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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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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Omija-pyun (Schisandra chinensis Jelly)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Suk-Hyun Park and †Ki Hyeon Sim
Dept. of Traditional Dietary Life,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Abstract

This study added stevia leaf powder at ratios of 0.5, 1.0, 1.5, and 2.0 percent to Omija-pyun (Schisandra chinensis Jelly) 
as a natural low-calorie sweetener instead of sugar which is added to Omija-pyun in considerable amounts to evaluat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ith the addition of sugar. Moisture content of 
Omija-pyun expanded by increasing the measurement of stevia leaf powder (p<0.001), pH (p<0.01) and sugar content 
(p<0.001) decreased. L-values and b-values revealed a tendency to increase by adding more stevia leaf powder, but a-value 
revealed a tendency to decrease (p<0.001). Hardness (p<0.001) and chewiness (p<0.05) decreased by adding more stevia 
leaf powder. Based on the consumer preference evaluation, Omija-pyun with the addition of 0.5 percent stevia leaf powder 
was the most preferable in terms of color and flavor (p<0.001). The control group and Omija-pyun with the addition of 
0.5 percent stevia leaf powder was the most preferable in terms of taste and texture (p<0.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rganoleptic properties except hardness between the samples by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The 
control group revealed the highest preference in terms of redness and transparency, and redness and transparency tended 
to decrease by adding more stevia leaf powder (p<0.001). Organoleptic properties on bitterness and sourness were enhanced 
by adding more stevia leaf powder i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Regarding antioxidant properties, total phenol 
compounds and flavonoid contents of Omija-pyun increased by adding more stevia leaf powder, and DPPH radical 
scavenging capacity also increased (p<0.001). Based on results, it is preferable to serve Omija-pyun with the addition of 
1.0 percent stevia leaf powder instead of sugar within the context of qua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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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으로 설탕이 지

목되면서 건강한 단맛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

라 대체 감미료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Yoo & Hong 
2012; Herald Economy 2016). 아스파탐(aspartame)은 다른 인공

감미료의 쓴맛이 없고, 설탕의 200배 달하는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감미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어 구성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저온의 청량음료에 제

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오

면 유독성의 메탄올이 발생된다고 하여 위해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Noh MH 2005). 사카린(saccharin)은 설탕에 비해 단맛

이 300~500배 강하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7년부터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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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문제로 사카린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Noh MH 2005). 
특히 이들 인공감미료들은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유해성 문제와 함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Park 등 2016).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

년생 초본식물로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

고 있다. 스테비아의 줄기와 잎에는 stevial을 배당체로 하는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와 레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A, C, D, E라는 감미 성분이 6~7% 함유되어 있다(Lee 등 2014). 
이들 물질은 설탕의 200~300배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천연의 감미성분이다(Hanson & De Oliverira 
1993; Park 등 2010. Choi 등 2014). 특히 스테비아는 저칼로리

이면서 고온에서도 단맛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열에 매우 

안정적인 천연 감미료이다. 스테비아는 다른 인공감미료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체 감미료로 사용

이 가능하고, 설탕, 감초, 자일리톨 등과 함께 사용하면 상승

효과가 있어서 각종 식품에 설탕 대체 감미료로 다양하게 이

용되고 있다(Kroyer GT 1999; Choi 등 2014; Lee 등 2014). 설
탕의 약 30~5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진 스테비아 잎의 분말이

나 추출물도 설탕 대체 감미료로 식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되

고 있다(Kroyer GT 1999; Choi 등 2014). 
스테비아 잎은 녹차에 20배 이상의 항산화 활성이 있을 정

도로 항산화능이 우수하다(Kim 등 1983; Yoo & Hong 2012). 
허브류 75종에 대한 항산화 활성 연구에서도 스테비아에 가

장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Yama- 
moto 등 2001; Lee 등 2014), 강력한 항산화제인 trolox와 비교

했을 때에도 스테비아가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adhani 등 2007; Lee 등 2014). 또한 스테비아 추출

물이 만성적 알코올 섭취로 유발되는 고지혈증과 간 손상을 

회복시키고(Park 등 2006; Lee 등 2014), 비만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 등 2010; Lee 등 2014).
이렇듯 저칼로리의 무독성 자연식품인 스테비아는 비타민

과 무기질이 풍부하고(Lee 등 2014),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여

(Kim 등 1983; Yamamoto 등 2001; Tadhani 등 2007; Lee 등 

2014)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Toskulkao 등 1997). 또한 스테

비아는 가공과정에서 설탕 대신 사용하여도 열에 강하고, 독
성이 없기에 안전하여 다양한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Noh MH 2005). 현재 스테비아를 식품에 첨가한 선행연구로

는 배추김치(Kim 등 2004), 설기떡(Noh MH 2005), 단무지

(Kim 등 2007), 쌍화차(Baek SE 2008), 머핀(Hong HY 2009), 
쿠키(Yoo & Hong 2012), 카스텔라(Choi 등 2013), 잎차(Lee 

등 2014), 두유(Choi 등 2014), 그릭 요거트(Kim 등 2016) 등이 

있으며, 스테비아를 설탕 대체 감미료로 이용한 식품들이 선

행 연구들과 함께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오미자(Schizaldra chinesis Baillon)는 목련과(Magno- 

liaceae)에 속하는 자생목으로, 오미자 열매의 껍질과 과육은 

신맛(酸)과 단맛(甘)이 있고, 핵에는 매운맛(辛)과 쓴맛(苦)이 

있으며, 이 맛들이 모두 합쳐지면 짠맛(鹹)이 나서 오미자(五
味子)라 부른다(Jeong & Joo 2003). 오미자는 오래 전부터 수

렴 자양, 강장, 목마름 등의 약효를 가지고 있어 생약으로 한

방에서 많이 사용하던 재료로서, 중추억제, 혈압강하, 알코올 

해독 외에도 암예방(Ohtaki 등 1996)과 노화억제 및 면역조절

(Nishiyama 등 1996)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Kim 등 2009). 특히 건조 오미자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여 예부터 반가의 잔칫상이나 제사상, 궁중의 연회상

에 과편의 재료로 자주 이용되었다(Lee & Cho 1996). 특히 최

근 세계 음료시장에서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천연소재를 이

용한 음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오미자는 상품

성이 높은 기능성 원료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Lee 등 

2006; Kim 등 2009). 현재 오미자를 첨가한 식품 관련 선행연

구로는 과편(Jeong & Joo 2003), 요구르트(Hong 등 2003), 김
치(Moon 등 2003), 도라지정과(Kwon & Park 2011), 식혜(Lee 
JH 2011) 등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오미자 과편

에 대한 연구는 반응표면법으로 최적 배합비를 산출한 Jeong 
& Joo(2003)의 연구 외에 일부가 보고되고 있으나,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적용한 과편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기능성을 가진 오미자 과편에 과량 

첨가되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의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

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함으로써 설탕 

대체 감미료로서 식품 적용 가능성 및 제품개발을 위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원료인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농장에서 채취하고, 건조한 

것을 2016년 11월 15일경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오미자편의 

설탕 대체제로 사용된 스테비아 잎의 분말은 전라북도 정읍

에서 재배하여 덖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킨 것을 구입하여 분

말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백설탕(CJ, Seoul, Korea)과 녹두전

분(Nogodan Food Co. Ltd., Namwon, Korea)은 서울 시내 마트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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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Ingredients (g)

Omija juice Mungbean starch Sugar Stevia leaf powder 

0.01) 600 60 150.0 0.00

0.5 600 60 112.5 0.75

1.0 600 60  75.0 1.50

1.5 600 60 37.5 2.25

2.0 600 60  0.0 3.00
1) SLP: Stevia leaf powder.

Table 1. Formula for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2.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 제조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은 Lee & Cho(1996) 및 

Jeong & Joo(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차례의 예비실험을 

통하여 표준화하였고,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 비율은 스테비아 잎의 분말이 설탕에 비해 약 

30~50배의 단맛을 가졌다는 Geuns 등(2003)과 Choi 등(2014)
을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스테비아 특유의 강한 쓴

맛이 나지 않는 적정 비율인 0.5~2.0%의 범위로 제조하였다. 
오미자의 지저분한 부분을 손질한 후에 오미자 50 g을 물에 

한번 헹군 다음, 1 L의 물에 18시간 상온에서 수침시킨 후에 

Whatman No. 1(Whatman plc., Kent, UK)로 여과하여 그 추출

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오미자편은 오미자 추출액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여 단맛을 조절하였는데, 설
탕 대비 스테비아 잎 분말의 당도를 고려하여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 1.0, 1.5, 2.0% 비율로 첨가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스테비아 잎 분말 대신에 기존의 설탕을 100% 첨가하여 오

미자편을 제조하였다. 냄비에 600 mL의 오미자 추출액에 녹

두전분 60 g을 넣고, 30회 저어 준 다음에 처리군별로 설탕과 

스테비아 잎 분말을 계량하여 넣고, 스테비아 잎 분말이 완전

히 풀릴 때까지 혼합액을 잘 저어주면서 85℃에서 3분간 가

열하였다. 스테인리스 사각틀(12×16 cm)에 담아 실온(15℃)
에서 3시간 냉각한 것을 4℃냉장고(R-B141GD, LG Electronics, 
Seoul, Korea)에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품질 특성

1) 수분함량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3회 반

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2) pH와 당도
오미자편의 pH는 오미자편 5 g에 10배의 증류수를 넣어 

homogenizer(PT-2100, Kinematica AG, Lucerne, Switzerland)로 

15,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시킨 다음 Whatman No. 2로 여

과하여 얻은 여액을 pH meter(F-51, HORIBA, Kyoto, Japan)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고, 나머지 여액은 디지털 당도계

(Pocket Pal-1, Atago, Tokyo, Japan)로 당도를 측정하였다. 모
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3) 색도
오미자편의 색도측정은 색차계(Colorimeter CR-300, Minolr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도), b값(yellowness, 황색도)를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기기의 보정을 위해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
의 L, a, b 값은 각각 97.26, －0.07, +1.86이었다.

4) 조직감
오미자편을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 20, 및 15 mm로 

절단하여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Texture analyzer(TA-XT2 ex- 
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여 

견고성(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
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을 5회 반복 측정한 후

에 평균값을 구하였다. 측정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1.0 mm/sec, test distance 
7.0 mm, trigger force 5 g으로 측정하였다.

5) 관능평가
오미자편의 관능평가는 관능적 특성의 강도 평가를 위한 

정량적 묘사 분석과 소비자 기호도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였

다. 식품영양학과 조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중에 20명을 관

능평가를 위한 패널로 선정하여 관능평가에 필요한 검사 방

법에 대하여 충분히 훈련을 한 후에 14~15시 사이에 모든 시

료는 동시에 제공하여 평가하였다. 오미자편은 관능평가를 

하기 30분 전에 실온에 꺼내어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 
20, 및 15 mm로 잘라 흰색 폴리에틸렌 1회용 접시에 담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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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으며, 시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무작위로 부

여된 번호를 부여하였다. 시료는 물과 함께 제공되었으며, 한 

개의 시료를 먹은 후 다음 시료를 평가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군 뒤 시행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평가 항목으로는 색

(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preference)로 7점 척도법을 이용하였고, 1점으로 갈수

록 ‘매우 싫다’, 7점으로 갈수록 ‘매우 좋다’를 표시하도록 하

였다.
정량적 묘사분석에서는 선발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정량적 

묘사분석에 대한 설명을 통해 평가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한 다음 평가를 임하도록 하였다. 먼저, 오미자편 샘플을 제

시하고 맛보게 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붉은색(redness), 투명도(transparency), 단
맛(sweetness), 신맛(sourness), 쓴맛(bitterness), 탄력성(springi- 
ness), 견고성(hardness), 씹힘성(chewiness) 등의 관능적 특성

을 묘사용어를 선정하였다. 정량적 묘사분석에 대한 강도평

가는 7점 척도법으로 측정하였고,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약하

다’, 7점으로 갈수록 ‘매우 강하다’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4. 스테비아 잎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항산화특성 분석

1) 스테비아잎분말첨가오미자편항산화 추출물제조
오미자편 10 g씩 취하여 10배 분량의 70% ethanol 90 mL를 

가하여 homogenizer로 15,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 시켰다. 
이를 shaking incubator(SI-900R, JELO Tech., Suwon, Korea)에
서 25℃에 100 rpm으로 24시간 추출한 다음, 상층액을 취해 

Whatman No. 2로 여과하여 5℃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항산화 특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2) 총 페놀 화합물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 법을 응용하여 측정

하였다(Yu 등 2002). 각각의 추출액 200 μL에 증류수 2,000 
μL와 2 N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400 μL를 가한 후 

vortex mixer를 이용하여 교반한 뒤 3분간 반응시켰다. 이 용

액에 1 N sodium carbonate 8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1시간 

방치시킨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V-530, Jasco, Tokyo, 
Japan)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mg 
gallic acid equiva- lents(GAE mg/g extract)로 3회 반복하여 얻

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법을 응용한 Um 등(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각 추출액 1 mL에 90% diethylene 
glycol 10 mL와 1 N sodium hydroxide 1 mL를 넣어 vortex 
mixer를 이용하여 강하게 교반한 후에 37℃로 1시간 방치시

킨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quercet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여 선형화하여 mg quercetin equiva- 
lents(QUE mg/g extract)로 나타내었다.

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 MS(1958) 방법을 응용한 

Ko & Sim(2014)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추출액 4 mL
에 DPPH solution(4×10－4 M) 1 mL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실

온에서 30분간 암소에서 방치 후 UV/VIS spectrophotometer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흡광도 비를 

백분율을 나타내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5. 통계처리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IBM SPSS 

21.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들은 평균값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으면 

Duncan's multipl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p<0.05). 시료

와 관능적 특성간의 관계를 요약분석하기 위하여 관능적 특

성의 강도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였고, 상관행렬과 Varimax 
회전방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스테비아잎분말첨가오미자편의수분함량과 pH 및
당도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이 51.26%로 수분함량이 가장 낮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2.0% 첨가군이 73.67%으로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다

(p<0.001).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2.0% 첨가한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은 56.57~73.67%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테비

아 잎 분말 1.5% 첨가군(71.34%)부터는 수분함량이 가장 높

은 2.0% 첨가군(73.67%)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수분함

량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2.0% 비율로 설탕 대신 첨가할

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 
Hong(2012)와 Hong HY(2009)는 스테비아 잎 분말의 수분함

량을 각각 9.89 및 7.74%로 보고하였는데, 설탕의 수분함량 

0.10%(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7)와 비교

할 때에 약 7~10배 이상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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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Moisture (%) pH Sweetness (°Brix)

0.0 51.26±0.43a 3.28±0.01c 26.33±0.58e

0.5 56.57±4.08b 3.27±0.02c 21.67±0.58d

1.0 64.09±3.44c 3.25±0.01b 15.67±0.58c

1.5 71.34±0.50d 3.25±0.01b  9.67±0.58b

2.0 73.67±1.87d 3.23±0.01a  3.33±0.58a

F (p) 42.009***

(0.000)
14.731**

(0.006)
759.000***

(0.000)
1) SLP: Stevia leaf powder.
a~e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01).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2. Moisture content, pH and sweetness of Omiai-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오미자편

의 수분함량은 증가하여 명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pH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3.28로 

나타났고,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3.27, 1.0% 첨가

군이 3.25, 1.5% 첨가군이 3.25, 2.0% 첨가군이 3.23으로 스테

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당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26.33 °Brix로 가장 높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0.5, 
1.0, 1.5 및 2.0% 첨가군에서 각각 21.67, 15.67, 9.67 및 3.33 
°Brix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미자편

의 당도가 감소하였다(p<0.001).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식품의 pH와 당도는 식품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스
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비율과 식품모델의 특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저칼

로리 머핀(Hong HY 2009)에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증가하지만 pH는 감소하는 반면에, 스테

비아 잎 분말을 넣은 두유(Choi 등 2014)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0.02~0.06% 첨가할 때까지는 당도는 낮아지고 pH는 

증가하다가, 스테비아 잎 분말을 0.08% 첨가하면 당도는 대조

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쿠키(Yoo & Hong 2012)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증가하였다. Lee & Cho(1996)는 

전분 겔을 형성할 때에 pH와 당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였는데, 유기산 함량이 높은 오미자를 첨가하면 전분 겔을 

형성할 때에 낮은 pH가 영향을 미치어 겔 견고성을 증가시킨

다(Kim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

수록 오미자편의 pH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테비

아 잎 분말과 설탕의 pH는 각각 5.82와 6.00~7.00으로 설탕보

다 스테비아 잎 분말의 pH가 낮기 때문이다. 다만, 스테비아 

잎 분말을 설탕 대신 첨가할수록 오미자편의 pH가 저하되지

만, 견고성은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테비아 잎 분말이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을 증가시켜 pH 저
하로 인한 겔의 견고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키는 것으

로 사료된다(Hong HY 2009; Yoo & Hong 2012; Korea Sugar 
Association 2017).

2.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색도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색도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34.00
으로 가장 낮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0.5, 1.0, 1.5 및 2.0% 첨
가군에서 각각 36.28, 37.60, 39.79 및 42.74 순으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미자편의 명도는 증가하

였다(p<0.001).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은 7.25로 스테비아를 넣지 않은 대조군의 9.04보
다 낮아서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군과 무첨가군간에 적색도

가 차이가 있었다(p<0.001). 그러나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 
이상 첨가한 군부터는 적색도가 5.89～5.63으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 증가와 상관없이 적색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이 –0.90으로 가장 낮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0.5, 1.0, 1.5 및 2.0% 첨가군에서 각각 0.53, 
2.55, 4.61 및 7.05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오미자편의 황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p<0.001).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에 따른 색도 변화는 녹색의 스테비

아 잎 분말에 의한 것으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설기

떡(Noh MH 2005)이나 쿠키(Yoo & Hong 2012), 두유(Choi 등 

2014)의 색도 측정 결과에서도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

록 적색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명도와 적색도, 황색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

수록 명도와 황색도는 증가하고, 적색도는 감소하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색깔이 스테비아 잎 분말 외에도 오미자 



박숙현 심기현 한국식품영양학회지658

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Color parameters values

L a b

0.0 34.00±1.79a 9.04±0.50c －0.90±0.16a

0.5 36.28±0.13b 7.25±0.33b 0.53±0.40b

1.0 37.60±0.06b 5.89±0.13a 2.55±0.25c

1.5 39.79±0.66c 5.65±0.35a 4.61±0.51d

2.0 42.74±0.42d 5.63±0.37a 7.05±0.20e

F (p) 42.70***

(0.000)
51.701***

(0.000)
278.686***

(0.000)
1) SLP: Stevia leaf powder. 
a~e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01).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3. Color parameters values of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Texture properties

Hardness (N) Adhesiveness Springiness (mm) Chewiness (N․mm) Cohesiveness

0.0 1,732.27±37.09d －55.33±15.25 0.96±0.02 1,066.07±24.15b 0.64±0.02

0.5 1,578.37±87.64d －53.60±14.95 0.95±0.15 1,169.79±11.40b 0.78±0.03

1.0 1,324.93±44.30b －36.57±40.48 0.93±0.56 798.01±422.42b 0.63±0.32

1.5 1,217.80±88.16ab －49.53±31.85 0.96±0.26 841.81±127.11b 0.65±0.02

2.0 1,110.80±92.82a －22.83±19.64 0.95±0.03 388.06±222.78a 0.45±0.13

F (p) 36.186***

(0.000)
0.809

(0.547)
0.405

(0.801)
5.585*

(0.013)
1.849

(0.195)
1) SLP: Stevia leaf powder.
a~d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01).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4. Texture properties of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추출액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적색의 오미자 추출액이 녹

색의 스테비아 잎 분말에 의해 적색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오미자편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

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 & 
Cho(1996)은 녹두 전분의 첨가 농도에 따른 오미자편의 품질 

특성에서 오미자편의 색깔은 명도와 적색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는데, 오미자편의 녹두 전분 함량이 증가할수

록 명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적색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따라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명도는 상승하는 반면에, 녹색의 스테

비아 잎 분말로 인해 적색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조직감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견고성(hardness)은 스테비아 잎 분말

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1,732.27 N으로 가장 높았고, 스
테비아 잎 분말을 0.5, 1.0, 1.5 및 2.0% 첨가군에서 각각 

1,578.37, 1,324.93, 1,217.80 및 1,110.80 N으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씹힘성(chewiness)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0.5, 1.0, 1.5% 첨가군이 각각 

1,066.07, 1,169.79, 798.01, 및 841.81 N․mm으로 비슷한 수준

의 씹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스테비아 잎 분말 2.0% 
첨가군이 388.06 N․mm으로 씹힘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Noh MH 
2005)이나 쿠키(Yoo & Hong 2012), 머핀(Hong HY 2009)의 

품질 특성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견고성과 

씹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테

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견고성과 

씹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Lee(2012)의 설

탕 대체 감미료로 만든 양갱의 품질 특성에서 양갱의 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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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0 5.73±1.58d 5.27±1.33b 5.53±1.19c 5.20±1.08b 5.33±1.30b

0.5 5.87±0.99d 5.53±1.46b 5.33±1.68c 5.27±1.44b 5.33±1.72b

1.0 4.80±1.15c 4.93±1.48b 4.33±1.63b 4.47±1.06b 4.67±1.30b

1.5 3.20±0.68b 3.53±1.60a 2.67±1.18a 3.53±1.25a 2.93±1.03a

2.0 2.07±0.07a 3.47±1.96a 2.00±1.07a 3.00±1.20a 2.47±1.25a

F (p) 35.755***

(0.000)
5.816***

(0.000)
19.955***

(0.000)
10.341***

(0.000)
15.542***

(0.000)
1) SLP: Stevia leaf powder.
a~d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01).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5. Preference test of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량이 높을수록 견고성과 씸힘성이 함께 감소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과편이나 양갱과 같이 전분의 겔화를 이

용한 식품은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견고성은 증가하기 때문

에,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던 스테비아 잎 분말 2.0% 첨가군의 
견고성과 씹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부착성(adhesiveness)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55.33으로 가장 높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2.0% 첨
가군이 －22.83으로 가장 낮았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또한 탄력성(springiness)도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

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0.96 mm로 가장 높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1.0% 첨가군이 0.93 mm로 가장 낮았으나, 부착성과 같

이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응집성(cohesiveness)
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 첨가하였을 때가 0.78로 가장 높

았고, 대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1.0, 1.5% 첨가군이 각각 

0.64와 0.63, 0.65로 비슷한 수준의 응집성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스테비아 잎 분말 2.0% 첨가군부터는 응집성

이 0.45로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오미자 과편의 응집성 

저하는 전분 겔 내부의 응집성 감소로 이수율을 높일 수 있으

므로(Choi HY 2013) 스테비아 잎 분말을 2.0%까지 첨가하지 

않는 것이 전분 겔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관능평가

1) 소비자 기호도 검사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소비자 기호도 검

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색에 대한 기호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5.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테비아 잎 분

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5.73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

며, 스테비아 잎 분말 1.0, 1.5 및 2.0% 첨가군에서 각각 4.80, 

3.20 및 2.07점 순으로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다(p<0.001). 오
미자편에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 첨가하였을 때는 색에 대

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 이상 

첨가하면 색에 대한 기호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색도 측정에서 녹색의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 이상 첨

가하면 오미자편의 고유한 적색이 회갈색으로 변화되어, 색
에 대한 기호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에 대한 기호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1.0% 첨가군은 각각 5.27점과 4.93
점으로 향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은 0.5% 첨가군의 5.53점
과 비슷한 수준의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 및 2.0% 첨가하게 되면 향에 대한 

기호도가 각각 3.53점 및 3.47점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맛에 대한 기호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각각 5.53점 및 5.33
점으로 맛에 대한 기호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나, 스테

비아 잎 분말 1.5% 첨가군 부터는 맛에 대한 기호도가 급격

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No MH(2005)과 Yoo 
& Hong (2012)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을 일정량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스테비아 

잎 분말을 1.5% 이상 첨가하면 쓴맛으로 맛에 대한 기호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5.20점)과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5.27점)와 1.0% 
(4.47점) 첨가하였을 때가 비슷한 수준으로 기호도가 높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 1.5% 첨가는 기호도가 저하되었다(p<0.001).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오미자편의 견고성은 감소

되지만, 스테비아 잎 분말을 1.5% 첨가할 때까지는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의 씹힘성을 가지기 때문에 스테비아 잎 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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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Redness Transparency Sweetness Sourness Bitterness Hardness Chewiness Springiness

0.0 5.73±1.68c 6.13±0.74e 5.27±1.75c 3.93±1.62a 2.40±1.64a 4.13±1.85 4.87±1.36c 5.00±1.41b

0.5 5.13±1.13c 5.27±1.16d 4.80±1.52bc 4.40±0.99ab 3.00±1.77ab 4.07±1.33 5.00±1.56c 5.07±1.53b

1.0 4.27±0.88b 4.40±0.63c 4.13±1.30abc 4.40±1.18ab 3.77±1.28bc 4.13±1.30 4.67±1.40bc 4.60±1.30b

1.5 3.27±0.80a 3.27±0.80b 3.73±1.53ab 5.00±1.00bc 4.27±1.39cd 4.27±1.33 3.73±1.33ab 3.33±1.23a

2.0 2.60±1.18a 2.20±1.01a 3.47±2.07a 5.47±1.30c 5.00±1.60d 4.27±1.91 3.27±1.49a 3.13±1.41a

F (p) 18.180***

(0.000)
46.138***

(0.000)
3.047*

(0.022)
3.474*

(0.012)
6.568***

(0.000)
0.049

(0.995)
4.287**

(0.004)
6.752***

(0.000)
1) SLP: Stevia leaf powder.
a~e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01).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6. Quantitative descriptive of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1.5%까지 첨가하는 것은 오미자편의 조직감을 크게 저하시

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직감 기호도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1.5% 이상 첨가하면 급격히 기호도가 저

하되므로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까지 첨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동일하게 5.33점으

로 전반적인 기호도가 높았고, 1.0% 첨가군도 4.67점으로 비

슷한 기호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 이상 첨가

하면 기호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 정도로 첨가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

도 단맛을 낼 수 있으나, 스테비아 추출물 특유의 쓴맛과 녹

색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Noh MH 2005)과 머핀

(Hong HY 2009), 쿠키(Hong YJ 2012), 그릭 요거트(Kim 등 

2016) 등에 대한 품질 특성 연구 결과에서도 스테비아 잎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쓴맛과 녹색이 동반되어 전반적

인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euns 등(2003)과 

Choi 등(2014)을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스테비아 잎의 

건조 분말이 설탕의 약 30~5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진 천연 감

미물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스테비아의 

단맛을 설탕의 30~50배라고 고려할 때에 설탕을 100% 첨가

할 때보다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까지 첨가하였을 때가 당

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설탕을 첨가한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

의 전반적인 기호도를 가지므로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까

지 오미자편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정량적 묘사 분석과 주성분 분석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정량적 묘사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견고함을 제외한 모든 관능적 특성에

서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redness)과 투명도(transparency)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각의 관능적 특성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01). 특히 적색은 색도측정에서 스테

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적색도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투명도는 색도측정에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명도가 증가하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단맛

(sweetness)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을 2.0% 첨가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신맛(sourness, p<0.05)과 쓴맛(bitter- 
ness, p<0.001)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이 가장 낮았고,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신맛과 쓴맛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단맛과 신맛은 당도와 pH 측
정에서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단맛은 감소하고, 신
맛은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씹힘성(chewiness)은 스테

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의 조직감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1.0% 이상 첨가군부터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탄력성(springiness)은 스

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조군과 1.0% 첨가군이 0.5% 첨가군과 유사한 수준의 조직

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이상 첨가군부터는 탄력

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다만, 견고성

(hardness)은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비아 잎 분말첨가 오미자편의 관능적 특성 간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가 없는 견고성을 제외한 7개의 관능적 특성의 강

도에 대해 각 시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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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descriptive ex- 
pression and samples through descriptive sensory evaluation 
of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 Stevia leaf powder 0%, ■: Stevia leaf powder 0.5%, 
▲: Stevia leaf powder 1.0%, ×: Stevia leaf powder 1.5%, 
○: Stevia leaf powder 2.0%.

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으며, 제 1, 2 주성분에 의한 전체 변동은 

총 64.33%의 설명력을 보였다. 같은 방향에 분포한 관능적 

특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 방향에 

분포한 관능적 특성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Yoo 
& Lee 2012). Fig. 1(a)의 제 1 주성분(PC 1)에 의한 전체 변동

은 48.07%에 설명력을 보였다. PC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들의 분포를 보았을 때, 양(+)의 방향으로 분포된 변수를 보

면 적색, 씹힘성, 탄력성, 투명함 등의 색과 조직감에 관한 긍

정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따라서 PC 1의 양(+)의 방향으로 분

포될수록 오미자편에서 적색의 투명하고, 질감은 탄력이 있

으며, 씹힘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제 2 주성분(PC 2)에 

의한 전체 변동은 16.26%의 설명력을 보였다. PC 2에 대응되

는 고유 벡터들의 분포를 보았을 때, 양(+)의 방향으로 분포

된 변수는 신맛과 쓴맛으로 맛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

났다. 음(-)의 방향으로 분포된 변수를 보면 단맛으로 맛에 대

해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따라서 PC 2의 양(+)의 방향으

로 갈수록 맛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났고, 음(-)의 방향

으로 갈수록 맛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Fig. 1(b)
의 시료 분포를 보면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0.5%와 1.0% 첨가군이 PC 1에 양(+)
의 방향으로 분포하여 적색과 투명함, 씹힘성, 탄력성 등의 

색과 조직감에 대한 관능적 특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시료

들임을 알 수 있었고, 1.5%와 2.0% 첨가군이 PC 2의 음(-)의 

방향으로 분포하여서 쓴맛과 신맛의 맛에 대한 관능적 특성

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시료들임을 알 수 있었다.

5. 스테비아 잎 분말 첨가 오미자편의 항산화 활성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한 오미자편의 항산화 특성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스테비

아 잎 분말 2.0% 첨가군이 116.14 mg GAE/g으로 가장 높았

고, 1.5, 1.0 및 0.5% 첨가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77.72, 38.04, 
18.22 및 1.89 mg GAE/g으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

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16.44 mg QUE/g으로 가장 낮았고, 스
테비아 잎 분말 2.0% 첨가군이 45.08 mg QUE/g으로 약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오미자편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대조군과 스테

비아 잎 분말 0.5, 1.0, 1.5 및 2.0% 첨가군에서 각각 58.34, 
85.34, 89.62, 91.23 및 93.11%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p<0.001). 따라서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미자편의 페놀

과 플라보노이드 물질들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활성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스테비아 잎 추출물은 스테

비아 잎의 주성분인 stevioside나 rebaudioside보다 약 18배 높

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Tadhani 
등(2007)의 연구에서도 스테비아 추출물이 강력한 항산화

제인 trolox와 비교하여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스테비아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이유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phenol 화합물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Gheldof & Engese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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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SLP1) 
powder (%)

Total phenolic contents 
(mg GAE/g)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UE/g)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0.0 1.89±0.44a 16.44±0.79a 58.34±4.20a

0.5 18.22±0.26b 21.18±0.17b 85.34±0.58b

1.0 38.04±0.93c 28.99±0.71c 89.62±0.60c

1.5 77.72±6.22d 37.45±0.49d 91.23±0.37c

2.0 116.14±2.62e 45.08±0.72e 93.11±0.68c

F (p) 690.727 (0.000)*** 1070.883 (0.000)*** 163.710 (0.000)***

1) SLP: Stevia leaf powder.
a~e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01).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7. Antioxidative activities of Omija-pyun added with stevia leaf powder

Yamamoto 등(2001)은 스테비아에는 13.10 mg/g의 폴리페놀

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Jahan 등(2010)은 스테비아

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25.3~65.2 mg GAE/g의 페놀 화합물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uiz 등(2015)은 스테비아 잎 추

출물에 28.4~28.7 mg GAE/g의 페놀 화합물과 36.7~39.3 mg 
QUE/g의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들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스테비아 잎 분말에는 다량의 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오미자편에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면 설탕 대체 효

과뿐만 아니라, 높은 항산화 활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편에 다량 첨가되는 설탕 대신 칼로

리가 낮은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 1.0, 1.5, 
2.0% 비율로 오미자편에 첨가하여 설탕을 넣은 대조군과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수분함량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미자편의 

수분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01), pH와 당

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미자편의 

pH(p<0.01)와 당도(p<0.001)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
도에서 L값과 b값은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a값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p<0.001). 조직감에서 견고성(p<0.001)과 씹힘성

(p<0.05)은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착성과 탄력성, 응집성은 시료간

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기호도 평

가 결과에서 색과 향은 오미자편에 스테비아 잎 분말을 0.5% 
첨가하면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스테비아 잎 분말을 1.5% 
이상 첨가하면 기호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맛과 조직감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기호도가 가

장 높았으나, 1.5% 첨가군부터는 기호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전반적인 기호도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나, 1.5% 이상 첨가군부터는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정량적 묘사 분석에서

는 견고함을 제외한 모든 관능적 특성에서 시료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과 투명도에서는 스

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스테비아 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p<0.001). 단맛(p<0.05)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신맛(p<0.05)과 쓴맛

(p<0.001)은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씹힘성(p<0.01)과 탄력성(p<0.001)은 스테비아 

잎 분말 0.5% 첨가군이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조직감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

말을 첨가할수록 쓴맛과 신맛의 맛에 대한 관능적 특성이 강

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쓴맛을 지닌 스테비아를 일정량 이

상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에서는 스테비아 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오미자편의 총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오미자편에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 분말을 1.0% 첨가하여 제조하였을 때가 품

질과 기호도, 항산화 활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에 가장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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