Calle & Kaaks 

2004; Dal Grande 등 2009).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및 식이 섬유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피토케미칼(phytochemical)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 불균

형이 우려되는 현대인들에게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Genkinger 
등 2004; Mirmiran 등 2009). 그러나 채소와 과일의 섭취방법

이 제한적이고, 특히 채소의 경우 기호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료의 형태로 섭취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충분한 과일

과 채소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비만 및 만성 질환의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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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채소

와 과일을 하루에 5 serving 섭취를 권장하는 “5 a day” 운동

이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채소와 과일의 하루 섭취 목표량을 최소 400 g 
이상으로 설정하였다(Veer 등 2000; Joshipura 등 2001; Pesa 
& Turner 2001; Genkinger 등 2004; Revised WHO Discussion 
Paper 2012). 하루에 1 serving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허

혈성 뇌졸중 위험을 6% 감소시킨다는 보고뿐만 아니라, 학
업 성취가 더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매일 더 많은 과일

과 채소를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Joshipura 등 2001; 
Maclellan 등 2008). 국내에서도 일일 채소 섭취량은 490 g, 과
일의 섭취량을 300 g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민 건

강 영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식물성 식품 섭취 비

율은 199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Moon 등 2008). 

부족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음료로 대신하려는 움직임

과 건강 지향적인 소비 패턴은 음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 

과거에 비해 탄산음료의 소비보다 다양한 유용 성분이 함유

된 프리미엄 과채주스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Lee 등 

2008). 그러나 생 착즙 주스의 저장․보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직접 집에서 과일과 채소 주스를 만들어 

바로 먹는 홈 메이드 음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Lee 등 2003). 이에 따라 다양한 원액기, 주서기, 믹서기, 
블랜더 등의 소형 주방 가전 시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서기의 형태는 저속 압착 방식

의 착즙기(low speed masticating juicer, 저속 착즙기)와 고속 

파쇄 방식의 블랜더(high speed juicer, 고속 블랜더)로 구분된

다. 저속 착즙기는 착즙 시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열 

발생이 줄이기 위해서 외기어 및 쌍기어가 40~200 rpm의 저

속으로 회전하면서 재료를 압착하여 착즙하는 방식으로 주

스를 제조한다. 그러나 고속 블랜더는 칼날이 5,000~30,000 
rpm으로 빠르게 회전하므로, 재료의 파쇄 시 모터에서 발생

한 열과 다량의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일부 영양소의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스 제조 장치에 

따른 일부 영양소 또는 생리활성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연

구가 진행되었다(Baldwin 등 2012; Choi 등 2014a; Choi 등 

2014b). 그러나 주스의 착즙 방법에 따라 색, 맛, 향 등 품질 

특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서로 다른 가정용 착즙

기로 제조한 주스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

를 사용한 주스의 품질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착즙 방법에 차

이에 의한 주스의 품질 특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판단하여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채소와 과일 14가지(오렌지, 사과, 배, 

포도, 당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비트, 케일, 브로

콜리, 양배추, 적채)는 의정부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

였다. 모든 과채류는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제

거하고, 과일의 경우 오렌지, 배,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는 과

피와 과육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고, 사과, 포도, 토마토는 

과피와 과육 모두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채소와 과일 100 
g을 각각 2분 동안 2회씩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

용하여 착즙한 다음 10,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Eppen- 
dorf 5810R centrifuge, Eppendorf, Germany)하고, 상등액을 

0.45 μm (PTFE, Millipore Co., Germany) 여과하여 사용하였

다. 최종 회수된 채소와 과일 주스의 무게를 측정하여 수율을 

계산하였으며, 원심분리 후 고형분 함량은 refractometer로 측

정하여 °Brix로 나타내었다.

2. 저속착즙기와고속블랜더를이용하여제조된과채류
주스의 착즙 수율 및 생리 활성 물질 비교

1) 총 페놀 함량 분석
총 페놀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를 환

원시켜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Folin-Denis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1 mL에 Folin reagent 1 mL를 혼합하

고, 3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2% Na2CO3 1.5 mL를 첨가

한 뒤 60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킨 다음 75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총 페놀 함량은 시료 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mL)로 나타내었다.

2)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시료 속에 함유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물 1 mL

에 5% NaNO2를 30 μL 첨가한 후 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키

고, 10% AlCl3 300 μL를 첨가하여 1 분간 반응시킨 다음, 1 
M NaOH 200 μL를 혼합하고,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 rutin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었다.

3)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시료의 항산화 활성은 DPPH(1,1-diphenyl-2-picrylhydrzyl)

에 대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100 μL에 100 μM 용액 900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
분간 빛을 차단하며, 5분 간격으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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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

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 
(1－시료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100

4) Protease activity 측정
Azo-Casein(Megazyme ACS 2/99)을 기질 용액(100 mM Phos- 

phate buffer, pH 7.0)으로 사용하여, 활성 측정에 알맞은 농도

로 희석된 효소액 1 mL와 기질 1 mL를 혼합하여 40℃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 Trichloroacetic acid(TCA) 6 mL를 넣

고,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이 종

결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분리된 상등액

을 파장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Protease activity
의 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였다.

Bromelain (from pineapple stem):
Protease (mUnit/mL) = 146－Abs.(440 nm)－13,
R = 0.99 (Linear absorbance range = 0.1 to 1.0)

5) Superoxide Dismutase(SOD) activity 측정
SOD 활성은 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을 tetrazolium 

salt로 발색시킨 SOD determination kit(Dojindo,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SOD kit는 xanthine에 xanthine-oxidase가 작

용하며, O2
－가 생성되고, 생성된 O2는 공존하는 tetrazolium 

salt를 환원시켜 발색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생성된 

O2
－가 SOD와 같이 제거능을 가진 물질이 존재하면 발색이 

저해되는 원리이다. 반응 조건은 완충액 19 mL에 기질 1 mL
를 섞은 다음 희석용 완충액 25 mL에 효소용액 15 μL를 섞어 

반응시켰다.

3.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용하여 과채류 주스
제조시 산소 유입 정도 및 발열과 소음 측정

1) 주스의 산소 농도 측정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로 제조된 주스의 산소 농도는 

DO meter로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과일은 갈변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이용하였다.

2) 주스의 온도 측정
착즙 후 주스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증류수 100 g을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에 넣고 초기 온도와 2분 착즙하

고, 2분 후 다시 착즙하는 방식으로 5회 반복하면서 물의 온

도를 온도계로 측정하였다.

3) 주스 제조시 소음 측정
주스 제조시 소음도는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의 모터 

부분, 몸체 부분을 각각 Sound Level Meter(SESVA SC-15C)로 

측정하였다.

4. 저속착즙기와고속블랜더를이용하여제조된과채류
주스의 관능적 특성 차이 및 색도 분석

1) 주스의 관능검사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로 제조된 주스의 측정에 사용

된 과일은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오렌지를 착즙한 

주스를 사용하였다. 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 학생 10명
(남 4명, 여 6)을 대상으로 외관(노란 정도)과 향(풋풋한 향, 
단향, 신향, 향에 대한 전체적인 조화), 맛(신맛, 단맛, 떫은

맛, 후미, 맛에 대한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전체적인 선호도

를 9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결과는 분산분석(ANOVA)을 통

해 통계 처리하였다.

2) 주스의 색도 측정
주스의 색도 측정은 착즙 후 색 변화가 심한 바나나, 사과, 

배, 키위를 사용하였다. 색도의 측정은 Color difference meter 
(Color 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명도, white +100~0 black), a(redness, 적색도, red 
+100~－80 green), b(yellowness, 황색도, yellow +70~－80 
blue)의 색채 값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사용 전 표준 

백색판을 사용하여 색 보정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색차(∆
E)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였다.

Overall color difference(∆E) =∆∆∆

결과 및 고찰

1.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의 착즙 수율
본 연구에서는 채소와 과일 14가지(오렌지, 사과, 배, 포도, 

당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비트,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적채)를 각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용하여 

착즙하였다(Table 1). 저속 착즙기는 물을 첨가하지 않아도 

모두 착즙이 가능하였으나, 고속 착즙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렌지, 배, 포도, 토마토, 파인애플만 착즙이 가능하였고, 나
머지 9가지 채소와 과일은 착즙이 되지 않았다. 착즙이 되지 

않은 9가지 채소와 과일은 물을 첨가하여야만 착즙을 할 수 

있었으며, 이때 물의 첨가량은 원료 과일 또는 채소의 중량 

대비 최소 1/2 정도였으나, 1:1의 비율로 물을 첨가하여야 원

활한 착즙이 가능하였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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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peed juicer High speed blender

Raw 
materials 

(g)

Juice 
(g)

Yield 
(%)

Solid 
content 
(°brix)

Raw 
materials 

(g)

Addition 
of water 

(g)

Total 
input 
(g)

Juice 
(g)

Yield 
(%)

Solid 
content 
(°brix)

Orange 127.88 87.30 68.27 12.60 100.57   0.00 100.57  74.72 74.30 14.50

Pear 116.44 73.42 63.05 11.30 103.82   0.00 103.82  69.01 66.47 12.20

Grape 104.43 72.30 69.23 17.80 102.21   0.00 102.21  55.30 54.10 18.90

Tomato 109.56 66.11 60.34 3.40 107.64   0.00 107.64  57.75 53.65  3.90

Pineapple 115.21 73.46 63.76 12.30 102.40   0.00 102.40  69.00 67.38 11.40

Kiwi 113.43 62.51 55.11 13.50 104.22 100.00 204.22 150.39 73.64  6.90

Apple 110.33 57.44 52.06 14.20 104.89 100.00 204.89 178.46 78.44  6.70

Banana 106.34 23.13 21.75 18.80 113.38 100.00 213.38 195.54 91.64  9.90

Carrot 103.28 55.56 53.80  7.10 101.49 100.00 201.49 132.78 65.90  3.20

Beet 102.77 41.11 40.00  5.00 102.01 100.00 202.01 154.53 76.50  4.00

Kale 103.68 66.42 64.06  5.80  97.47 100.00 197.47 160.72 81.39  2.90

Cabbage 102.39 23.82 23.26  5.10 102.30 100.00 202.30 170.61 84.34  3.00

Red cabbage 112.05 25.17 22.46  6.20 104.85 100.00 204.85 136.81 66.79  2.80

Broccoli 102.71 20.00 19.47  6.10 102.88 100.00 202.88 149.66 73.77  3.10

Table 1. Comparison of the amount of juice according to the types of juicer

자들이 블랜더의 사용에 있어 불편사항을 수분이 많은 재료 

외에는 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블랜

더의 기본 절삭 성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료를 압착하여 착즙하는 방

식의 저속 착즙기는 고속 블랜더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절삭 

성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스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을 첨가하지 않은 5종의 과일과 채소 중 배, 포도와 토

마토는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였을 때 착즙 수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 오렌지와 파인애플은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였을 

때 착즙 수율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물을 첨가

하지 않은 5종의 과일과 채소에서의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의 고형분 함량이 다소 높은 것은 식이섬유 등의 함량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채소류는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여 주스를 만들 경우, 물을 첨가하지 않으면 착즙이 되

지 않기 때문에, 고속 블랜더로 착즙된 채소 주스는 다량의 

물에 희석된 채소 착즙 주스를 섭취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히 채소류를 착즙하여 섭취하고자 할 경우, 고속 블

랜더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는 것이 착즙 

수율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착즙 수율은 

과채류 착즙기에 대한 중요한 품질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상대적으로 채소류의 착즙 수율이 우수한 저속 착즙기로 

과일과 채소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상
대적으로 생식이 어려운 다양한 채소류의 섭취를 높일 수 있

으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신선한 과채 주스를 마시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용하여 제조된 과채
주스의 착즙 수율 및 생리 활성 물질 비교

1) 총 페놀 함량
식물에 널리 분포하는 페놀 화합물은 2차 대사산물의 하

나이며, 분자 내에 1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 group이 

있는 방향족 화합물로 거대분자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총 페놀함량

의 증가는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총 페놀의 함량은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는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실험결과,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를 저속 착

즙기로 착즙한 주스의 페놀 함량이 고속 블랜더로 착즙했을 

때보다 높았다(Table 2). 고속 블랜더의 경우, 빠른 회전에 의

한 공기의 접촉이 많고, 마찰열 등에 의해 페놀 화합물의 산

화 또는 파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는 것이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페놀성 화

합물이 많이 함유된 착즙 음료를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페놀 화합물 중 하나인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작용,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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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peed juicer High speed blender
Orange 15.52±1.35 18.09±1.52

Pear 10.08±0.41  9.88±0.71
Grape 11.12±1.07 14.86±1.07

Tomato 10.84±0.71 10.60±0.68
Pineapple 16.44±1.59 16.15±1.84

Kiwi 15.91±2.69 13.69±1.08
Apple 10.74±0.19 10.21±0.13

Banana 11.72±0.91 10.17±0.71
Carrot 10.90±0.35  9.66±0.95
Beet 17.27±1.51 12.16±1.08
Kale 21.81±2.61 14.42±1.06

Cabbage 10.38±0.45  9.91±0.76
Red cabbage 20.56±2.25 15.84±1.32

Broccoli 13.42±1.23 12.20±1.70

Table 2. Total phenol cont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juicer (unit: g/L)

Low speed juicer High speed blender

Orange 1.05±0.10 1.13±0.27

Pear 1.11±0.25 1.10±0.16

Grape 1.31±0.26 2.82±0.35

Tomato 1.05±0.25 0.98±0.05

Pineapple 1.85±0.15 1.75±0.13

Kiwi 1.70±0.16 2.31±0.23

Apple 1.76±0.11 1.37±0.24

Banana 0.86±0.02 0.86±0.03

Carrot 2.35±0.20 1.34±0.36

Beet 3.25±0.32 2.08±0.19

Kale 2.83±0.27 1.61±0.12

Cabbage 1.01±0.09 0.92±0.08

Red cabbage 3.18±0.36 1.88±0.10

Broccoli 2.77±0.27 1.15±0.02

Table 3. Total flavonoid cont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juicer (unit: g/L)

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juices.

성, 항염성 등 당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과일과 채

소를 착즙한 주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

며, 오렌지, 포도, 키위의 경우에서만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

여 착즙한 주스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Table 3). 미국 농무성에서는 과일과 채소 중의 천연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조사하여 학계와 산

업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
속 착즙 주스는 총 페놀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라보노이

드 함량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DPPH 라디칼 소거능
대부분의 페놀성 화합물은 유리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

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은 식품의 활성산소 소거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

법으로 페놀성 화합물의 항산화능력 측정에 널리 이용된다. 
비교적 안정한 자유 라디칼(free radical)인 DPPH 라디칼은 

항산화 물질에 의해 환원되면 본래의 자색에서 노란색으로 

탈색되며, 이러한 원리로 흡광도의 감소 정도가 항산화제에 

의한 라디칼 소거 활성 정도를 의미하며, 항산화제의 활성을 

나타낸다.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용하여 14종의 과

일과 채소 주스의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의 차이는 Fig. 1과 

같이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를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스

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하였다. 특히, 키위와 케일 

착즙액의 경우,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스가 고속 블랜더 

착즙한 주스의 항산화 활성이 각각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키위 22.90% vs. 1.82, 케일 22.22% vs. 4.06). 전반적으로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여 제조된 주스가 저속 착즙기를 사용

하여 제조된 주스보다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

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흡입된 산소의 2%를 독성이 

있는 활성 산소(ROS)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
성산소는 자유 라디칼을 가진 산소를 의미하며, 세포를 공

격하여 지질과 핵산 및 단백질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효소 

기능을 저해하고, 과산화지질을 생성하여 세포막을 파괴하

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노화를 촉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속 블랜더와 저속 착즙기의 항

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착즙한 주

스의 항산화 활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polyphenol 함량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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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ase activity of juices. Fig. 4. Dissolved oxygen content of juices.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채소와 

과일을 착즙하여 주스로 마실 경우, 착즙기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polyphenol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착즙기의 선택에 주

의를 할 필요가 있다.

4) Protease activity
Protease는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로서 대부분 살아있는 식물의 조직이나 세포, 미생물에 널리 

존재한다. 분자량이 수만 달톤(Dalton, Da) 단백질로 protease
활성은 신선한 주스의 품질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14종의 채소와 과일을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

용하여 착즙한 주스의 protease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대
부분의 과일과 채소에서 효소활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단백

분해 효소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기의 연육제로 많

이 사용하는 파인애플과 키위의 경우, protease 활성의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인애플의 효소 활성은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스의 경우 5,247 mU/mL,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의 경우 5,537 mU/mL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키위의 Protease 효소 활성은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결과, 
846 mU/mL,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는 101 mU/mL로 8배 

이상의 저속 착즙기에서 활성이 높았다. Protease 효소 활성

이 높은 착즙액과 육류를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의 분해

를 도와 소화를 돕고 음식의 맛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과채류를 착즙하는 것이 protease 활성이 높은 주스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SOD(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SOD는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작용을 가진 효소 중 

하나로서, 산화에 대한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D 활성은 흡광도의 감소율(%)로 계산하였고, 14종
의 채소와 과일 착즙액의 SOD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SOD 활성은 저속 착즙기를 사용한 주스에서 

Fig. 3.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of juices.

대부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당근, 적채, 포도 등에서 

고속 블랜더보다 높게 나타났다. 토마토와 양배추 주스에서

는 고속 블랜더를 사용했을 때 SOD 활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

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인체에서 강력한 항산화효

과가 있는 SOD 활성이 높은 주스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착즙한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이용하여 과채류 주스
제조시 산소 유입 정도 및 발열과 소음 측정

1) 주스의 산소 농도
갈변은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으로 나눌 수 있으

며, 효소적 갈변은 상처난 식물체에 식물이 가진 polyphenol 
oxidase라는 효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반응하면서 폴

리페놀 성분들이 산화되어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띄게 되는 

현상이다. 채소와 과일에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 주

스의 산소 농도는 Fig. 4와 같다. 바나나와 사과 주스의 산소 

농도는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에서 각각 6.90 mg/L, 4.58 
mg/L로 저속 착즙한 주스의 산소 농도 5.71 mg/L 와 3.74 
mg/L 보다 높게 나타나, 다량의 산소가 유입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여 과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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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number of using. 

Low speed juicer High speed blender

Inlet 82.9 -

Body 78.8 106.5

Motor 81.6 133.1

Average 81.1 119.8

Table 4. Noise of juicers making juices (unit: dB)

채소를 착즙할 경우, 빠른 회전 속도로 인하여 더 많은 산소

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영양성분의 산화 및 갈변현상이 일

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여 주

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주스를 제조

하는 것이 산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양 성분 및 산화적 갈

변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스의 온도
채소와 과일에는 열에 민감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

어 있다. 또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

에 갈변현상도 촉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 가공공정에서

는 효소를 비롯한 단백질이 주성분인 식재료의 경우 혹은 열

에 민감한 영양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4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블랜더와 저속 착즙기의 사용 

중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의 증류수를 넣고, 저
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의 온도변화를 관찰하였고, 그 결

과는 Fig. 5와 같다. 고속 블랜더의 경우, 10℃의 물이 1회 착

즙 후 38℃, 2회 착즙 후 45℃, 3회 착즙 후 50℃, 4회 착즙 

후 53℃, 5회 착즙 후 5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저속 착

즙기의 경우, 10℃의 물이 1회 착즙 후 14℃, 2회 착즙 후 17 
℃, 3회 착즙 후 20℃, 4회 착즙 후 21℃, 5회 착즙 후 22℃로 

온도 변화가 적었다. 저속 착즙기의 이러한 온도 변화는 초기 

물의 온도가 10℃이었기 때문에 실온으로 평형을 유지하려

고 하는 온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모터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속 블랜더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그 온도가 실온보다 높기 

때문에,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물의 온도가 상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온도에 약한 영양 성분

들은 고속 블랜더를 사용하여 착즙하는 동안 상당량의 손실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거의 없

는 저속 착즙기를 사용한다면 온도에 민감한 영양성분의 손

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주스 제조 시 소음
주스 제소 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과다한 소음 발생 문

제를 알아보고자 저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의 사용 중 소음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저속 착즙기는 79~83 dB의 

소음도가 측정되었고, 고속 블랜더의 경우, 107~133 dB이 측

정되었다. 소음의 정도는 10 dB 증가 시 10배씩 커지므로, 저
속 착즙기의 평균 소음 81 dB에 비교하여 약 120 dB인 고속 

블랜더의 소음은 약 40 dB 정도 크기 때문에 액 104배 정도 

큰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

회 환경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음은 청력 손

실을 비롯하여 수면장애, 행동능력 장애 등과 같은 비청력

적인 요소와 대화 방해 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1990).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주택의 소음

은 약 40~50 dB이며, 70~80 dB은 전화벨이나 지하철 소음 정

도의 일상적인 소음, 100 dB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이며, 
110 dB은 자동차 경적이나 공사장의 소음, 120 dB은 비행기 

이륙소리 정도이며, 100 dB 이상의 소음은 작업 및 학습 능률

의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Noise 
Information System 2016). 장시간의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청

력 손실에 관련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소음에 노

출시 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비청력 영향(non-auditory 
effect)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Horne 등 1994; 
Matthews 등 1987; Stansfeld 1992 Wickrama 1969). 소음의 생

리적인 영양에 대한 연구에서 소음은 호흡, 심박동율, 말초 

혈관의 수축, 피부 온도, 위액의 분비기능, 위장관의 활동 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 지질과 포도당,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도파민, 성장호르몬 등의 변화와 같은 

생화학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Dejoy 1984; Kim 
1996; Kryter & Poza 1980; Parvizpoor 1976; Peterson 등 1981). 
소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신체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소음

은 초기 아동기 발달과 교육, 학습 성취 능력과 건강 및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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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ype of juicer L a b Color difference (∆E)

Banana
Low speed 63.3±1.9 2.3±0.2 23.1±1.2 67.4±2.1

High speed 54.4±1.8 2.4±0.0  9.4±1.3 55.3±1.5

Apple
Low speed 57.7±1.1 2.5±0.2 17.8±0.6 60.4±0.9

High speed 48.9±2.2 8.9±0.9 40.1±1.2 63.9±1.4

Pear
Low speed 79.9±1.2 －1.2±0.2  5.8±1.8 80.1±1.2

High speed 69.2±2.9 －0.5±0.2  2.7±1.1 69.2±2.8

Kiwi
Low speed 82.5±0.2 －2.3±0.2 11.3±0.3 83.3±0.2

High speed 49.3±2.7 －0.2±0.2 14.7±1.9 51.4±2.1
* Lightness (L): White + 100~0 black.
** Redness (a): Red + 100~－80 green.
*** Yellowness (b): Yellow + 70~－80 blue.
**** Overall color difference was calculated using a formula; ∆E = ∆ ∆ ∆ .

Table 5. Color of juices prepared with different juicers

Fig. 6. Sensory properties of juices.

적인 특성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ndrus 등1975; Cohen & Weinstein 1981; Matsui 등 

2004),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은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
공기 소음과 유사한 약 120 dB인 고속 블랜더의 큰 소음은 

우리 아동의 학습 능력이나 정서와 같은 비청력적인 요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저속착즙기와고속블랜더를이용하여제조된과채류
주스의 관능적 특성 차이 및 색도 분석

1) 주스의 관능검사
전반적인 선호도는 패널 모두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

스가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보다 선호된다고 대답하였

으며, 신향을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

스가 선호된다는 평가를 받았다(Fig. 6). 식품의 요소에는 안

전성, 영양성, 기호성, 기능성이 있다.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

며, 기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기호성이 떨어진다면 식품을 섭

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맛과 향이 살

아있는 저속 착즙 주스는 기호성이 우수하여 야채와 과일을 

섭취함에 있어 보다 쉽고 즐겁게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2) 주스의 색도 측정
상대적으로 갈변 정도가 심한 바나나, 사과, 배, 키위를 고

속 블랜더와 저속 착즙기로 주스를 만든 다음, 색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제조

된 주스는 모두 고속 블랜더를 사용한 주스보다 밝은 색을 

나타냈으며, 특히 키위의 경우,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

의 경우, 명도가 약 1.5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바나나의 경우, 

저속 착즙기를 사용한 주스는 더 밝고 노란색을 띄고, 고속 

블랜더를 사용한 주는 어둡고 푸른빛을 띠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과의 경우에도 저속 착즙기를 사용한 주스가 더 밝

은 색을 띠고 있으며, 고속 블랜더를 사용한 주스는 더 어둡

고 붉고 푸른색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와 과일의 갈변

반응의 원인은 산화에 의한 것으로 용존 산소량이 높은 고

속 블랜더를 사용한 주스에서 갈변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스의 외관이 어둡다는 것은 갈변 현

상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품질 저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주스의 기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채소와 과일 주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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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착즙 능력에서 고속 블랜

더를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채소류는 물을 첨가하지 않으면 

주스로 만들 수 없었으나,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면 물을 사용

하지 않고, 모든 재료를 주스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항산화 

활성과 관련이 있는 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비타민 

C 함량 모두 전반적으로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스가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4종의 채소와 과일의 Protease 활성은 대부분 낮게 

나타났으나, 단백분해활성이 있어 육류 연화제로 많이 사용

하는 파인애플과 키위에서는 활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인애플의 단백분해 효소활성은 두 가지 주서기를 사용한 

주스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키위의 단백분해 효소활성은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스가 고속 블랜더로 만들어진 주스

보다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인체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인 SOD 활성은 저속 착즙기로 착즙한 주스

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당근, 적채, 포
도 등의 재료를 사용한 주스에서는 고속 블랜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저속 착츱기를 사용했을 때 그 활성이 높았다. 주스의 

산소 농도와 온도 변화는 채소와 과일의 성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스의 용존 산소농도는 고속 블랜더로 제조된 주

스가 저속 착즙기로 제조된 주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빠

르게 회전하는 모터에 의해 더 많은 산소가 주스 내부로 유입

되고, 이에 따라 산소에 의한 산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났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색 변화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또한 고속 블랜더는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많은 열

을 발생하여 주스의 온도변화가 많았으나, 저속 착즙기는 사

용 중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고속 블랜더를 사용

한 주스는 온도에 영향을 받은 영양성분들의 파괴를 가져

올 수 있고, 산화 반응도 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주스 제조 시 과다 소음 발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속 착즙기는 일상생활 소음 수준이었으나, 
고속 블랜더의 경우, 철도 차량이나 항공기 소음 수준의 소음 

강도가 매우 높았다. 간헐적인 소음이라도 그 강도에 따라 의

사소통의 문제부터 수면 장애, 작업 능률 저하 등의 비청력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소음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자

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정부 주도하에 주의를 주고 있다. 
주스의 관능평가에서는 참여한 패널 모두 저속 착즙기로 착

즙한 주스가 고속 블랜더로 착즙한 주스보다 선호도가 높았

으며, 외관, 맛, 향 등에서도 저속 착즙기로 제조된 주스가 고

속 블랜더로 제조된 주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관능 점수를 

받았다. 관능적 요소는 식품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섭취가 제한적인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보

다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저

속 착즙기와 고속 블랜더를 사용한 주스의 품질은 전반적으

로 저속 착즙기로 제조된 주스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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