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4(3), 113-120; 2018

1. 서  론

블랙 커런트(black currant, Ribes nigrum L.)는 장미목 범의
귀과의 낙엽관목으로 유럽 북서부가 원산지인 베리(berry)류
의 일종이며 열매와 잎이 모두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Chen et al., 2014, Xu et al., 2016). 최근 러시아, 폴란드, 영
국,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매우 가
치 있는 원예작물로 대량 재배되고 있다. 블랙커런트의 검
은 열매는 즙이 많고 신맛과 떫은맛이 있어 대부분 주스 가

공에 사용되며(Szachowicz-Petelska et al., 2012), 잼, 차,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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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the black current as a natural pigment and functional ma-
terial, a jelly was produced by adding 0 %, 3 %, 6 %, 9 %, and 12 % of the black current powder. 
The pH and moisture content of the black currant jelly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black currant 
powder, while the sweetness(°brix%) of the jelly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black currant pow-
der. The chromaticity of the jelly was reduced as the black current powder was added, as the L value 
and b value increased. Texture measurement score in terms of hardness, chewiness and brittleness of 
groups with 3% and 6% black currant powder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N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oups by the addition of black currant powder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The 
anthocyanin contents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increasing levels of black currant powder. The 
sensory evaluation scores in terms of after swallowing, appearance, odor,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of groups with 6% and 9% black currant powder. Also, the anti oxidative activity and 
anthocyanine pigment in black current powder are highly visible even after the heating process, so it 
may be helpful to enhance the functionality of jelly by using natural colors that are highly antioxidants 
in jelly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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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조 등의 식품소재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Yook, Seo, 
Kim, & Kim, 2007). 블랙커런트에는 매우 많은 양의 안토시
아닌류(250 mg/100 g fresh fruit)가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에
도 hydroxybenzoic acid와 hydroxycinnamic acid와 같은 phe-
nolic acids와 flavonol 화합물도 보고되고 있다(Bishayee et 
al., 2011; Mattila et al., 2011). 현재까지 블랙커런트의 생리
활성 연구로는블랙커런트 주스의 유해 미생물의 장관계 부

착 및증식억제(Parkar et al., 2014), 항균활성(Denev et al., 2014), 
항바이러스 활성(Wang et al., 2013), 항염증 활성(Benn et al., 
2014), 신경세포 보호 효과(Ghosh et al., 2007), 알코올성 간
손상 보호 효과(Szachowicz-Petelska et al., 2012), 요로 및 신
장결석 예방 효과(Kessler, Jansen, & Hesse, 2002), 파킨슨병
에 대한 신경 보호효과(Stratheam et al., 2014), 페놀성 화합물
(Lu & Foo, 2003; Miller & Rice-Evans, 1997) 및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Seri & D’Alessandro, 1997), 항산화 활성(Tabart et 
al., 2006), 항응고 및 혈소판 응집저해 활성(Kim & Sohn, 
2016)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젤리는 과즙에 당류와 겔화제를 혼합하여 농축․성

형한 후 응고시킨 반고체상의 기호식품으로 부드럽고 씹거

나 삼키기가 용이하므로 유아나 노인용 식품으로 적당하다

(Mo et al., 2007). 젤리는 사용하는 겔화제에 따라 물성이 좌
우되는데 겔화제의 종류로는 펙틴, 한천, 젤리틴, 전분 등이
있다. 펙틴 젤리와 한천젤리는 씸힘성은 있으나 잘 끊어지
며, 젤라틴 젤리는 씸힘성과 질감은 있으나 입안에서의 부
드러움은 떨어지고 전분젤리는 약간의 씸힘성과 단단한 조

직을 형성한다(Choi, Kim, Choi, & Park, 2013; Kim IC, 1999; 
Lee, Lee, Yoo, & Rhee, 199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질병 예방, 면역력 증강, 노화 억제 등 다양한 생
리활성을 가진식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높아지고 있

다(Chung, 2016). 특히 과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성분들 즉, 비타민 C, 토코페롤, 카로티
노이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페놀성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
어 있고, 이러한 성분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
써 질병 예방과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Jeong, Jang, 
Lee, & Kim, 2012; Lim, Lim, & Tee, 2007). 그러므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과실에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 및 제품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ung, 
2016; Yu, Kim, & Cha, 2008). 과실을 이용한 젤리에 관한
연구로는 복숭아(Lee, 2016), 참다래(Oh et al., 2013), 오디
(Kim et al., 2007; Moon et al., 2012), 석류(Cho & Choi, 2009), 
복분자(Jin, Quan, & Wang, 2010), 아로니아(Hwang & Do Thi, 
2015), 산수유(Jeong, Prak, & Son, 2017)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원료의 과즙 또는 분말 형태로 첨가하여 젤리를 제

조하고 그 품질특성 및 기능성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블랙커런트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블랙커런

트 분말 첨가 양갱(Park & Chung, 2016)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블랙커런트 분말을첨가하여 젤리를 제조한 후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평가함으로써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블랙커런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및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블랙커런트 분말(동결건조, 폴란드산), 
젤라틴가루((주)젤텍, 국내산), 설탕(정백당, 큐원)은 시중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블랙커런트젤리의재료배합비는오디젤리(Kim, Yuh, Bang, 

Park, & Lee, 2007)와 버찌젤리(Kim, Lee, Kim, Kim, & Yook, 
201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Table 1과 같
은 배합비율을 결정하였다.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비율은
주재료인 설탕, 젤라틴을 합한 중량의 3%, 6%, 9%, 12% 수
준으로 첨가하였다. 블랙커런트 젤리의 제조는 선행연구

(Hwang & Do Thi, 2015; Lee & Lee, 2013)를 참고하여 냄비
에 물 200 g에 젤라틴을 잘 풀어 주걱으로 저어 혼합하고, 
80℃까지 가열하면서 서서히 용해시켰다. 별도의 물에 혼합
한 설탕과 블랙커런트 분말을 넣고 100℃가 될 때까지 끓인
후 3분간 더 교반시켰다. 젤리는 일정한 크기의 틀에 넣어
상온에서 식힌 후 4℃ 냉장고에서 4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1. Formula for jelly added with black currant 
powder

Ingredients(g)
Samples

BC0 BC3 BC6 BC9 BC12

Water 400 400 400 400 400

Sugar  50  50  50  50  50

Gelatin powder  15  15  15  15  15

Black currant powder   0   1.95   3.9   5.85   7.8

1) BC0: Control(Jelly with 0% black currant).
BC3: Jelly with 3% black currant.
BC6: Jelly with 6% black currant.
BC9: Jelly with 9% black currant.
BC12: Jelly with 12% black cu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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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2.2.1. pH 및 당도 측정

블랙커런트분말첨가젤리의 pH는시료 5 g에증류수 45 
mL를 넣고 10분간혼합하여현탁액으로 만든다음 pH meter 
(pH 210, HANNA,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젤리의 당
도는 굴절당도계(PR-210α, Atago Co., Japan)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5회 반복 측정하였다.

2.2.2. 수분함량 측정

블랙커런트분말 첨가젤리의수분함량은젤리의중간부

분을 취한 다음 적외선 수분 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 Japan)를 이용하여 105℃에서 5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2.2.3 색도 측정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색도는 색차계(CM-3500, 
Minolta Inc., Japan)를 사용하여 젤리 내부의 L(명도)값, a(적
색도)값, b(황색도)값을 5회 반복 측정 후 그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판의 L, a, b값은 각각 94.57, 
-0.05, 2.86이었다.

2.2.4. 조직감 측정

블랙커런트분말 첨가젤리의조직감측정은젤리를 일정

한 크기(6×6×2 cm)로 자른 다음 Rheometer(Compact-100, Sun 
Scientific co., Japan)를 이용하여 distance 5 mm, plunger dia-
meter 5 mm, table speed 120 mm/s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5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2.5. 항산화능

2.2.5.1. 총 페놀 함량 측정 

시료의 polyphenol 함량은 Folin-Denis 법에 의해 비색정량
하였다. 즉 시료 1 mL에 phenol reagent 1 mL를 가하여 3분간
정치한 다음 10% Na2CO3 1 mL를 혼합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UV-VIS spectrophotometer UV 
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 용액으로 하였으며, 총 페놀 함량은 사용된 원료
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2.5.2. DPPH 라디컬 소거능

젤리의 DPPH 라디컬소거능은 α,α'-diphenyl-β-pycrylhydrazyl 
(DPPH)을 사용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DPPH 시약 12 
mg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한 다음 50% ethanol 용
액을 첨가하여 DPPH 용액의 흡광도(UV-VIS spectrophoto-

meter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517 nm에서 약
1.0으로 조정한 후, 추출액 0.5 mL에 DPPH 용액 5 mL를 혼
합하고, 1분 뒤 흡광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 
1240, Shimadzu Corp. Japan)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
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2.2.5.3. 아질산염소거능 

시료 1 mL에  1 mM 아질산나트륨용액 1 mL를가하고 0.1 
N HCl 및 0.1 M 구연산 완충액(pH 3.0)을 가하여 반응용액
의 총 부피를 10 mL로 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과 Griess 시약을 차
례로 첨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다음 520 nm에서
흡광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측정하여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
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2.2.5.4. 총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젤리의총안토시아닌함량은시료 0.4 mL에 3.6 mL의 pH 
1.0 buffer(0.2 M KCl + 0.2 M HCl)와 pH 4.5 buffer(0.2 M 
potassium phosphate + 0.1 M citric acid)를 각각 혼합한 다음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이용하여 510 nm와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cyanidin-3-glucoside의 몰흡
광계수(ε=26900 L⋅M-1⋅cm-1)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2.6. 관능검사

블랙커런트분말첨가젤리의관능검사는냉장보관된젤리

를실온에서 1시간방치한다음사용하였으며무작위로선정
된대학생 30명(남 13명, 여 17명, 연령 20∼25세)을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으로일정한크기(5×5×2 cm)로자른젤
리는생수와함께제시하였으며평가항목은삼킨후의느낌(after 
swallowing), 외관(appearance), 냄새(odor), 조직감(texture), 맛
(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7점
척도법(7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싫다)으로 평가하였다.

2.3. 통계처리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이화학적 특성, 항산화 특
성 및 관능검사 결과는 분산분석(ANOVA)과 다중범위 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 검정을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통계 package SAS 9.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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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pH, 당도 및 수분함량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pH, 당도 및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젤리의 pH는 무첨가군이 4.58로 가
장 높았고, 블랙커런트분말을 첨가할수록감소하여 12% 첨
가군이 가장 낮았다(p<0.001).  본 연구에 사용한 블랙커런
트 분말의 pH는 2.99±0.01이었으며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양갱(Park & Chung, 2016)의 pH도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블랙커런트에 함유된 ascorbic acid, phenolic acid 등의
유기산에 의하여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크랜베리 농축
액(Lee & Ji, 2015), 석류분말(Cho & Choi, 2009), 복숭아 분
말(Lee 2016), 참다래 과즙(Oh, Back, Lee, Oh, & Lim, 2013) 
첨가젤리의 pH는첨가재료의양이증가할수록감소하여본
연구와 같았으나, 오디 착즙액(Moon et al., 2012), 복분자즙
(Jin, Quan, & Wang, 2010), 자색고구마(Choi & Lee, 2013; 
Park & Park, 2012) 첨가 젤리의 pH는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
을수록 증가하거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첨가하는 부재료의 pH가 제조된 젤리
의 pH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젤리의 당도는 무첨가군과블랙커런트 3% 첨가군은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

여 12%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p<0.001). 블랙커런트 분말 첨
가 양갱(Park & Chung, 2016)에서도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였다. 복분자 젤리(Jin, Quan, & Wang, 2010), 오디 착즙액
젤리(Moon et al., 2012) 및 아로니아 젤리(Hwang & Do Thi, 
2015)에서 첨가재료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젤리의 당도가 유

Table 2. pH, sweetness(°brix%), and moisture content of 
jelly added with black currant powder

Samples1) pH °Brix(%) Moisture 
content(%)

BC0 4.58±0.01a2) 26.00±0.20c 74.00±0.10a

BC3 3.78±0.01b 26.26±0.11c 72.80±0.43b

BC6 3.44±0.01c 26.86±0.12b 72.70±0.20b

BC9 3.27±0.01d 27.13±0.11b 72.73±0.05b

BC12 3.18±0.01e 29.26±0.30a 72.20±0.20c

F-value 2,9052.0*** 143.96*** 23.52***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의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젤리의 수분함량은 무첨가군(74.0%)이 가장 높았으며 블랙
커런트분말을첨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p<0.001). 
오디 착즙액 젤리(Moon et al., 2012)에서는 오디착즙액이 증
가할수록수분함량이 낮아져 본연구와 같았으나 복분자 젤

리(Jin, Quan, & Wang, 2010)와 참다래 과즙 젤리(Oh, Back, 
Lee, Oh, & Lim, 2013)의 수분함량은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3.2. 색도

블랙커런트분말첨가젤리의색도측정결과(Table 3) L값은
무첨가군이 38.91이었고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군은 21.46～
23.26으로나타나블랙커런트분말을첨가할수록 L값은감소
하였다(p<0.001). a값은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
하여 블랙커런트 분말 12%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p<0.001). 
b값은 무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한
젤리가 낮게 나타났다(p<0.001).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한
젤리의 색도는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L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커런트 분
말 첨가 양갱(Park & Chung, 2016)에서도 L값은 낮아지고
a값은 높아져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블랙커런트에 함
유된 안토시아닌 색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자색
고구마 분말 첨가 젤리(Park & Park, 2012), 오디착즙액 첨가
젤리(Moon et al., 2012)의 색도에서 자색고구마와 오디를 첨
가할수록 L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복분자 젤리(Jin, Quan, & Wang, 2010)에서는 복분자
즙 첨가량이 많을수록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
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jelly added black currant 
powder

Samples1)
Hunter’s color value

L a b

BC0 38.91±0.66a2)  0.38±0.02d 10.45±0.15e

BC3 23.26±0.28b  4.11±0.35c -0.32±0.18cd

BC6 22.66±0.47bc  5.19±0.41c -0.52±0.12d

BC9 21.44±1.18c  8.01±0.98b -0.11±0.03c

BC12 21.46±0.17c 11.43±1.18a  0.20±0.15b

F-value 386.44*** 97.30*** 3,531.68***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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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exture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texture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도는 블랙커런트 분말 6% 첨가군과 3% 첨가군
이 무첨가군보다 높았으며, 블랙커런트 9%와 12% 첨가군은
무첨가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01). 이는 수분함량
의 감소와 가공 중 타 재료들과의 상호결합작용에 의해 내

부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짐에 따라 경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Choi & Lee, 2015). 탄력성은 블랙커런트 12% 첨
가군이 112.90%로 가장 높았고 무첨가군과 블랙커런트 3%, 
6%와 9%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01). 
응집성은 무첨가군과 블랙커런트 3%, 6%와 9% 첨가군 사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블랙커런트 12% 첨가군은
무첨가군보다 낮게 나타났다(p<0.001). 씹힘성과 부서짐성
은 블랙커런트 분말 3%와 6% 첨가군이 무첨가군보다 높게
나타나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상의
결과 블랙커런트 분말 6% 첨가군이 모든 texture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첨가 시 젤리의 texture 특성

Table 4. Texture of jelly added black currant powder

Samples1)
Texture properties

Hardness (g/cm2) Springiness (%) Cohesiveness (%) Chewiness (g) Brittleness (g)

BC0 701.50±29.51c2) 100.00±0.61b 79.24±2.02ab 217.04±8.11c 2,1703.94±793.53c

BC3 792.93±21.63b  99.47±1.27b 81.97±1.93a 256.55±6.07b 2,5524.64±921.58b

BC6 890.73±57.88a  99.74±1.39b 82.87±2.07a 291.45±10.11a 2,9080.18±1417.80a

BC9 755.20±14.20bc  99.32±1.81b 75.01±6.64b 220.96±14.73c 2,1933.44±1187.65c

BC12 716.73±16.82c 112.90±10.37a 56.44±2.44c 215.53±7.56c 2,1022.00±1130.58c

F-value 16.55*** 4.59* 25.79*** 15.82*** 16.76***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Table 5. Antioxidant properties of jelly added black currant powder

Samples1) Total polyphenol (mg%) Anthocyanin (mg C3G/100g) DPPH (%) NSA (%)

BC0 17.67±0.06e  0.37±0.32e  0.92±0.12e 44.48±0.67d

BC3 29.97±0.13d  3.92±0.04d 28.78±0.22d 47.91±0.68c

BC6 34.85±0.30c  9.48±1.09c 56.24±0.28c 53.90±0.48b

BC9 44.22±0.30b 11.44±0.10b 71.89±0.27b 54.03±0.48b

BC12 74.01±0.61a 16.01±0.20a 87.51±0.11a 57.06±0.51a

F-value 1,1527.5*** 419.23*** 77188.4*** 239.66***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들이 다시 감소하여 블랙커런트 분말이 젤리의 texture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3.4. 항산화능

Table 5는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항산화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블랙커런트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128.53±3.00 mg/%, 안토시아닌 함량은 861.11± 
10.20 mg C3G/100 g, DPPH 라디칼 소거능은 97.51±0.06%, 
아질산염 소거능은 78.01±0.40%로 나타났다. 블랙커런트 분
말 첨가젤리의총페놀함량은무첨가군이 17.67 mg/%, 블랙
커런트 분말 첨가군이 29.97∼74.01 mg/%로 나타나 블랙커
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총페놀 함량이 높았다(p<0.001). 젤
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무첨가군은 0.37 mg 
C3G/100 g,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군은 3.92∼16.01 mg C3G/ 
100 g으로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
도 증가하였다(p<0.001).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양갱(Park & 
Chung, 2016)에서도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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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 함량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증가하여 같은 결과를

보였다.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무첨가군이 0.92%였으며, 블랙커런트분말첨가군은 28.78
∼87.51%로 나타났다.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블
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증가하여블랙커런트분말 12% 첨가군이
57.06%로 가장 높았다(p<0.001).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활
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블랙커런트 젤리

의 높은 총 페놀함량과안토시아닌 함량이 항산화활성을 높

인 것으로 사료된다. 블랙커런트 양갱(Park & Chung, 2016)
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 또한 블랙
커런트 분말을 첨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는 블랙커런트에 함유된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함량이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 아로니아 젤리(Hwang & Do Thi, 2015)의 폴리페놀, 플라
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결과 아로니아 과즙 첨

가량에 비례하여 모든 항목이 증가하였고 젤리 제조 시 아

로니아 과즙 첨가량이 많을수록 항산화 물질 함량도 높아져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Moon 등(2012)의 연구에서
오디 착즙액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총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아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식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다양한 페놀성 화합물
들이 식품의 조리과정에서도 소실되지않고 남아 항산화 활

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관능검사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 젤리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삼킨후의느낌은블랙커런트분말 6%와 9% 첨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첨가군은 무첨가군과 유의한 차이가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jelly added black currant powder

Sensory properties
Samples1)

F-value
BC0 BC3 BC6 BC9 BC12

After swallowing 4.40±0.41b2) 4.55±0.51b 5.10±0.71a 5.45±0.60a 4.45±0.51b 17.39***

Appearance quality 3.70±0.51d 4.20±0.41c 5.10±0.81b 5.75±0.78a 5.10±0.55b 39.03***

Odor quality 3.90±0.47c 4.50±0.51b 5.20±0.76a 5.40±0.75a 5.50±0.80a 29.50***

Texture quality 4.50±0.51b 4.80±0.76b 5.30±0.47a 5.30±0.65a 4.75±0.63b 6.64***

Taste quality 4.15±0.67c 5.05±0.68b 5.70±0.47a 5.65±0.67a 4.90±0.63b 12.15***

Overall quality 4.10±0.51c 5.05±0.51b 5.65±0.48a 5.60±0.75a 4.95±0.68b 16.20***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없었다(p<0.001). 외관의 기호도는 무첨가군이 가장 낮았고
블랙커런트 분말 9% 첨가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p<0.001). 냄새의 기호도는 무첨가군, 블랙커런트 분말 3%
첨가군이 낮았으며 블랙커런트 분말 6%, 9%와 12% 첨가군
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조직감의 기호도에
서 블랙커런트 분말 6%와 9% 첨가군이 무첨가군보다 높아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맛의 기호도와 전
반적인 기호도에서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군이 무첨가군보

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블랙커런트 6%와 9% 첨가군이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p<0.001). 이상의 결과 블랙커런트 분
말을 첨가한 젤리의 기호도가 블랙커런트 분말 무첨가군보

다 높게평가되어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가 젤리의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천연색소와기능성소재로서블랙커런트의

활용가능성을높이고자블랙커런트분말을 0%, 3%, 6%, 9%
와 12%를첨가하여젤리를제조한다음이화학적특성, 항산
화 활성 및관능검사를 실시하여그 품질특성을평가하였다. 
블랙커런트 젤리의 pH는 무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블랙커런
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감소하였다(p<0.001). 젤리의 당도는
무첨가군과 블랙커런트 3% 첨가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여 12%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p<0.001). 수분함량은 무첨가군이 가장 높았으
며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1). 젤리의 색도는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L
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였다. 젤리의 texture 측정
에서경도는블랙커런트 분말 6% 첨가군과 3% 첨가군이 무
첨가군보다더높았으며(p<0.001), 탄력성은블랙커런트 12% 



블랙커런트 젤리의 품질특성 119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p<0.001). 응집성은 블랙커런트 12% 
첨가군이 가장 낮았고(p<0.001), 씸힘성과 부서짐성은 블랙
커런트 분말 3%와 6% 첨가군이 높았다(p<0.001). 블랙커런
트 분말 첨가 젤리의 총페놀 함량과 안토시아닌 함량은 무

첨가군보다 블랙커런트 첨가군이 더 높았으며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였다(p<0.001). 젤리의 DPPH 라디
칼 소거능 및아질산염소거능도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군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블랙커런트 분말첨가량과비례하여 증

가하였다(p<0.001). 관능검사 결과 삼킨 후의 느낌, 외관의
기호도, 냄새의기호도, 맛의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군이 무첨가군보다 높게 평가되었으

며 특히 블랙커런트 6%와 9% 첨가군이 높은 기호도를 보였
다(p<0.001). 이상의 결과 블랙커런트 분말을 첨가한 젤리가
블랙커런트 분말 무첨가군보다 높게 평가되어 블랙커런트

분말 첨가가 젤리의 이화학적 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검
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블랙커런트 분말의 항산화능과 안토시아닌 색소는 가열 조

리과정 후에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젤리 제조 시 항산화 활

성이 우수한 천연색소를 활용함으로써 젤리의 기능성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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