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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alcium Enriched Healthy Snack using Dried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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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healthy snack using dried shrimp powder which is rich in calcium to help prevent bone disease.
Different types of yanggaeng were prepared with varying ratios of dried shrimp powder; 1%, 3%, 5%, and 7%. Moisture content,
color value, texture properties, and mineral concentration were measured. The L, a, and b chromaticity valu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5% addition group (p<0.001). The texture properties, hardness, and adhesion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amount
of shrimp powder increased (p<0.001), while chewiness and elasticity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amount increased (p<0.001).
Calcium and potassium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amount of shrimp powder increased (p<0.001).
Key words: yanggaeng, crustacean, calcium, snack, dry shrimp

서 론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비율은 71%이고, 평균필요량 이상 섭
취 비율은 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Hur 등 2018), 골다공증

갑각류인 새우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다(Kim JS

및 골질환에 노출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Choi MJ

2001; Jung 등 2017). 그리고 새우의 키토산은 콜레스테롤 저

2013). 이에 맞추어 현재 칼슘강화건강식에는 칼슘강화 비스

하, 면역 증강, 충치 예방,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킷(Kwak 등 2019), 칼슘강화 라면, 칼슘강화 음료, 칼슘강화

(Lee 등 2000). 새우의 영양성분으로 주요 아미노산으로는

곡류가공품, 칼슘강화 레토르트식품(Kim & Kim 2003) 등의

glutamic acid, lysine, arginine, phenylalanine 등이 함유되어 있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으며(Kim JS 2001), 무기질로는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양갱은 한과의 한 종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간식

철 등이 함유되어 있고, 그 중 칼슘의 함량이 가장 높다(Kim

으로, 색과 향이 다채로우며, 한천, 앙금, 설탕 등을 이용하여

JS 2001).

만든다(Pyun 등 1978; Park 등 2009; Han & Kim 2011). 한천은

칼슘은 체내 골격 및 체조직을 구성하고 신경전달, 근육

주로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열랑이 낮고, 포만감을 느끼

수축 등의 체내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며, 변비 및 정장작용에 도움을 준다(Jeon 등 2005; Kim 등

(Cashman KD 2002; Cho 등 2011; Choi MJ 2013). 그러나

2013). 최근에는 블루베리 분말 양갱(Han & Chung 2013), 미

2013~2015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칼슘

나리 가루 양갱(Oh KC 2015), 인삼 양갱(Lee 등 2017), 가시

†Corresponding

author: Jean Kyung Pai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ood and Nutrition, Eulji University, Seongnam 13135,
Korea. Tel: +82-31-740-7141, Fax: +82-31-740-7370, E-mail: jkpaik@eul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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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 양갱(Kim 등 2019), 톳 분말 양갱(Lee 등 2020), 갈색거
저리 분말 양갱(Lee 등 2021) 등을 첨가한 다양한 양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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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paration of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건새우를 첨가한 양갱의 연구는 거의

Samples

Ingredients (g)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슘이 풍부한 건새우분말의 비율

DSY0 DSY1 DSY2 DSY3 DSY4

White bean paste

100

99

97

95

93

을 1%, 3%, 5%, 7%로 다양하게 하여 양갱을 제조한 후 수분

Dry shrimp powder

0

1

3

5

7

함량, 색도, 물성, 무기질을 측정함으로써 건새우분말을 첨가

Water

80

80

80

80

80

한 칼슘강화 양갱을 제조 개발하고자 하며, 기능성 양갱 개

Sugar

10

10

10

10

10

Fructo-oligosaccharide

10

10

10

10

10

Agar

2

2

2

2

2

Salt

0.1

0.1

0.1

0.1

0.1

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양갱 제조
재료

1)
본 실험에서 사용한 건새우분말(Gogunsanfood), 한천

DSY0: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0%, DSY1: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1%, DSY2: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3%, DSY3: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5%, DSY4: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7%.

(Cooknbake), 설탕(CJ Cheiljedang), 앙금(Good Morning Seoul),

잘 섞이도록 고루 저어가며 약불에서 다시 2분간 가열을 한

올리고당(CJ Cheiljedang), 소금(Chungjungone)은 인터넷에서

다. 제조된 양갱을 틀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3시간 방냉하여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하였다.

양갱 제조

실험방법
1) 수분함량 및 색도 측정

2)
건새우 분말 양갱의 재료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고, Yun

2.

등(2020)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건새우 분
말의 혼합비율은 0%, 1%, 3%, 5%, 7%로 제조하였다(Fig. 1).

건새우 분말 첨가 양갱의 수분함량은 각 시료 3 g을 측량

℃

먼저, 한천분말을 18~20 의 물 30 g에 20분간 불려주고 건

하여 AOAC법(1984)에 따라 상압 가열건조법으로 드라이 오

새우 분말은 물 50 g에 풀어준다. 물에 불린 한천분말을 중불

븐(LO-FS150, LK Lab, Namyangju, Gyeonggi-do, Korea)과 데

로 약 2분간 끓인 후 설탕, 앙금, 건새우 분말을 푼 물을 넣어

시케이터(ADC47, LK Lab, Namyangju, Gyeonggi-do, Korea)을

약불로 고루 섞어가며 약 8분간 끓여준다. 올리고당, 소금이

이용하여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냈다. 색도는 색차색도

DSY0

DSY1

DSY2

DSY3

DSY4

Fig. 1.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DSY0: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0%, DSY1: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1%, DSY2: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3%, DSY3: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5%, DSY4: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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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CR-170, Minolta, Osaka-bu, Osaka-si, Japan)를 사용하여 L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 for the texture analyzer

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색도 측정 전 색차계의 보정을 위해
표준백색판(Calibration palate CR-A 43)을 이용하였고 명도
93.00, 적색도 0.3125, 황색도 0.2531이었다.

물성 측정

2)
건새우 분말 첨가 양갱의 물성 측정은 CTX texture analyzer

Measuring

Condition

Test speed

10 mm/s

Trigger force

10 g

Sample diameter

30 mm

Sample height

20 mm

Sample compressed

25%

결과 및 고찰

(Ametek Brookfield, U.S.A)를 사용하였고, TPA (texture profile
analysis)를 이용하여 2nd bite compression test로 측정하였다.
경도, 부착성, 씹힘성, 응집성, 탄력성을 3회 반복하여 측정
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냈으며,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3

수분함량 및 색도 측정

1.
건새우 분말 양갱의 수분함량 및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대조군이 30.87%이며

무기질 분석

3)
건새우 분말 첨가 양갱의 무기질 분석은 마이크로웨이브

1% 첨가군은 34.46%, 3% 첨가군은 37.60%, 5% 첨가군은

시료전처리시스템(Mars 230/60, CEM, North Carolina, U.S.A)

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색도의 L값 측정

을 이용하여 각 시료를 0.3 g과 14% HNO3 10 mL를 180도

결과는 5% 첨가군에서 7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 동안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유

(p<0.001), a값 측정 결과도 5% 첨가군에서 9.76으로 가장 높

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기(ICP-OES, Teledyne Leeman

게 나타났다(p<0.001). b값 측정 결과도 5% 첨가군에서 49.86

Labs, Ohio, U.S.A)로 칼슘, 철분, 칼륨을 분석하였다. 표준용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39.33%, 7% 첨가군은 41.46%로 건새우 분말의 첨가량이 많

액은 stock 표준용액(Inorgranic Ventures)을 14% HNO3 용액으

본 연구에서의 수분함량은 석류 분말 양갱(Gil 등 2014) 및

로 희석하여 제조하였으며, 무기질 분석 파장은 칼슘

계화가루 양갱(Fang 등 2018)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첨가량

422.673 nm, 철 238.204 nm, 칼륨 766.490 nm이었다.

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시파래 분말 양
갱(Kim 등 2019) 및 백년초 분말 양갱(Lee JA 2017)의 선행연

통계처리

4)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SPSS(Ver. 22.0, Chicago, IL, U.S.A.)

구에서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아

package를 사용하여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구하였고, 유의성

2021)에서는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정은 one-way ANOVA로 시료 간 차이를 검정한 후 유의미

색도는 본 연구에서는 L값, a값, b값 모두 5% 첨가군에서 가

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후검정으로 LSD 분석방법을 이용하

장 높게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

여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05 수준에서 검증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블루베리 분말 양갱(Han & Chung

하였다.

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L값과 b값은

로니아즙 양갱(Hwang & Lee 2013), 쌀눈 분말 양갱(Eom 등

Table 3. Moisture contents, pH, soluble solids and hunter’s color value of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Sample
DSY0
Moisture contents (%)
Color value

2)
3)
4)

DSY2
b

DSY3
c

p-value

DSY4
cd

d

30.87±0.30

34.46±1.29

37.60±0.44

39.33±0.53

41.46±0.34

<0.001

L

67.11±0.10c

61.66±0.78b

63.37±1.02b

70.46±0.25d

54.68±0.09a

<0.001

a

a

a

b

d

c

<0.001

c

<0.001

b
1)

DSY1
a1)-4)

1.01±0.00

a

15.54±0.00

0.87±0.06

b

19.30±0.59

2.39±0.15

c

29.34±0.81

9.76±0.53

d

49.86±1.50

Data represents mean±S.E. (standard error).
Tested by ANOVA (analysis of variance) method.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LSD.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E. of 3 times.

3.02±0.01

27.57±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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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고, a값은 증가하였으며, 율무 분말 양갱(Hasegawa

4.62 mm, 3% 첨가군은 5.82 mm, 5% 첨가군은 6.86 mm, 7%

등 2021)의 선행연구에서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L값은 감

첨가군은 7.92 mm로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소하였고, a값과 b값은 증가하였다.

였다(p<0.001). 본 연구에서 경도, 부착성은 첨가량이 많아질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씹힘성, 탄력성

물성 측정

2.
건새우 분말 양갱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은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경도 측정 결과 대조군이 911.78 g이며 1% 첨가군은 892.96

보이지 않았다. 물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도와 부

g, 3% 첨가군은 877.81 g, 5% 첨가군은 860.90 g, 7% 첨가군

착성(r=0.908, p<0.001), 씹힘성과 탄력성(r=0.975, p<0.001)은

은 846.52 g으로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경도와 씹힘성(r= 0.937,

(p<0.001). 부착성의 측정 결과는 대조군이 15.16 mJ이며 1%

p<0.001), 경도와 탄력성(r= 0.963, p<0.001), 부착성과 씹힘

첨가군은 14.93 mJ, 3% 첨가군은 14.40 mJ, 5% 첨가군은

성(r= 0.885, p<0.001), 부착성과 탄력성(r= 0.961, p<0.001)

11.75 mJ, 7% 첨가군은 10.36 mJ로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

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5).

다. 또한 응집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

－

－

－

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씹힘성의 측정 결과는 대조군

생강 가루 양갱(Han & Kim 2011) 및 표고버섯 분말 양갱

이 5.34 mJ이며 1% 첨가군은 7.55 mJ, 3% 첨가군은 20.54 mJ,

(Yun 등 2020)의 선행연구에서도 경도와 부착성은 부재료의

5% 첨가군은 21.39 mJ, 7% 첨가군은 30.24 mJ로 첨가량이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산사추출액

많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응집성의 측정

양갱(Kim SS 2015) 및 미나리 가루 양갱(Oh KC 2015)의 선행

결과는 대조군이 0.11이며 1% 첨가군은 0.47, 3% 첨가군은

연구에서도 씹힘성, 탄력성은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아질수

0.26, 5% 첨가군은 0.32, 7% 첨가군은 0.51로 7%에서 가장

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해조류를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365). 탄

이용한 가시파래 첨가 양갱(Kim 등 2019)의 경우 경도, 부착

력성의 측정 결과는 대조군이 4.17 mm이며 1% 첨가군은

성, 검성이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였고, 톳

Table 4. Texture characteristics of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Sample
DSY0
Hardness (g)
Adhesiveness (mJ)

1)
2)
3)
4)

DSY1
e1)-4)

DSY2
d

DSY3
c

p-value

DSY4
b

a

911.78±5.75

892.96±3.48

877.81±0.95

860.90±2.84

846.52±3.33

<0.001

15.16±0.04d

14.93±0.02d

14.40±0.09c

11.75±0.12b

10.36±0.08a

<0.001

a

b

c

d

e

<0.001

Chewiness (mJ)

5.34±0.03

7.55±0.02

20.54±0.02

21.39±0.11

30.24±0.02

Cohesiveness

0.11±0.01

0.47±0.33

0.26±0.01

0.32±0.01

0.51±0.01

0.365

Springiness (mm)

4.17±0.06a

4.62±0.01b

5.82±0.04c

6.86±0.03d

7.92±0.02e

<0.001

Data represents mean±S.E. (standard error).
Tested by ANOVA (analysis of variance) method.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LSD.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E. of 3 times.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exture characteristics of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1)
2)

Hardness

Adhesiveness

Hardness

1

0.908***

Adhesiveness

-

1

Chewiness

-

-

1

0.289

Cohesiveness

-

-

-

1

0.325

Springiness

-

-

-

-

1

***

Significant at p<0.001.
Tested by Pearson correlation method.

Chewiness

－0.937

***

－0.885

***

Cohesiveness

－0.330
－0.327

Springiness

－0.963
－0.961

***
***

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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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ineral contents analysis of Yanggaeng added with dry shrimp powder
Sample
DSY0
Calcium (mg/100 g)

DSY1
a1)-4)

170.49±1.12

DSY2
b

267.20±8.08

DSY3
733.48±10.80

487.07±2.09

p-value

DSY4

c

d

e

914.96±23.84

<0.001

Iron (mg/100 g)

5.61±0.24

5.19±0.13

5.32±0.35

5.50±0.15

5.44±0.07

0.687

Potassium (mg/100 g)

100.69±1.49a

118.43±0.04b

160.12±2.28c

206.48±0.40d

241.58±3.99e

<0.001

1)
2)
3)
4)

Data represents mean±S.E. (standard error).
Tested by ANOVA (analysis of variance) method.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LSD.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E. of 3 times.

분말 첨가 양갱(Lee 등 2020)의 경우 경도, 부착성, 검성, 씹

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p<0.001), 응집

힘성, 응집성이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것

성은 0.26~0.51로 각 첨가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을 볼 수 있었다.

다(p=0.365). 칼슘, 칼륨은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무기질 분석

3.
건새우 분말 양갱의 무기질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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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of Crude Polysaccharide on Maca (Lepidium meyenii)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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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ca roots (Lepidium meyenii) are an important medicinal herb that have long been used by the Andes-indigenous peoples and
South Americans. In Korea, recently, it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health food material because of nutritional value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of maca (red and golden varieties; R&G) as
immunostimulating materials. In the macrophage stimulating assay using RAW 264.7 cells at 125~500 μg/mL of non-cytotoxicity
doses, G-HW showed the most potent production of TNF-α, IL-6 and nitric oxide compared to red maca or the other extracts. The
general componen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ll extracts comprised more than 90% neutral sugars with small amounts of uronic
acid and protein. Meanwhile, component sugar analysis showed the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uronic acids of cold- and hot-water
extract. Additionally, the further fractionation of G-HW into crude polysaccharide (G-CP) greatly enhanced the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and G-CP contained macromolecules over 144 kDa, comprised mainly of glucose and galacturonic acid (51.0 and 34.9%).
In conclusion, crude polysaccharide from maca showed industrial applicability as immunostimulating material, and especially golden
maca showed higher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than red maca.
Key words: maca (Lepidium meyenii), hot-water extract, crude polysaccharide,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서 론

든 및 블랙 등으로 영양성분 및 효능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다고 보고되고 있다(Gonzales 등 2009; Celement 등 2010).

해발 4,000 m 이상의 안데스산맥을 원산지로 하는 마카

국내에서는 ‘페루의 인삼(Peruvian ginseng)’이라고도 불리는

(Lepidium meyenii, maca)는 십자화목(Brassicales) 배추과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고, 기능성 소재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

(Brassicaceae) 다닥냉이속(Lepidium)에 속하는 식물의 일종이

며 최근 국내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Balick & Lee 2002). 마카는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주

(Lee & Chang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원료사용

로 재배되고 있어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영양가가 높아 오래

가능 여부를 뿌리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뿌리를 건조

전부터 중요한 약용식물로 이용되었다(Jeon 등 2011). 생태형

하여 분말 형태로 섭취하거나 음료 및 차 등으로 섭취하는

에 따라 여러 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색상에 따라 레드, 골

것으로 알려져 있다(Ochoa C 2001).

†Corresponding

author: Kwang-Won Yu, Professor, Major in Food and Nutri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Jeungpyeong 27909, Korea. Tel: +82-43-820-5333, Fax: +82-43-820-5850, E-mail: kwyu@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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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

추출물(cold-water extract; CW) 및 열수 추출물(hot-water

기능식품의 섭취 및 생리 기능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extract; HW)을 조제하였다. 또한, 활성 추출물은 소량의 증류

고 있으며(Hsieh & Ofori 2007), 마카는 현재까지 많은 기능성

수를 첨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키고 5배(v/v)의 주정을 첨가한

효과를 입증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일

후 상온에서 충분히 교반하고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회수

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Choi S 2017). 현재 국내

하고 증류수에 재용해하여 냉장고에서 투석(MWCO 12~14

의 연구에 따르면 통증 조절 효과(Kim 등 2017), 뇌 손상 보

kDa, Spectra/Por, Spectrum Lab. Inc., Rancho Dominguez, CA,

호 효과(Lee 등 2010), 항산화 효과(Park 등 2017) 및 남성 성

USA)을 3일간 진행한 후 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조다당(crude

기능 개선효과(Choi 등 2018)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국외에

polysaccharide; CP)으로 분획하였다.

서는 스트레스 개선(Lopez-Fando 등 2004), 기억력 증진
(Rubio 등 2007), 간 기능 개선 효과(Zheng 등 2018) 및 면역활

대식세포 활성

성(Wang 등 2016; Zha 등 2018)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한

2.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편, Kwon 등(2009)은 건조 분말 마카로부터 일반성분 분석을

입수한 마우스 유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10%

통해 74.8%가 탄수화물, 12.8%가 단백질로 주로 탄수화물 및

fatal bovine serum(Gibco, Waltham, Massachusetts, USA) 및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단백 다당 및

1% penicillin-streptomycin(GenDEPOT, Katy, TX, USA)이 첨

다당류는 대식세포 관련 선천면역 자극뿐만 아니라, 장내 면

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Hyclone, San

역 등 다양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gelo, TX, USA) 배지에서 배양하면서 37 , 5% CO2 조건

(Kim 등 2011; Shin 등 2021). Zha 등(2018) 및 Wang 등(2016)

의 배양기(Sanyo, Gunma, Japan)에서 70~80% confluence 되었

과 같은 연구에서 마카 유래 고분자 다당류가 면역자극 활성

을 때 계대배양하여 이용하였다. 대식세포 활성을 평가하기

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생태형에 따른 선천면역계

위해 먼저, 배양한 RAW 264.7 세포주를 1×106 cells/mL로 조

를 구성하는 대식세포의 활성 다당류에 대한 보고는 미비한

정한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여 배양기에서 약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카의 일반종인 레드 및

80% confluent 될 때까지 배양하여 세포를 안정시킨 후 배양

골든 마카 추출물의 대식세포 자극 활성을 평가하고, 대식세

상등액을 제거하고 FBS가 함유되지 않은 serum-free DMEM

포 자극 활성이 증진된 조다당 획분(crude polysaccharide)을

180 μL와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 시료 20 μL를 첨가하여 24시

분획하여 화학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면역활성 소재로서의

간 동안 재배양하였다. 다음으로 배양 상등액을 회수하여 대식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포 활성인자인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Invitrogen,

℃

Carlsbad, CA, USA) 및 interleukin-6(IL-6; BD Biosciences, San

재료 및 방법

Diego, CA, USA)와 함께 산화질소(nitric oxide, NO)를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및 griess assay(Tursun 등

재료 및 추출 방법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카는 생태형에 따라 레드 마카(red

2016)로 측정한 후 각각의 reference standard 및 sodium

maca; R) 및 골든 마카(golden maca; G)이며, 볼리비아에서 재

한편, 시료의 세포 독성은 3-(4,5-dimethylthiazol-2-yl)-2,5-

배되어 건조된 것을 평택약초농원(Gyeonggi, Korea)에서 구

－70℃

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Invitrogen, Eugene, OR,

입하여 사용하였다. 입수된 마카는 품질 유지를 위해

USA)법으로 550 nm의 흡광도에서 보라색 pigment를 DMSO

의 급속냉동기(Ilshin Biobase, Seoul, Korea)에 보관하며 실험

에 용해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 무처리군에 대한 세포생존

에 사용되었다. 추출을 진행하기 위해 믹서(Hanil, Seoul,

율(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다.

Korea)에 소량의 물을 첨가하여 파쇄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각각 냉수추출 및 열수추출을 진행하였다. 각각 건조 중량의

nitrate(NaNO2)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구성성분 분석

℃

3.
시료에 함유된 구성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중성당, 산성당,

냉장고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추출하였으며, 열수추출

℃ 이상에서 4시간 동안 decoction 방법을 통해 추출하

단백질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phenol-sulfuric acid법(Dubois

은 90

등 1956), m-hydroxybiphenyl법(Blumenkrantz & Asboe-Hansen

였다. 이후 감압농축기(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적절

1973), Bradford법(Bradford 1976) 및 Folin-Ciocalteu assay(Shin

한 농도로 농축을 진행하였으며 5,500×g에서 30분간 원심분

등 202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준물질로는 galactose

리(Gyrogen Co., Ltd., Daejeon, Korea)를 진행하여 불용성 침

(Gal), galacturonic acid(GalA), bovine serum albumin(BSA) 및

전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상등액을 동결건조하여 각각 냉수

gallic acid(GA)를 이용하여 각각 mg Gal/g 시료, mg GalA/g

20배(w/v)에 해당하는 양의 증류수를 가하고 냉수추출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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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mg BSA/g 시료 및 mg GA/g로 산출하여 백분율(w/w,

the Social Science, Ver.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로 나타내었다.

이용한 Student’s t-test로 계산하여 각각 p<0.05, p<0.01 및

구성당 분석

p<0.001 수준에서 대조군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구성

4.
시료의 구성당 분포는 Honda 등(1989)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에 2 M trifluoroacetic acid(TFA)로 90분간 처

성분은 유의성 평가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각 측정값간의 유의성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리하여 산 가수분해시킨 후 NaOH와 PMP(1-phenyl-3-methyl-

결과 및 고찰

5-pyrazoline)를 첨가하여 당-PMP 유도체로 전환시킨다. 당-PMP
유도체는 NaOH와 동일한 농도의 HCl로 중화하여 완전히 건
조시킨 후 물과 클로로포름(2상 용매계) 분획으로 물층만을

마카 품종별 추출물 조제 및 조다당의 분획

회수하고 PVDF membrane filter(0.45 μm, Jaema Trade Inc.,

1.
Kwon 등(2009)은 마카의 용매 추출물 조제 시 용매에 따

Gwangwon-do, Korea)로 여과하여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른 수율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메탄올(21.4%) 및 에탄올

분석하였다. Glucosamine(GlcN)을 내부표준물질(IS, internal

(16.8%) 추출에 비해 물 추출은 46%로 가장 우수한 수율을

standard)로 이용하였으며, 구성당은 peak area와 response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 수

factor로부터 mole%로 계산하였다.

율에 따른 산업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물 추출물만을 조제한
후 이들에 대한 대식세포 활성을 측정하여 면역증진 기능성

분자량 측정

5.
시료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 gel permeation chro-

식품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종의 마

matography(GPC)를 이용하였으며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고

(R-CW 및 G-CW) 및 열수추출물(R-HW 및 G-HW)로 조제한

PVDF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뒤 수율을 비교한 결과, 레드 마카의 경우 열수추출물(HW;

분석하였다. 검출기인 ELSD의 온도는 50 , 질소의 압력은

39.9%)이 냉수추출물(CW; 33.8%)보다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

3.3 bar로 설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 분자량별 dextran(American

으나 골든 마카의 경우에는 CW(37.6%)와 HW(37.7%)의 수율

Polymer Standard; Mentor, OH, USA)을 이용하여 도출된

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특히 레드 마

retention time을 통해 시료의 분자량(kDa)을 계산하였다.

카의 열수 추출물이 냉수 추출물과 골든 마카보다 높은 수율

℃

카(레드 및 골든 마카)로부터 증류수를 이용하여 냉수추출물

을 나타냈으며, 이는 산업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통계처리

6.
모든 시험은 3번 반복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평균±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대식세포 자극

한편, 면역활성 G-HW를 이용하여 에탄올 침전에 의해 조다
당 획분을 조제하였을 때 G-CP는 원료 대비 1.4%의 수율을
나타냈다(Table 3).

활성의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able 1. Analytical condition of HPLC applied for determining the sugar composition and molecular weight of maca
Analysis

Sugar composition

Molecular weight

Agilent HPLC 112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Inc., Palo Alto, CA, USA)

Instrument
Detector

UV detector at 254 nm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

Column

YMC-Triart C18
(250×4.6 mm, 5 μm; YMC Co., Ltd., Kyoto, Japan)

Superdex 200 Increase 10/300 GL
(300×100 mm, 8.6 μm; GE Healthcare Bio-Science AB,
Uppsala, Sweden)

Column temperature

℃

30

Room temperature (RT)

Flow rate

1 mL/min

1.1 mL/min

Eluent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7):
acetonitrile (82:18)

Deionized water

Injection volume

20 μL

10 μ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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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Yields and 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water
extracts from red and golden maca
Sample
1)

Yield (%)

Red maca
R-HW

G-CW

G-HW

33.8

39.9

37.6

37.7

Neutral sugar (%) 94.3±6.4a2) 93.4±2.5a

94.8±4.1a

92.6±3.1a

b

b

1.4

Neutral sugar (%)

69.9±2.4a2)

Uronic acid (%)

22.9±1.0b

2.4±0.2

3.8±0.1

2.3±0.0

5.0±0.1

Protein (%)

6.0±0.3c

Protein (%)

0.4±0.0b

0.5±0.0c

0.4±0.0b

0.6±0.0c

Polyphenol (%)

1.2±0.1d

b

c

b

2.9±0.1

b

G-CP
Yield1)

Uronic acid (%)
Polyphenol (%)

b

Table 3. Chemical property of crude polysaccharide from
hot-water extract of golden maca

Golden Maca

R-CW

한국식품영양학회지

bc

2.3±0.1

2.5±0.1

1.8±0.1

Sugar composition (mol%)

Sugar composition (mol%)
Mannose

0.8
1.1

Mannose

0.9

0.8

0.7

0.6

Rhamnose

Rhamnose

0.1

0.2

0.1

0.2

Glucuronic acid

Glucuronic acid

-

-

-

-

Galacturonic acid

-

5.0

-

9.4

96.4

90.5

97.0

86.4

0.8

0.8

0.7

0.7

-

-

-

-

1.8

2.7

1.5

2.6

-

-

-

-

Glucose
Galactose
Xylose
Arabinose
Fucose

After maca extracts were prepared into PMP-sugar derivative, the
sugar composition was calculated as a mole % by comparison with
the peak of the standards.
1)
Yield (%) was calculated against the dried maca.
2)
The difference in the superscript letter of the content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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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acturonic acid

34.9

Glucose

51.0

Galactose

3.2

Xylose

0.3

Arabinose

8.8

Fucose

-

After G-CP was prepared into PMP-sugar derivative, the sugar
composition was calculated as a mole % by comparison with the
peak of the standards.
1)
Yield (%) was calculated against the dried maca.
2)
The difference in the superscript letter of the content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에서는 G-HW가, 저농도에서는 G-CW가 다소 높은 활성을

2.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유래 대식세포인 RAW 264.7을 이

보였다. LPS 대조군은 1 μg/mL 농도에서 NC 대조군 대비

용하여 대식세포 자극활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Fig. 1A에 나

편, 또 다른 대식세포 활성화 관련 사이토카인인 IL-6의 결과

타낸 바와 같이 RAW 264.7 세포에 대한 시료의 독성이 없는

는 Fig. 1C에 나타내었는데, TNF-α의 생산능 결과와 달리 저

농도 범위를 확인한 결과, 추출물 4종 모두 125~500 μg/mL

농도에서는 모든 추출물이 낮은 IL-6 생산을 보였고 500 μg/mL

농도범위에서 시료 무처리군(negative control; NC) 대비 80%

농도에서도 골든 마카만이 3.5 ng/mL(CW, 5.8배)와 6.5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López-García 등(2014)의 연구

ng/mL(HW, 10.7배)의 유의한 생산 증진 효과를 나타내어 가

에 따르면 시료 처리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장 우수하였다. LPS 대조군은 1 μg/mL의 농도에서 NC 대조

확인되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종

군 대비 71.5배(43.1 ng/mL)의 IL-6 생산을 나타내었다. 마지

마카로부터 조제한 물 추출물은 독성이 없는 125~500 μg/mL

막으로, NO 생산은 Fig. 1D에 나타내었는데 R-CW를 제외한

의 농도 범위에서 대식세포 활성화 관련 인자인 TNF-α와

다른 추출물은 모든 농도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

IL-6의 사이토카인과 산화질소(nitric oxide) 생성능으로 대식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G-HW는 125~500 μg/mL의

세포 활성을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대식세포 활성화 사이토

농도 범위에서 36.9~61.1 μM(10.8~17.9배)의 농도-의존적으

카인 중 하나인 TNF-α의 생산에서는 R-CW를 제외한 다른

로 가장 우수한 생산능 증진 활성이 나타났고 500 μg/mL 고

추출물은 250과 500 μg/mL 농도에서 NC 대조군 대비 농도-

농도에서는 LPS 수준의 NO 생산활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의존적으로 유의한 TNF-α 생산활성을 확인하였다(Fig. 1B).

R-HW와 G-CW는 같은 농도 범위에서 NC 대조군 대비

특히 골든 마카의 CW와 HW는 125~500 μg/mL의 농도 범위

6.2~44.8 μM(1.8~13.2배)과 25.1~30.1 μM(7.4~8.8배)의 생산을

에서 NC 대조군 대비 각각 0.7~3.4 ng/mL(3.8~17.4배)과 1.7~

나타내었다. 따라서 RAW 264.7 대식세포주로부터 활성화

2.8 ng/mL(8.8~14.2배)의 생성 증진 효과를 나타내어 고농도

인자인 TNF-α, IL-6 및 NO의 생산결과를 종합해보면, 골든

26.9배(5.3 ng/mL)의 생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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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of water extract from red (R) or golden (G) maca.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evaluates RAW 264.7 cell line as macrophage stimulating related factors produced after cultivating 24 hr with each extract.
(A): RAW 264.7 cell toxicity, (B)~(D): production of TNF-α, IL-6 and nitric oxide (NO).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 in triplicate. Different asterisks on th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egative control
(NC)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NC; only medium was used as negative control, LPS
(lipopolysaccharide, 1 μg/mL); positive control, CW or HW; cold-water extract or hot-water extract.
마카가 레드 마카보다 우수하였으며 열수추출물이 냉수추출

성분인 중성당, 산성당, 단백질 및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물보다 다소 높은 대식세포 자극활성을 나타내었다. Wang

결과, 레드 마카 추출물의 경우에는 중성당(R-CW; 94.3% 및

등(2016)은 마카 물 추출물 유래 정제된 368 kDa 크기의

R-HW; 93.4%)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산성당(R-CW;

rhamnose, arabinose 및 glucose로 구성된 고분자 다당획분이

2.4% 및 R-HW; 3.8%), 단백질(R-CW; 0.4% 및 R-HW; 0.5%)

대식세포로부터 IL-1β, TNF-α 및 NO 생산을 농도-의존적으

및 폴리페놀(R-CW; 2.9% 및 R-HW; 2.3%)은 소량 함유되어

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Li 등(2017)의 연구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편, 골든 마카 추출물도 레

58 kDa의 galactose로 주로 구성된 다당류가 동일 세포주에서

드 마카 추출물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중성당(G-CW;

면역자극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94.8% 및 G-HW; 92.6%)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산성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포 자극

당(G-CW; 2.3% 및 G-HW; 5.0%), 단백질(G-CW; 0.4% 및

활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성이 우수하였던 골든 마카 열수추

G-HW; 0.6%) 및 폴리페놀(G-CW; 2.5% 및 G-HW; 1.8%)은 소

출물(G-HW)로부터 조다당 획분을 분획하여 고분자 다당류

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결국, 4종의 추출물 모

가 대식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두 중성당이 92.6~94.8%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산성

마카 품종별 추출물의 구성성분 및 구성당

3.
2종의 마카로부터 제조된 4종의 물 추출물에 함유된 구성

당 2.3~5.0%, 단백질 0.4~0.6% 및 폴리페놀 1.8~2.9%로 소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성분 분석으로 주성분이 중성
당인 다당 또는 단백다당의 고분자물질을 추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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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마카 조다당 획분의 면역증진 활성

구성당 분석을 진행하였다. 냉수와 열수추출물의 구성당 분
포는 산성당 함량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 R-CW 및 G-CW는

4.
2종 마카 물 추출물 중 대식세포 자극활성이 가장 우수하

glucose가 96.4~97.0%의 함량을 나타내면서 galacturonic acid가

였던 골든 마카의 열수추출물을 주정침전하여 조다당(G-CP)

확인되지 않은 반면, 열수추출물(R-HW 및 G-HW)은 glucose가

으로 분획하고 열수추출물(G-HW)과의 대식세포 활성을 비

86.4~90.5%로 감소되면서 galacturonic acid가 5.0~9.4%로 함유

교하였다. 시료 농도는 산업적 활용성과 조다당 획분으로의

된 구성당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Wang 등(2016) 및 Li 등

추가분획을 고려하여 열수추출물 활성평가보다는 저농도 범

(2017)의 연구에서 마카의 면역자극 활성 다당류는 rhamnose,

위인 1~10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독성 평가(Fig. 2A)를 진

arabinose, galactose 및 glucose 등 중성당을 주로 포함하는 것

행하여 세포 생존율이 80% 이상인 것을 확인한 후 대식세포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glucose를 85% 이상 함유

자극활성을 RAW 264.7 대식세포주로부터 TNF-α, IL-6 및

하는 것을 나타나 유사한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NO의 생산능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TNF-α의 생산능은 Fig.

대식세포 자극 활성의 활성 시료인 G-HW는 다른 추출물에

2B에 나타내었는데, LPS 대조군이 1 μg/mL 농도에서 NC 대

비해 산성당인 galacturonic acid가 높게 함유된 결과를 통해

조군 대비 77.4배(19.7 ng/mL)의 생산을 나타낸 반면 G-CP는

galacturonic acid의 증가가 대식세포 자극활성에 영향을 미치

1~1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0.8~13.4 ng/mL(3.0~52.8배)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도-의존적으로 유의한 TNF-α의 생산 효과를 나타내어
G-HW의 0.3~2.7 ng/mL(1.2~10.7배)보다 TNF-α의 생산이 증

(A)

(B)

(C)

(D)

Fig. 2.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of crude polysaccharide from hot-water extract of golden (G) maca.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evaluates RAW 264.7 cell line as macrophage stimulating related factors produced after cultivating 24
hr with crude polysaccharide (G-CP). (A): RAW 264.7 cell-toxicity, (B)~(D): production of TNF-α, IL-6 and nitric oxide
(NO).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 in triplicate. Different asterisks on th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egative control (NC)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NC;
only medium was used as negative control, LPS (lipopolysaccharide, 1 μg/mL); positive control, HW; hot-water extract, G-CP;
crude polysaccharide from HW.

마카 품종별 조다당 획분의 대식세포 활성

Vol. 35, No. 1(2022)

13

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L-6의 생산활성 결과는 Fig. 2C에

미량 함유되어진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조다당 획

나타낸 것처럼 G-CP는 10과 100 μg/mL의 농도에서 NC 대조

분(G-CP)과 유사한 구성당 분포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군 대비 2.0 ng/mL(2.4배) 및 10.9 ng/mL(13.1배)의 통계적으

대식세포 활성 골든 마카의 열수추출물로부터 분획한 활성

로 유의한 생산 증진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G-HW는 통계적

G-CP는 주로 glucose 및 galacturonic acid로 구성되어진 다당

으로 유의한 생산을 나타내지 않았고, LPS 대조군은 1 μg/mL

획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조다당 획분으로부

농도에서 NC 대조군 대비 30.9배(25.7 ng/mL)의 생산을 보였

터 활성 다당획분을 분리정제하고 그들의 결합양식 분석을

다. 마지막으로 NO의 생산결과는 Fig. 2D에 나타냈었는데,

통해 구조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면역활성 기능

LPS 대조군이 1 μg/mL 농도에서 시료 무처리군 대비 23.1배

성 소재로서의 산업적인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59.8 μM)의 유의한 생산을 보였고 G-CP는 1~100 μg/mL의 농
도 범위에서 19.6~53.3 μM(7.5~20.6배)의 농도-의존적인 유의

조다당 획분의 분자량 추정

한 생산 증진 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100 μg/mL 농도에서는

6.
Kim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정침전으로 분획된 조다

LPS 처리군과 유사한 생산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다. G-HW

당 획분은 일반적으로 고분자 물질로 구성된 단백다당이나

또한 10~1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3.7~42.5 μM(1.4~16.4

다당류로 알려져 있으며, 시료의 구성물질의 분자량을 확인

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G-CP보다

하기 위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를 이용하여

는 낮은 생산 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추출물 중 대식세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준물질로 dextran을 이용하여 standard

포 자극활성이 우수했던 골든 마카의 열수추출물(G-HW)로

curve를 작성하였을 때 correlation coefficient는 R2=0.9938로

부터 분획된 조다당 획분(G-CP)은 대식세포 자극활성이 우

나타났으며, 시료의 retention time을 이용하여 분자량을 확인

수한 것으로 나타나 면역활성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의 활

하였다. G-HW의 분자량 분포는 Fig. 3A에 나타내었는데,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Zha 등(2018)은 마카로부터

8.61분과 18.38분의 retention time으로부터 4 kDa 이하 및 102

분리한 정제 획분에 대한 대식세포 활성을 toll-like receptors

kDa의 주요 분자량을 확인하였고, 대식세포 활성 조다당 획

(TLRs) 및 mRNA 수준에서 분석하여 TNF-α, IL-1β 및 IL-6가
대식세포 자극 관련 인자임을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 향후 시료에 대한 대식세포 내 mRNA 및 단백질 분석을

(A)

통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다당 획분의 구성성분 및 구성당

5.
대식세포 자극활성이 우수하였던 골든 마카 조다당 획분
의 구성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성당이 69.9%로 가장 높은 함
량을 나타내었으며 산성당(22.9%), 단백질(6.0%) 및 폴리페
놀(1.2%)로 확인되어 열수추출물보다 상대적으로 조다당 획

→

→

분의 중성당의 함량은 감소(92.6 69.9%)되었고, 산성당(5.0

→

(B)

22.9%)과 단백질(0.6 6.0%) 함량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또한, 구성당 분석에서도 G-CP는 주요 구성당으로
glucose(51.0%)와 galacturonic acid(34.9%)를 확인하였으며,
arabinose(8.8%), galactose(3.2%) 및 rhamnose(1.1%)가 소량 함
유되어 있는 반면 glucuronic acid 및 fucose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수추출물에 다량 존재하였던 유
리당이 주정침전 및 투석으로 제거된 것에 기인하는 glucose

→

(86.4% 51.0%)의 현저한 감소와 이에 따른 galacturonic

→

acid(9.4% 34.9%)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활성다당류가 대
식세포 자극활성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 Li 등(2018)은 Sephacryl S-100 HR으로 분리한 마카 다
당류의 구성당이 galacturonic acid(35.1%), glucose(30.0%),
arabinose(17.0%)와 mannose(13.0%) 및 galactose와 rhamnose가

Fig. 3. HPLC chromatogram of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A) G-HW, and (B) G-CP fractionated from
golden (G) maca. Hot-water extract (HW) and crude
polysaccharide (CP) were applied to the HPLC-ELSD
system at dose of 10 mg/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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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활성 조다당 획분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결과로부터, 열
수추출물에서 유리당 또는 올리고당 수준으로 존재한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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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었으며, 소량의 산성당, 단백질 및 폴리페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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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teokbokkidduk alone or supplemented with 3%, 6%, 9%, and 12% wheat
bran powder were assessed, to increase use of the wheat bran by-product of wheat milling. The moisture content, pH, and starch
elution of Tteokbokkidduk increased with increasing wheat bran powder, while the water absorption rate did not. The L color value
decreased and the a and b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wheat bran pow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Tteokbokkidduk
prepared with 0% and 3% wheat bran powder revealed uniform pore size distribution. In terms of texture profile analysis, hardness
and chewiness increased, while cohesiveness decreased with increased content of wheat bran powder. Acceptance was highest for
samples with 6% wheat bran powder. Quantitative description analysis (QDA) revealed increased brownness, roughness, nutty,
bitterness, astringency, savory character, and hardness, and decreased adhesiveness, springiness, and chewiness with increased wheat
bran powde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revealed highest overall acceptance of samples prepared with 6% wheat bran
powder, reflecting the relatively low values of detrimental sensory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ies of Tteokbokkidduk increased
as wheat bran powder content increased. The addition of 6% wheat bran powder resulted in excellent Tteokbokki in terms of
acceptance, qua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Key words: wheat bran, Tteokbokkidduk, quality characteristic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tioxidant activity

서 론

식품 세분시장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외식 감소와 내식 증가로 쌀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식생활의 서구화와 간편식 선호 추세로 쌀 소비량

2017년을 기준으로 2019년에는 떡볶이 떡의 매출액이 24.5%

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또한 FTA에 의한 농산물 시장

로 증가했으며, 가공밥에 이어 떡볶이 떡이 쌀가공식품 중에

개방 확대로 쌀 대체 소비재 및 가공용 쌀의 수입이 증가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orea Agro-Fisheries

면서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개발이

& Food Trade Corporation 2021). 이러한 떡볶이의 수요 증가

늘어나고 있다(Lee 등 2011a).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떡볶이를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

로 인한 간편식 선호 추세는 식사 대체 및 간식 용도의 쌀가

으로 지정하여 해외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Lee TS

공식품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

2020).

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가공

†Corresponding

우리나라의 대표 간식인 떡볶이는 주재료인 떡에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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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넣으면 완성되는 간편한 조리법을 장점으로 현대인들이

의 빵이나 과자로 개발한 경우가 많아 국내산 밀기울의 우수

선호하는 가공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

한 식품학적인 가치에 비해 한국 전통음식으로 개발한 연구

고 있는 떡볶이들은 간편식 선호 추세에 따라 쉽게 조리할

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 있는 상온, 냉장, 냉동 보관 형태의 즉석조리식품 외에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기울이 우리 전통음식인 떡에도 활

편리성을 강조한 컵 떡볶이와 건강을 고려한 탄수화물과 나

용되었던 사례를 참고로 국내산 밀기울을 첨가한 떡볶이 떡

트륨을 줄인 떡볶이 등으로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꾸준히 성

을 개발하여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의 평가를 통해 떡볶이

장하고 있다. 그러나 떡볶이의 주 소비계층인 성장기 어린이

떡의 영양학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식품소재로서

나 청소년들에게는 탄수화물 위주의 고열량 식품인 떡볶이

밀기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재료 및 방법

있는 다양한 형태의 떡볶이 개발이 필요하다(Shin 등 2017a).
지금까지 떡볶이 떡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카레(Ahn JW
2009), 스피루리나(Kim 등 2009), 인삼(Lee 등 2011a), 대두

실험재료

(Kang 등 2012a), 마늘(Kim 등 2012), 흑미(Shin 등 2016), 파

1.
밀기울 분말은 2021년 2월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산

래(Jung 등 2019) 등과 같이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여 떡볶

우리밀 품종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떡볶이 떡 제조를 위한

이 떡에 부족한 영양을 보강하고 기능성을 높인 떡볶이 떡에

재료로 멥쌀(Nonghyup, Iksan, Korea)과 소금(Sinan Solar salt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특히 떡볶이 떡은 쌀을 도정하는

Co., Ltd, Sinan, Korea)을 안양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과정에서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소의 대부분이 제거된 백

구입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미로 만들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성되는 외피 부분으로 호분층과 소량의 배유부, 배아부를 함

밀기울 분말 일반성분 총 식이섬유 아미노산 분석
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 조건에서 상압가열건

유하고 있다(Moon 등 2015). 밀기울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

조법으로 분석하였고, 조단백질은 Kjeldahl 분해법을 이용하

지 않으면 대부분은 폐기되어 자원 활용 차원 측면에서 문제

여 Kjeltec System(Kjeltec Auto 2400/2460, Foss Tecator AB,

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밀기울의 우수한 영양과 기능성

Hoganas, Sweden)으로 분석하였고, 단백질 환산계수로 5.83

이 알려지면서 천연 식이섬유 소재로 식품개발에 활용하려

을 곱하여 조단백질 함량을 계산하였다. 조지방은 Soxhlet 추

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Vetrimani & Haridas

출법을 이용하여 조지방 추출기(Soxhlet Avanti 2050, FOSS

Rao 1990). 밀기울은 40~50%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Co., Hillerod, Denmark)로 분석하였고, 조회분은 직접 회화법을

리그닌과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수분 보유력이

이용하여 전기 회화로(LEF-105S, Daihan LabTech, Namyangju,

뛰어나기 때문에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활동을 원활하

Korea)로 분석하였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전체 중량인

게 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된다(Anderson

100 g 기준으로 수분을 비롯한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등

JW 1985; Galliard & Gallagher 1988; Zhang & Moore 1999;

의 함량을 감산하여 산출하였다.

있다(Shin M 2009).
밀기울(wheat bran)은 밀의 제분 과정에서 15~20% 정도 생

2.
,
,
밀기울 분말의 일반성분은 식품공전(MFDS 2021)의 방법

Stevenson 등 2012; Na & Park 2020). 특히 밀기울은 우리 전

밀기울 분말의 총 식이섬유(total dietary fiber, TDF) 함량은

통음식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었는데, 1680년경의 고조리서

효소 중량법(MFDS 2021)을 이용하여 식이섬유 추출장치

인 「요록(要錄)」에 상화병(霜花餠)을 제조할 때에 밀기울에

(Fibertec 1023 System E, FOSS, Hillerod, Denmark)로 분석하

술지게미를 넣고 술을 빚은 후 밀가루와 섞어 반죽하여 부풀

였다. 시료 1 g에 0.08 M phosphate buffer(pH 6.0) 50 mL와

렸다고 기록되어 있다(Won 등 2008). 또한 1450년경에 집필

α-amyla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 mL를

된 「수운잡방(需雲雜方)」에는 밀기울을 넣은 전통 된장인 기

넣고 95 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에 냉각하여 pH 7.5로

화장(其火醬)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Choi 등 2007). 이러

맞춘 다음 protease(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한 고조리서 자료를 통해 밀기울이 우리 전통음식의 재료로

0.1 mL 넣고 60 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실온에서 반응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밀기울을 이용한

액을 냉각하여 pH 4.5로 조절한 후에 amyloglucosidase

국내 식품 연구로는 밀기울 첨가 고식이섬유 식빵(Lee Y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0.1 mL 넣고 30분

2003), 밀기울 첨가 아메리칸 쿠키(Lee 등 2011b), 자색 밀기

동안 교반하여 효소적 가수분해를 진행하였다. 시료에 60

울 첨가 쿠키(Avarzed 등 2020), 자색 밀기울 첨가 생면(Park

의 에탄올을 넣고 실온에서 약 1시간 동안 방치하여 식이섬

등 2020)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밀기울을 서양

유를 가라앉히고 crucible로 여과하였다. 남은 잔사는 78% 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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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 95% 에탄올, 아세톤 순서로 세척하여 건조한 후 중량

(Samwoo machinery Co., Ltd., Kinhae, Korea)를 이용하여 떡볶

을 측정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총 식이섬유의 함량을 산

이 떡을 제조하였다. 떡볶이 떡은 상온에서 10분간 식힌 후에

출하였다.

10 cm 길이로 잘라 밀봉한 다음 실험재료로 계속 사용하였다.

TDF (%) =

－

－

－

(Residue weight Ash weight Protein weight Blank)
Sample weight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품질특성
1) 수분 함량 측정
4.

×100

밀기울 분말의 아미노산 분석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은 적외선 수분측

피 방법으로 분석하였다(MFDS 2021). 시료 0.3 g에 6 N 염산

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

5 mL를 혼합한 후 질소가스를 넣어 110 에서 22시간 동안

를 이용하여 105 에서 측정하였다. 각 시료별로 1.0 g을 칭

가수분해 과정을 거쳤다. 시료는 건조 후에 0.02 N 염산 10

량한 다음 3회 반복하여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

℃

mL로 정용하였고, 시료액은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측정

4.6×60 mm,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분석

2) pH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pH는 시료별로 5 g씩 잘라

기(L-8800, Hitachi,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이때 이동상

90 mL 증류수에 넣고 homogenizer(PT-2100, Kinematica AG,

은 pH-1, 2, 3, 4, RG(Wako Chemical, Osaka, Japan)와 ninhydrin

Luzern, Switzerland)로 15,000 rpm에서 3분 동안 균질화를 시

reagent(Wako Chemical,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농도 구배

킨 후에 Whatman No. 2(Whatman plc., Kent, UK)로 여과하였

법으로 분석하였고, 시료의 주입량은 20 μL, 칼럼의 온도는

다. 여액은 pH meter(FiveEasy Plus FP20, Mettler Toledo,

57~62 , 반응 코일의 온도는 135 , buffer와 reagent의 유속

Schwerzenbach, Switzerland)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원

은 각각 0.4 mL/min와 0.35 mL/min로 맞추어 570 nm와 440

물인 밀기울 분말의 pH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후에 양이온교환수지 칼럼(Ion exchange 2622 PF column,

℃

℃

nm의 파장에서 아미노산을 분석하였다.

조리특성 측정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제조

3.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배합비는 Kang 등(2012a),
Lee 등(2012), Nam & Sim(202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러
번의 예비실험을 통해 만들었다(Table 1). 멥쌀을 3회 수세 후
상온에서 8시간 수침시킨 후 체에 밭쳐 20분간 물기를 뺀 다
음 roll mill(Daekwang machinery Co., Ltd., Hanam, Korea)로 2
번에 걸쳐 분쇄하여 쌀가루로 만들었다. 밀기울 분말은 전체
중량인 1,000 g 기준으로 0%, 3%, 6%, 9%, 12% 비율로 첨가

3)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조리특성으로 수분 흡수율
(water absorption rate)과 전분 용출도(starch elution)를 측정하
였다. 수분 흡수율은 Kang 등(2012b)과 Shin 등(2016)의 실험
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떡볶이 떡 20 g을 5배 중량의 끓는 물에서 3분 동안 가열
한 후에 체에 밭쳐 2시간 동안 실온에서 식힌 다음 무게를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수분 흡수율은 조리 전후의 무게
증가 비율로 산출하였다.

한 후에 소금과 물을 첨가하였고, 스팀 보일러(Ssangma

전분 용출도는 Cheon 등(2017)과 Jung 등(2018a)의 방법을

machinery Co., Ltd., Gyeongsan, Korea)를 이용하여 강한 스팀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끓는 물 500 mL에 떡볶이 떡 150 g을

에서 10분 동안 찌고 3분간 뜸을 들인 다음 압출 성형기

넣고 1분 30초 동안 삶은 다음 전분이 빠져나온 물을 분광광
도계(V-530, Jasco, Tokyo, Japan)로 480 nm 조건에서 3회 반

Table 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Ingredients
Wheat bran powder
Wet rice powder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0

3

6

9

복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4)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색도는 색차계(CR-400,

12

Minolr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값(lightness), a값

0

30

60

90

120

(redness), b값(yellowness)을 시료별로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

1,000

970

940

910

880

다. 색도 측정 전에 색차계의 보정을 위해 표준 백색판을 사

Salt

10

10

10

10

10

용하여 L, a, b 값을 측정하였고, 표준 백색판의 L, a, b 값은

Water

400

400

400

400

400

Total

1,410

1,410

1,410

1,410

1,410

93.71,

－0.19, 3.81이었다. 원물인 밀기울 분말의 색도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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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미세구조 측정

5)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표면 미세구조 측정은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JEOL-7800F, JEOL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떡볶이 떡을 1.0 mm 두께
로 잘라 동결건조를 시킨 다음 스퍼터 코팅법(sputter coating

19

Number: SMWU-2103-HR-008).

5.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항산화 활성
항산화 추출물 제조

procedure)으로 백금(Pt) 코팅을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은 가

1)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 10 g에 99% 에탄올 90 mL를

속전압 10 kV, 50배율, 작동거리 10 mm 전후로 조절하면서

넣고 ultrasonic homogenizer(KUS-650, Ningbo Scientz Biotechnology

떡볶이 떡 표면의 미세구조를 측정하였다(Park 등 2011).

Co., Ltd., Ningbo, China)를 이용하여 추출조건은 25 kHz, 300

기계적 조직감 측정

6)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은
texture analyzer(TA-XT2 ex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떡볶이 떡은 2×2×2

℃

W, 25 로 맞추어 20분 동안 항산화 추출물을 만들었다. 각
시료별 추출물은 Whatman No. 2로 여과한 후에 항산화 활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측정

cm로 절단하여 경도(hardnee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

2)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총 페놀 함량(total phenolic

(springiness), 씹힘성(chewinees), 응집성(cohesiveness) 등을 시

content)은 Folin- Ciocalteu법을 응용한 Yu 등(2002)의 방법으

료당 10회 반복 측정하였다. 떡볶이 떡의 기계적 측정조건은

로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액(0.1%, w/w) 200 μL에 증류수

pre-test speed 5.0 mm/s, test speed 1.5 mm/s, post test speed 1.5

2,000 μL와 2 N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400 μL를 첨가

mm/s, trigger force 5.0 g, distance 10.0 mm, probe는 P/35

한 다음 3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 N sodium carbonate

(stainless steel)의 맞추어 측정하였다(Nam & Sim 2021).

(Na2CO3) 800 μL를 첨가하여 어두운 곳에서 1시간 동안 반응

관능평가

시킨 다음 분광광도계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관능평가는 적극적으로 관

표준곡선은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Chemical Co., St.

능평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 검

3회 반복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후 mg garlic acid equivalents

사법과 떡볶이 떡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정 후

(GAE mg/g extract)로 나타내었다.

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관능평가는 오후 2시에 기호도 평가
와 정량적 묘사분석(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를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농도별 검량곡선을 산출한 다음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하였고, 난수표에서 추출한 숫자가 쓰인 라벨을 일회용 접시

3) DPPH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지름 23 cm)에 부착한 다음 시료를 담아 패널들에게 제공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였다. 또한 떡볶이 떡의 관능적 특성이 혼동되지 않도록 한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액 4 mL에 DPPH solution

시료를 평가한 후에 입안을 헹구고 평가할 수 있도록 생수와

(1.5×10－4 M) 1 mL를 넣어 어두운 곳에서 30분간 방치한 다

일회용 컵을 패널들에게 제공하였다.

음 517 nm에서 분광광도계로 3회 반복하여 흡광도를 측정하

기호도는 떡볶이 떡의 외관(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순서로
평가하였으며, 9점 척도법으로 기호도가 높은 시료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정량적 묘사분석은 떡볶이 떡의 관능적

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첨가군과 무첨가군 간
에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유사활성 측정

특성에 따라서 갈색도(brownness), 표면 거침성(roughness), 고소

4) SOD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SOD 유사활성(SOD-like

한 향(nutty), 쓴맛(bitterness), 떫은맛(astringency), 구수한 맛

activity)은 Marklund & Marklund(1974)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

(savory),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액 0.2 mL에 Tris-HCI buffer(pH 8.5)

쫄깃함(chewy)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15점 척도법으로 관능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혼합한 다음 25 에서

적 특성이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정량적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1 N HCl 1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

묘사분석으로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관능적 특성별

단시킨 후 분광광도계로 420 nm에서 3회 반복하여 흡광도를

평균값을 산출한 후에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 첨가군과 무첨가군 간의

analysis, PCA)을 실시하였다. 본 관능평가는 숙명여자대학교 생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Approv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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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 측정

5)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환원력(reducing power)은
Yıldırım 등(2001)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
출액 2.5 mL를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
와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를 각각 혼합한 다음 50
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넣은 혼합액 5 mL를 취하여 증류수 5 mL와 0.1% ferric
chloride 1 mL를 넣은 후에 분광광도계로 700 nm에서 3회 반
복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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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로 밀기울의 일반성분 함량을 보고하였다. 다만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밀기울 분말의 일반성분 중 수분과 탄수화물
함량은 선행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 사용
된 밀기울 분말은 선행연구와 같이 사료용이 아니라 생식용
으로 밀기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열 및 멸균처리를 거치
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기울보다 수분 함량이 감
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열처리 과정을 거친 밀기울은
전분의 호화로 인해 전분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기울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Choi & Kim 1992; Hwang 등 1995a).

통계분석

6.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SPSS for Window 25.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시료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였고,
각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통해 시료끼리 구체적인 차이를 분
석하였다(p<0.05). 정량적 묘사분석에서는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과 관능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각의 관능적 특성의 평균값으로 주성분 분석을 하였고, 상관
행렬과 varimax 회전방식을 통해 도출하였다.

밀기울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으로 불용성 식이섬유
는 35.92%, 수용성 식이섬유는 7.09%로 불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Choi & Kim 1992). 특히 식이섬유의 함
량이 증가하면 높은 호화도를 보여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Choi & Kim 1992),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백설기
(Choi & Kim 1992)와 고식이섬유빵(Lee YT 2003)의 일반성
분 분석 결과에서도 밀기울을 첨가할수록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되면서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분으로 구성된 고 탄수화물 식품인 떡볶이 떡에 밀
기울을 첨가하는 것은 떡볶이 떡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
하고 전분의 노화를 억제시켜 떡볶이 떡의 품질을 향상시킬

결과 및 고찰

수 있는 식품 소재로 판단된다.
밀기울 분말의 pH와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밀기울 분말의 일반성분 및 이화학적 특성

1.
밀기울 분말 첨가 가래떡 제조 시 사용된 밀기울 분말의
일반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밀기
울 분말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5.78%, 조단백질 14.56%, 조
지방 3.30%, 조회분 3.46%, 탄수화물 72.91%이었고, 총 식이
섬유 함량은 32.92%로 국내산 밀기울 분말의 일반성분을 분
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내산 밀기울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Choi & Kim(1992)은 수분
12.16%, 조단백질 11.48%, 조지방 2.93%, 조회분 2.49%, 탄수
화물 52.8%, 총 식이섬유 39.8%로 밀기울의 일반성분 함량을
보고하였고, Hwang 등(1995a)은 수분 12.6%, 조단백질 16.6%,
조지방 3.9%, 조회분 4.2%, 탄수화물 52.8%, 총 식이섬유
39.8%로 밀기울의 일반성분 함량을 보고하였으며, RDA(2021)
은 수분 12.46%, 조단백질 14.45%, 조지방 3.84%, 조회분

다. 밀기울 분말의 pH는 6.27로 멥쌀가루의 pH인 5.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pH 측
정 결과에서도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또한 밀기울 분말의 색도
를 측정한 결과, 명도인 L값이 56.10, 적색도인 a값이 3.94,
황색도인 b값이 12.70으로 멥쌀가루에 비해 L값(87.02)은 낮

－

았고 a값( 0.33)과 b값(4.93)은 높았다. 실제 밀기울 분말 첨
가 떡볶이 떡의 색도 측정 결과(Table 6)에서도 밀기울 분말
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L값은 낮아지고 a값과 b값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밀기울 분말의 아미노산 조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밀기울 분말의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
미노산으로 분류하여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아미노
산 총 함량은 112.97 mg/g으로 이중 비필수 아미노산의 총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pH and color values of wheat bran powder
Chemical composition (%, dry weight)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5.78±0.08

14.56±0.03

3.30±0.02

3.46±0.03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Color values

Carbohydrate

Total
dietary fiber

pH

L
(Lightness)

a
b
(Redness) (Yellowness)

72.91±0.04

32.92±0.33

6.27±0.01

56.10±0.41

3.94±0.04

12.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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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ino acid contents of wheat bran powder
Amino acid group

Table 4. Moisture content and pH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Amino acid
classification

Amino acid
(mg/g dry weight)

Ala1)

8.52±0.00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Moisture
content (%)

pH

Arg

7.88±0.00

0

40.95±0.46a

6.17±0.02a

Asp

8.97±0.07

3

43.08±0.55b

6.18±0.02a

Glu

26.40±0.04

6

44.48±0.25c

6.21±0.02ab

Gly

7.47±0.01

9

d

47.27±0.27

6.25±0.04b

Pro

10.21±0.03

12

48.91±0.80e

6.37±0.02c

F (p)

119.427(<0.001)***

32.938(<0.001)***

Non-essential
amino acid

Ser

6.65±0.05

Tyr

3.42±0.08

Cys

1.61±0.01

Total nonessential amino acids

81.15±0.05

His

3.14±0.0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Ile

1.99±0.02

Leu

8.05±0.09

Lys

4.29±0.00

등 2013), 본 연구에서도 밀기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떡볶

Met

1.00±0.01

이 떡의 수분 흡수율이 증가하면서 수분 함량이 증가한 것을

Phe

5.46±0.01

확인하였다. 다만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비례하여 수분 흡수

Thr

4.13±0.00

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Val

3.77±0.01

결과는 떡볶이 떡의 압출성형과정에서 밀기울을 주된 구성

Total essential amino acids

31.83±0.14

물질인 전분의 호화와 비전분성 세포벽 구성물질의 수용화

Total amino acids

112.97±0.08

가 일어나면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떡볶이 떡

Essential amino ac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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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alanine, Arg: arginine, Asp: aspartic acid, Glu: glutamic acid,
Gly: glycine, Pro: proline, Ser: serine, Tyr: tyrosine, Cys: cystine,
His: histidine, Ile: isoleucine, Leu: leucine, Lys: lysine, Met:
methionine, Phe: phenylalanine, Thr: threonine, Val: valine.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Hwang 등 1995b).
대두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Kang 등 2012a), 식이섬유 함
량이 높은 고아미를 첨가한 가래떡(Shin & Kim 2017), 식이
섬유를 첨가한 냉동 떡볶이 떡(Chae & Koh 2019) 연구에서
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멥쌀가루 대

함량(81.15 mg/g)이 필수 아미노산의 총 함량(31.83 mg/g)보

신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부재료가 늘어날수록 수분 함량이

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밀기울 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밀기울에

말을 첨가 시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와 같은 떡볶이 떡에 부

풍부한 식이섬유가 수분의 흡수를 높이는 인자로 작용하여

족한 영양 성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im YH 1998)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식이섬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품질특성
1) 수분 함량 및 pH
2.

유 함량이 증가하면서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으로 사료된다(Lee & Koo 1994; Lee YT 2003). 특히 떡볶이
떡의 주재료인 쌀은 장시간 수침한 후에 쌀가루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작은 쌀 전분의 분자 결합이 지속적인 수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과 pH 측정

분 확산으로 약해지고 세포막의 파괴도 일어나 전분의 수분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흡수가 증가되면서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

떡의 수분 함량은 밀기울 분말을 12% 첨가군이 48.91%로 가

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Chiang & Yeh 2002; Kang 등 2012b).

장 높았고, 밀기울 분말 9% 첨가군이 47.27%, 6% 첨가군이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pH는 밀기울 분말 무

44.48%, 3% 첨가군이 43.08%, 무첨가군이 40.95%로 밀기울

첨가군이 6.17로 가장 낮았고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6.37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이 증가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

하였다(p<0.001). 떡과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의 경우 식

수록 떡볶이 떡의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본

이섬유의 함량이 높을수록 수분 흡수율이 증가하는데(Lee

연구에 사용된 밀기울 분말과 멥쌀가루의 pH는 6.27와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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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밀기울의 pH가 멥쌀가루보다 높아서 밀기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도정 직후의 쌀은 pH 7.0~7.5의 알칼리성이지만 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Table 5. Water absorption rate and starch elution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장 후 24개월이 지나면 pH 6.9 이하로 감소하여 산성에 가까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워지는데(Kwak 등 2018), 떡은 도정한지 오래된 쌀을 이용하

0

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된 멥쌀가루의 pH(5.20)가 도정 직

3

후(7.0~7.5)에 비해 낮게 측정되어 밀기울 분말의 pH(6.27)보

6

다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밀기울 분말의

9

첨가량이 쌀가루보다 많아질수록 떡볶이 떡의 pH가 높아지

12

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분 함량이 높은 떡볶이 떡은 쌀의 수

F (p)

침 및 제분 과정을 거치며 미생물과 곰팡이 오염이 쉽게 일
어나 냉장에서 1개월 정도의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게 되는
데(Cheon 등 2017; Jung 등 2018a), 떡볶이 떡은 상온보다 냉
장조건에서 전분의 노화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정, 산미
료, 가열 처리 등의 방법으로 떡볶이 떡의 품질유지 기한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주정 처리 방법은 개봉 시 주정취가 발
생되어 소비자 기호도를 저하시키고, 산미료 처리 방법은 신
맛과 전분의 파괴로 조직감 기호도를 감소시키며, 가열 처리
방법은 떡의 형상 및 조직감 변형으로 조리 시 복원성이 감
소하는 등의 품질 저하가 발생된다(Kim 등 1976; Jung 등
2018a). 이처럼 떡볶이 떡의 pH를 낮추는 것은 저장성 향상

Water absorption
rate (%)

－3.31±1.55

－2.62±1.03
－2.25±3.64
－1.79±1.47
－1.66±0.76
0.344(0.842)

Starch elution
(O.D)
0.33±0.01a
0.34±0.01a
0.36±0.01a
0.40±0.01b
0.46±0.03c
34.437(<0.00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는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밀기울 분말이 떡볶이 떡의 수분
흡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전분 용출도는 무첨가군이
0.33으로 가장 낮았고,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0.4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와 같이 밀기울 분말

에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의 기호도를 감소시키는 이취와 이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전분 용출도는 증가하

미를 발생시키고 전분의 노화로 인한 조직감 및 형상 변화를

였으나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과 6% 첨가군 사이에서는 차이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Jung 등(2018b)의 연구에서는 떡볶이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떡볶이 떡과 같이 전분성 식품에

떡의 산침지 시 pH 4.0 이하에서는 뚜렷한 감균효과가 나타

서 전분의 용출이 적다는 것은 조리 시 전분의 손실이 적어

났으나 pH 4.5 이상에서는 감균효과가 미비하여 pH 4.0 이상

원재료 본연의 맛과 쫄깃한 식감을 부여해 전반적인 품질 향

으로 산침지와 가열살균을 같이 진행하는 복합공정이 필요

상에 도움이 된다(Kim & Chung 2009; Kim & Chung 2010).

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밀기울 분말의

특히 Cheon 등(2017)은 떡볶이 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pH가 상승하여 장기 보관

팀, 가열, 믹서 등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쌀 반죽이 치밀한

시 저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으나 밀기울 첨가량을

구조로 전환되어 전분 용출도가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소비자 기호도 및 기능성 향상에 도움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경우 6% 첨가군 까지 무첨가

이 되지 않으므로 기호도가 가장 높았던 밀기울 분말을 6%

군과 동일하게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전분 용출

첨가하여 떡볶이 떡을 제조하는 것이 전반적인 품질과 기호

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밀기울 분말 6% 첨

도 면에서 가장 좋은 배합비로 판단된다.

가군까지는 전분 용출도 증가로 인한 전분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 떡볶이 떡의 기계적 조직감 및 조직감 기호도가 저하되

조리특성

2)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수분 흡수율(water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의 경

absorption rate)과 전분 용출도(starch elution)를 측정한 결과

분 함량을 높여 떡볶이 떡의 맛과 조직감 저하에 미치는 영

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수

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 흡수율은 12% 첨가군이

－1.66%로 가장 높았고 무첨가군

－3.31%로 가장 낮았으나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따라서

우에는 전분과 같은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증가하더라도 수

색도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수분

3)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색도 측정 결과는

함량 결과에서는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Table 6과 같다.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명도를 나타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분 흡수율 결과에서

내는 L값은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이 74.52로 가장 높았고 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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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lor values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L (Lightness)

0

74.52±2.39d

3

70.29±1.28c

6
9
12
F (p)

a (Redness)

－2.29±0.09

b (Yellowness)

a

5.14±0.71a

0.77±0.44b

15.84±0.68b

63.47±2.84b

3.27±0.32c

19.21±0.59c

b

63.46±0.63

d

4.91±0.33

21.57±0.48d

60.32±0.71a

6.38±0.56e

23.81±0.63e

51.841(<0.001)***

406.924(<0.001)***

689.571(<0.001)***

a-e

Color values (n=5) represents mean±S.D., respectivel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 )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낮아져 밀기울 분말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밀기울

3% 첨가군이 70.29, 6% 첨가군이 63.47, 9% 첨가군이 63.46,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무첨가군은 조직 내 기공의 크기와 형

12% 첨가군이 60.32로 밀기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태가 균일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떡볶이 떡의 명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밀

되었다. 또한 밀기울 분말 3% 첨가군의 경우도 무첨가군과

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비슷하게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하여 치밀한 조직을 유지하

값과 b값은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

－2.29와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밀기울 분말 6% 첨가군부

타났는데,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의 a값과 b값은

터는 기공의 형태가 균일하지 않고 기공 주변이 갈라지면서

5.14로 가장 낮았으나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의 a값과 b값

거칠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면

은 6.38과 23.81로 가장 높았다(p<0.001).

서 조직 내 밀도가 감소하여 치밀한 조직감을 유지하지 못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기울 분말의 L값은 56.10,

고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a값은 3.94, b값은 12.70로 멥쌀가루의 L값(87.02)에 비해 낮

한 결과는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불용성 식이

고 a값( 0.33)과 b값(4.93)은 높아서 갈색의 밀기울 분말 첨

섬유 함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전분 함량은 감소하면서 떡볶

가량이 늘어날수록 떡볶이 떡의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와

이 떡 반죽의 발달을 억제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국산 밀 제분부산물

Lee YT(2003)은 밀기울의 첨가가 빵의 수분 함량과 수분

을 첨가한 고식이섬유빵(Lee YT 2003)과 식이섬유 소재로 밀

흡수율을 높이는 반면에 반죽의 발달을 저해하여 미세한 내

기울을 첨가한 백설기(Choi & Kim 1992)의 연구에서도 본 연

부 구조의 성질을 떨어뜨리면서 거칠고 밀도가 높은 덩어리

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형태를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등(2011)은 가래떡의

늘어날수록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식이섬유가 증가할수록 기공의 수가 증가하고 표면이 거칠

보였다. 밀기울은 곡물의 겨로 호밀빵이나 전밀빵과 같이 밀

어지는 현상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고 황색도

경도가 감소하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는 감소하는데(Shafer & Zabik 1978; Lee YT 2003). 밀기울에

다만 Cheon 등(2017)은 기공의 크기가 작은 떡일수록 미세한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비글루텐 단백질의 열처리로

기공을 형성하여 조직이 치밀해지고 전분의 용출이 줄어들

인한 갈변 반응이 원인이 되어(Avarzed 등 2020) 밀기울 첨가

어 탄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

량이 증가할수록 식품의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

이 떡은 밀기울 분말을 6% 이상 첨가하면 기공의 형태가 불

를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밀기울 분말 첨가군 6%

규칙하게 되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까지는 외관 기호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기호도를 향상시키

분 흡수율과 탄력성에서는 밀기울 분말 첨가군과 무첨가군

고 항산화 활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밀기울 분말을 6%

간에 차이가 전혀 없었고 밀기울 분말 6% 첨가군과 무첨가

첨가하는 것이 떡볶이 떡의 품질 및 기호도 향상에 도움이

군이 동일한 전분 용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적 조직감의 경도 측정 결과에서는 밀기울을 첨가할수록

표면 미세구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직감 기호도에서는 밀기울

4)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표면 미세구조를 주사

분말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밀기
울 분말이 떡볶이 떡의 조직감 기호도 증가에 도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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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6%

9%

12%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magnification ratio: 50×).
0%: Tteokbokkidduk without wheat bran powder, 3%: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3% wheat bran powder, 6%: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6% wheat bran powder, 9%: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9% wheat bran powder, 12%: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12% wheat bran powder.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이섬유의 친수성 그룹들은 수분과
결합빈도를 증가시키거나 노화 엔탈피를 감소시켜 떡볶이
떡의 노화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Park 등 2011), 식이섬

사료된다.

기계적 조직감

유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과 식이섬유가 경쟁적으

5)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기계적 조직감을 측정

로 수분과 결합함으로 micelle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밀기울 분말 첨가 가래떡의 경도

보고하였다(Cho KR 2007). 이러한 결과로 보아 식이섬유 함

(hardnees)와 씹힘성(chewinees)은 무첨가군이 각각 2,848.16

량이 높은 밀기울은 떡볶이 떡의 표면을 거칠게 할 수 있으

N과 1,880.41 J로 가장 낮았고,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각

나 수분 함량 증가로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면서 탄력성 저하

각 5,583.40 N과 3,250.77 J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

를 억제하여 오히려 떡볶이 떡의 기호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수록 경도와 씹힘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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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xture properties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Texture properties
Hardness (N)
Adhesiveness (J)
Springiness (mm)
Chewiness (J)
Cohesiveness

0

3

6

2,848.16±498.44a 3,681.77±238.16b

9

F (p)

12

4,426.91±391.26c

5,100.91±371.65d

0.84±0.09

0.83±0.07

5,583.40±436.20e 76.126(<0.001)***

－901.41±482.21 －957.77±446.44 －1,029.39±322.65 －1,381.10±475.60 －1,484.44±987.95
0.86±0.07

0.85±0.07
a

1,880.41±427.77
0.77±0.05b

a

2,259.35±310.72

b

2,656.46±346.25

0.72±0.02a

0.72±0.03a

bc

3,031.13±455.04
0.72±0.06a

2.003(0.110)

0.82±0.10

0.428(0.788)
c

3,250.77±575.43 16.601(<0.001)***
0.71±0.02a

4.388(0.004)*

a-e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10).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 )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p<0.001.

다만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과 3% 첨가군 사이에서는 씹힘성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의 경도와 씹힘성을 가지는 것이 매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밀

우 중요하다(Kang 등 2011). 그러나 수분 용해도와 팽윤력이

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는데, 밀기울 분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떡볶이 떡의 경도와 씹힘성이 감소

말 12% 첨가군이 0.71로 가장 낮았고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

되어 오히려 조직감 기호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밀

이 0.77로 가장 높았다(p<0.05). 그러나 응집성의 경우도 밀기

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경우 전분 용해도는 다소

울 분말 무첨가군을 제외하고 밀기울 첨가군 사이에서는 차이

높은 편이지만 수분, 경도, 씹힘성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과 탄력성

서 조리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많은 습열 조리에 더 적합한

(springiness)은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것으로 사료된다(Kang 등 2011; Lee 등 2013). 이러한 결과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 때에 밀기울 분말 6% 첨가 떡볶이 떡은 조직감 기호도가

수분 함량이 높은 떡볶이 떡의 경도와 씹힘성은 수분 함량

가장 높으면서 적당한 수준의 경도와 씹힘성을 가진 떡볶이

외에도 호화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데, 밀기울과 같이 식이섬

떡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습열조리를 하는 떡볶이의

유 함량이 높은 부재료는 수분 함량과 수분 흡수율을 높여

품질 및 기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Lee YT 2003). 그러나 밀기
울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반죽에 수분이 골고루 섞이지

기호도 평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씹힘성이 증가할 수 있다(Shin 등

6)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기호도 평가 결과는

2016; Chae & Koh 2019). 치커리 식이섬유를 첨가한 떡볶이

Table 8에 나타내었다. 외관 기호도는 밀기울 분말 6% 첨가

떡(Chae & Koh 2019)과 대두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Kang

군이 7.07점으로 가장 높았고, 12% 첨가군이 4.00점으로 외

등 2012a)의 연구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은 부재료의 첨가량이

관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p<0.001). 특히 밀기울 분말 첨가량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호화 정도가 감소하였고, 이는 식이

에 따라 외관 기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밀기울

섬유로 전분입자의 팽윤이 줄어들어 호화 엔탈피가 감소된

분말 9% 첨가군(6.47점)과 3% 첨가군(6.00점)의 외관 기호도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Symons & Brennan 2004). 다만

가 비슷하게 높았으며,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4.00점)의 외

떡의 부재료로 첨가하는 식이섬유의 종류에 따라 수분 흡수

관 기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

력과 조직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Chae & Koh(2019)의

아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의 경우 밀기울 분말의 갈색이

연구에서 agar와 같이 수분 흡수력이 높은 식이섬유일수록

떡볶이 떡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더욱 진해지면서 외관 기호

떡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식이섬

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밀기울 분말을 9% 이상 첨

유의 가공적성을 연구한 Lee 등(2013)은 밀 식이섬유가 감자

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콩 식이섬유보다 수분 용해도와 팽윤력이 상대적으로 낮

향 기호도는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수분 용해도와 팽윤력은 떡볶이 떡의

밀기울 9% 첨가군(6.80점)과 6% 첨가군(6.69점)으로 동일한

품질특성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수분 함량이 높은 떡볶이 떡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4.53점)과 3%

은 떡볶이와 같은 습열 조리 시 전분의 손실로 떡의 모양을

첨가군(5.60점), 12% 첨가군(4.93점) 등은 동일한 수준으로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맛과 조직감도 감소될

가장 낮았다(p<0.001). 밀기울의 향기성분 중 하나인 hexa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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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nsory acceptance score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Sensory attributes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F (p)

0

3

6

9

12

Appearance

5.27±2.09b

6.00±1.73bc

7.07±1.22c

6.47±1.55bc

4.00±1.93a

7.020(<0.001)***

Flavor

4.53±1.60a

5.60±1.45a

6.69±1.28b

6.80±1.37b

4.93±1.53a

8.309(<0.001)***

ab

bc

d

cd

a

Taste

4.87±1.55

5.67±1.35

6.93±1.03

6.60±1.40

4.47±1.60

8.692(<0.001)***

Texture

5.00±1.69b

5.80±1.47bc

6.47±1.19c

6.13±1.36c

3.80±1.57a

7.944(<0.001)***

Overall acceptance
4.93±1.53ab
5.80±1.57bc
6.87±1.13c
6.53±1.25c
4.20±1.52a
9.236(<0.00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15). Sensory acceptance score was evaluated using a 9-point hedonic scale (1=disliked extremely; 9=liked
extremely) to assess the following sensory attribute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은 날곡류의 휘발성 향기성분으로 가공 전의 밀기울에서 풋

쪄서 만드는 떡볶이 떡으로 개발하였는데, 밀기울 분말 6%

내와 날취와 같은 이취를 유발시킨다(Hsieh RJ 1994; Na &

첨가군의 맛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여 가장 좋은

Park 2020). 밀기울 첨가 아메리칸 쿠키(Lee 등 2011b)와 볶은

첨가량으로 판단된다.

미강 첨가 식빵(Shin 등 2017b)의 연구에서도 밀기울의 첨가

조직감 기호도는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이 6.47점으로 가

량이 증가할수록 향 기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 높았고, 12% 첨가군이 3.80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1).

본 연구에서도 떡볶이 떡에 밀기울 분말을 9% 이상 첨가 시

특히 밀기울 분말 9% 첨가군(6.53점)은 조직감 기호도가 가

이취로 인해 향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 높았던 6% 첨가군(6.47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직감 기

밀기울을 과량 첨가하는 것은 이취의 원인이 되는 hexanal을

호도가 높았다. 밀기울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전분입자 사이

증가시켜 향 기호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

에 끼어들어 전분의 배열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전분분자 간

된다. 특히 밀기울의 지방은 지방분해효소에 의해 저장기간

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다(Lee & Moon 1994). 특히 밀기울

동안 쉽게 산패될 수 있는데(Vetrimani & Haridas Rao 1990),

분말을 지나치게 많이 첨가하였을 경우 전분이 감소하는 대

hexanal은 지방산의 산패정도에 따라 이취의 발생 가능성이

신에 수분은 증가하여 떡볶이 떡의 탄력성은 감소되고 경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저장기간이 오래되지

는 증가하여 조직감 기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않은 밀기울 분말을 6% 정도 첨가하여 떡볶이 떡을 제조하

러나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의 경우 무첨가군에 비해 경도

는 것이 hexanal 증가로 인한 이취를 줄이면서 밀기울 고유의

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고 탄력성에서는 밀

고소한 향미(nutty flavor)로 향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

기울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기호도는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

맛 기호도는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이 6.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4.47점으로 가장 낮은 것

로 나타나서 조직감 기호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첨가량으로
사료된다.

으로 나타났는데(p<0.001),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이 12% 첨

전반적인 기호도는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이 6.87점으로

가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맛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밀기울의

가장 높았고, 12% 첨가군이 4.20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1).

향미 성분에 대해 연구한 Li 등(2020)은 메일라드 반응

전반적인 기호도는 맛 기호도와 유사하게 밀기울 분말 첨가

(maillard reaction)을 거친 밀기울이 가공 전에 비해 향미 프로

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밀기울 분말 9% 첨가군

필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이 6.53점으로 기호도가 가장 높았던 6% 첨가군과 동일한 수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는 아미노산과 당을 파괴할 수 있고

준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며, 밀기울 분말 3% 첨가군과 무첨

아크릴아미드와 같은 독성물질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가군이 각각 5.80점과 4.93점으로 기호도가 가장 낮았던 12%

때문에(Bruhns 등 2019) 오븐과 같이 고온으로 조리하는 대

℃ 이하로 쪄서 만드는 방법으로 밀기울 찐빵을 제

첨가군에 비해 기호도가 높았다. 특히 밀기울 분말 12% 첨가

신에 100

군은 밀기울의 강한 향과 맛, 굵고 거친 입자감이 영향을 미

조하여 향과 전반적인 기호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어 전반적인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밀기울과 유사한 쌀의

(Li 등 2020). 본 연구에서도 밀기울의 향미를 향상시키기 위

제분부산물인 미강을 첨가한 식빵(Shin 등 2017b)의 연구에

하여 Li 등(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밀기울을 100

서도 미강을 15% 이상 과량 첨가하였을 때에 향, 맛, 조직감

℃ 이하로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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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인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에

향과 맛 특성에서 고소한 향(nutty), 쓴맛(bitterness), 떫은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이 관능적 특성별 기호도와 전반적인

맛(astringency)은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며,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므로 밀기울 분말을 6% 첨가하는 것이

무첨가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고소한 향

떡볶이 떡의 기호도를 높이면서 영양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은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10.40점으로 나타났고, 무첨가

있는 가장 좋은 첨가량으로 판단된다.

군이 1.00점으로 밀기울 분말을 첨가할수록 밀기울 고유의
고소한 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쓴맛과 떫은

정량적 묘사분석

7)
밀기울 첨가 떡볶이 떡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는 Table

맛은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6.47점과 6.40점으로 밀기울

9와 같다. 외관 특성으로 분석한 갈색도(brownness)와 표면

구수한 맛(savory)은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9.00점으로

거침성(roughness)은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따라 강도가 증가

가장 높았고 무첨가군이 2.87점으로 가장 낮았는데(p<0.001),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갈색도와 표면 거침성은 밀기울 분말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구수한 맛

12% 첨가군이 12.93점과 12.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무첨가군

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이 1.13점과 1.33점으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할수록 향과 맛 기호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쓴맛과 떫은

떡볶이 떡의 갈색도와 표면 거침성이 증가하였다(p<0.001).

맛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호도가 가장 높았던 밀

밀기울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글루텐 단백질이 들어있는

기울 분말 6% 첨가군은 12% 첨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쓴맛

데, 밀기울의 첨가량이 증가할 때마다 메일라드 반응이 촉진

과 떫은맛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밀기울 분말 6% 첨가

되어 밀기울을 첨가한 식품의 갈색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군의 경우 향과 맛 기호도를 높이는 고소한 향과 구수한 맛

(Avarzed 등 2020). 또한 밀기울의 표면 거침성은 밀기울 분

이 12% 첨가군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말의 입자 크기의 영향을 받는데, An 등(2015)의 연구에 따르

지하여 향과 맛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말을 첨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쓴맛이 증가하였다(p<0.001).

면 고압균질처리를 거친 밀기울은 입자 크기가 효과적으로

조직감 특성에서 경도(hardness)는 밀기울 분말 12% 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여 식품소재로서

군이 10.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첨가군이 4.33점으

가치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압

로 밀기울 분말을 첨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경도가 증가하는 경

균질처리를 거치지 않은 밀기울 분말을 사용하여 입자 크기

향을 보였다(p<0.001).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가 상대적으로 크고 거칠어 밀기울 분말을 과량 첨가 시 떡

쫄깃함(chewy)은 무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밀기울 분말 12%

볶이 떡의 외관 기호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 기호도를

첨가군이 가장 낮았다(p<0.001). 본 연구 결과, 정량적 묘사

Table 9. Quantitative description analysis (QDA) of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Sensory attributes

Wheat bran powder addition ratio (%)

F (p)

0

3

6

9

12

Brownness

1.13±0.52a

4.13±1.19b

7.53±1.73c

10.93±1.98d

12.93±1.98e

139.507(<0.001)***

Roughness

1.33±0.49a

3.93±1.39b

7.20±2.04c

10.33±2.89d

12.67±1.99e

85.113(<0.001)***

a

b

c

d

e

Nutty

1.00±0.00

3.80±1.07

6.13±2.26

8.20±2.88

10.40±3.02

39.813(<0.001)***

Bitterness

1.00±0.00a

2.20±1.01ab

3.53±1.88bc

4.73±3.01c

6.47±3.06d

12.833(<0.001)***

Astringency

1.20±0.56a

2.33±1.18ab

3.93±2.31bc

5.07±3.41cd

6.40±3.74d

9.982(<0.001)***

d

a

b

c

d

Savory

2.87±2.10

4.53±1.68

6.47±2.00

8.27±2.46

9.00±2.51

20.727(<0.001)***

Hardness

4.33±3.31a

5.07±2.15ab

7.00±2.33bc

8.20±3.03cd

10.20±2.86d

11.007(<0.001)***

Adhesiveness

11.27±2.81d

9.87±2.13cd

8.53±1.92bc

7.07±1.87b

5.33±1.99a

17.122(<0.001)***

d

cd

bc

a

ab

Springiness

11.13±3.04

9.73±2.22

8.73±2.02

7.33±2.06

5.93±2.52

10.680(<0.001)***

Chewy

11.33±3.81d

9.80±2.78cd

8.73±2.02bc

7.47±1.92ab

5.67±1.99a

10.383(<0.00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15). QDA was conducted using a 15-point intensity scale (1=very weak; 15=very strong) to assess the
following sensory attribute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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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

밀기울 첨가 떡볶이 떡의 관능적 특성별 분포는 Fig. 2(A)

하고 부착성, 탄력성, 쫄깃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와 같다. 제 1주성분(PC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의 분포를

기계적 조직감에서는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살펴보면 양(+)의 방향으로 떫은맛, 쓴맛, 밀기울 향, 경도,

경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부착성과 탄력성은 차이가 없는 것

구수한 향, 표면 거침성, 갈색도과 같이 밀기울 고유의 특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밀기울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

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들이 강하게 부하된 반면에 음( )의

유로 인해 기호도 평가에서는 기계적 조직감에 비해 민감하

방향으로는 탄력성과 쫄깃함과 같은 조직감과 관련된 변수

게 부착성과 탄력성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가수량을 달리

들이 약하게 부하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 1주성분에서는 밀

한 떡볶이 떡(Kang 등 2012b)과 식이섬유 첨가 냉동 떡볶이

기울 고유의 특성을 가진 변수들의 강도 차이가 주요한 변화

떡(Chae & Koh 201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제 1주성분(PC 1)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착성과 탄력성은 실험군 간에 유의

음( )의 방향으로 약하게 부하되어 있었던 탄력성과 쫄깃함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식이섬유 및 수분 함량 증가는 떡볶이

과 같은 조직감 관련 관능적 특성들은 강도가 매우 낮아 밀

떡에 무른 조직감을 주어 전반적으로 기호도를 저하시키는

기울 첨가량 증가에 따른 관능적 특성 변화가 적은 것으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밀기울을 6%로 적

분석되었다. 제 2주성분(PC 2)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의 분

－

－

당량 첨가하였을 경우 무첨가군에 비해 경도가 다소 높은 편
이지만 조직감이 무르지 않아 오히려 먹기 좋은 탄력성과 씹

(A)

힘성을 부여하여 조직감과 기호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
로 판단된다. 밀기울 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의 정량적 묘
사분석과 기호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밀
기울 분말을 6% 첨가한 떡볶이 떡이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외관, 맛, 향, 조직감 특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호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기울 분말을
6% 첨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첨가량으로 생각된다.

주성분 분석

8)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관능적 특성과 시료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B)

가 있는 10개의 관능적 특성을 각 시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주성분 분석(PCA)을 실시하였다(Fig. 2).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총 2개의 주성분이 추
출되었으며, 제 1주성분(PC 1)과 제 2주성분(PC 2)은 각각
45.60%와 34.94%를 설명하여 총 변동의 80.54%의 설명력을
보여 제 2주성분(PC 2)보다는 제 1주성분(PC 1)에 의해 구분
되어짐을 확인하였다.
Fig. 2(A)와 Fig. 2(B)의 결과를 통해 제 1주성분(PC 1)과
제 2주성분(PC 2)으로 구분된 관능적 특성과 시료의 분포를
평균별로 부하된 위치를 나타내었다. Fig. 2(A)는 주성분 분
석의 제 1주성분(PC 1)과 제 2주성분(PC 2)으로 구분된 관능
적 특성의 분포를 제시하였고, Fig. 2(B)는 밀기울 분말 첨가
량에 따른 떡볶이 떡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
과를 통해 각각의 관능적 특성별로 같은 방향에 분포한 특성
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반대 방향에 분포한 특
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관능적 특성별로 같은
방향에 위치한 시료는 해당 관능적 특성의 강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Youn & Lee 2012).

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loadings for
sensory characteristics (A) and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B).
: Tteokbokkidduk without
wheat bran powder, :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3%
wheat bran powder, :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6%
wheat bran powder, :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9%
wheat bran powder, ×: Tteokbokkidduk supplement with 12%
wheat bran powd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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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살펴보면 양(+)의 방향으로 부착성, 갈색도, 표면 거침

에서 강하게 부하되어 있지 않아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

성과 같은 변수들이 강하게 부하되었고, 음( )의 방향으로

었고, 제 2주성분(PC 2) 결과에서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는 탄력성과 쫄깃함과 같은 조직감 관련 변수들이 강하게 부

줄 수 있는 탄력성과 쫄깃함이 약하게 부하되어 있어 밀기울

하되었다. 또한 밀기울 분말 첨가량에 따른 떡볶이 떡이 주

첨가량 증가에 따른 조직감 특성 변화가 적었다. 따라서 밀

성분에 의해 부하된 양상을 분석한 Fig. 2(B)를 살펴보면 제

기울 분말 6% 첨가군은 떡볶이 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1주성분(PC 1)의 양(+)의 방향으로 밀기울 분말 9%와 12%

－

는 관능적 특성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기호도

첨가한 떡볶이 떡이 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 )

는 가장 높기 때문에 밀기울 분말을 6% 첨가한 떡볶이 떡을

의 방향에는 밀기울 분말을 0%, 3%, 6% 첨가한 떡볶이 떡이

제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밀기울

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2주성분(PC 2)의 양

분말을 12% 이상 첨가한 경우에는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

(+)의 방향에는 밀기울 분말을 9%와 12% 첨가한 떡볶이 떡

을 미치는 떫은맛, 쓴맛, 경도, 표면 거침성, 갈색도 등의 관

이 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 )의 방향에는 밀기

능적 특성들이 다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하되

울 분말을 0%, 3%, 6% 첨가한 떡볶이 떡이 부하되어 있는

어 있어 밀기울 분말을 9% 이상 첨가하여 떡볶이 떡을 제조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 1주성분(PC 1)에서 주요한 영향

항산화 활성

을 미친 떫은맛, 쓴맛, 밀기울 향, 경도, 구수한 향, 표면 거침
성, 갈색도 등의 변수들은 양(+)의 방향으로 강하게 부하되어

3.
밀기울 분말 첨가 떡볶이 떡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는 Table 10과 같다. 총 페놀 함량(total phenolic content)은 밀

였고, 제 2주성분(PC 2)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 탄력성과 쫄

기울 분말 무첨가군이 2.63 mg GAE/100 g으로 가장 낮았고,

깃함 등의 변수들은 음( )의 방향으로 강하게 부하되어 밀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11.15 mg GAE/ 100 g으로 가장

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밀기울 첨가량에 따라 떡볶이 떡의 관능적 특성 차이가 나는

떡볶이 떡의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p<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 1주성분(PC 1)과 제 2주성분(PC

0.001). DPPH 라디칼 소거활성(DPPH radical scavenging

2)에서 밀기울 분말을 9%와 12% 첨가한 떡볶이 떡은 떫은

activity)은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이 9.06%, 밀기울 분말 3%

맛, 쓴맛, 밀기울 향, 경도, 구수한 향, 표면 거침성, 갈색도가

첨가군이 14.93%,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이 27.49%, 밀기울

양(+)의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분포하였고, 탄력성과 쫄깃함

분말 9% 첨가군이 41.29%,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은 음( )의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분포하여 밀기울 분말 첨

53.04%로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가량에 따라 영향을 주는 관능적 특성인 것을 확인하였다.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특히 밀기울

그러나 기호도 평가 결과에서 전반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은

분말 12% 첨가군은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에 비해 약 6배 정

것으로 나타난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은 기호도에 부정적인

도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D 유

영향을 줄 수 있는 떫은맛, 쓴맛, 경도, 표면 거침성, 갈색도

사활성(SOD-like activity)에서는 밀기울 분말 무첨가군이

등의 밀기울 고유의 관능적 특성들이 제 1주성분(PC 1) 결과

5.67%로 가장 낮았지만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

－

Table 10. Total phenolic content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opokkidduk supplement with wheat bran powder
Wheat bran powder
content (%)

Total phenolic content
(mg GAE/100 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SOD-like activity
(%)

0

2.63±0.27a

9.06±0.38a

5.67±0.69a

3

b

3.28±0.13

b

14.93±0.93

b

11.17±0.97

0.13±0.01ab

6

4.63±0.30c

27.49±1.12c

16.15±0.76c

0.14±0.00b

9

7.03±0.32d

41.29±1.28d

22.14±0.98d

0.18±0.00c

e

e

e

0.23±0.02d

12
F (p)

11.15±0.54

310.650(<0.001)***

53.04±1.10

975.633(<0.001)***

29.88±0.57

404.527(<0.001)***

Reducing power
(O.D)
0.12±0.00a

115.646(<0.00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

박소영 심기현

30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여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이 29.88%
로 가장 높았다(p<0.001). 환원력(reducing power)에서도 밀기
울 분말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환원력이 증가하였는데, 밀기
울 분말 무첨가군은 0.12로 가장 낮았지만 밀기울 분말 12%
첨가군은 0.23으로 가장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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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이 떡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밀의 부산물인 밀기울을 새로운 식품 자원으로

․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전통음식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떡볶이 떡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항산화 활성이 높

위해 밀기울 분말을 0%, 3%, 6%, 9%, 12% 비율로 첨가한 떡

은 페놀산과 같은 페놀 화합물이 밀기울에 풍부하게 함유되

볶이 떡을 개발하여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어 있기 때문으로(An 등 2015; Laddomada 등 2015) 밀의 다른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

부위보다 밀기울에는 페놀산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pH, 전분 용출도는 증가하였으나(p<0.001) 수분 흡수율은 밀

것으로 알려져 있다(Laddomada 등 2015). 특히 밀의 제분 부

기울 첨가량에 따라 샘플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산물인 밀기울에는 쌀의 도정 부산물인 미강과 유사하게 항

다. 색도의 경우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L값은

산화 활성이 높은 편으로 항산화 활성 방법에 따라 약간의

감소하였으나 a값과 b값은 증가하였다(p<0.001). 떡볶이 떡

차이가 있지만 5 mg/mL 농도일 때에 밀기울과 미강 추출물
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47.98%와 27.70%로 밀기울이
미강 추출물에 비해 약 1.7배 정도 항산화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oon 등 2015). 밀배아와 밀기울의 항산
화 활성을 비교한 Ka EH(2013)의 연구에서도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활성, ORAC 등의 모든 항산화 활성 지표
에서 밀기울이 밀배아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밀기울은 40~50%가 불용성 식이
섬유로 변비 예방 및 장기능 증진에 효과적이지만 식품 제조
시 거친 조직감, 이취, 어두운 색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Anderson JW 1985; Galliard & Gallagher 1988; Zhang
& Moore 1999; Stevenson 등 2012; Na & Park 2020). 그러나
밀기울을 고온이나 고압으로 처리하면 품질 및 저장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데(Hwang 등 1995b; An 등 2014), 고압균질처
리를 한 밀기울의 경우 호분 세포의 파열로 식이섬유에 결합
되어 있던 불활성 페놀 화합물이 방출되어 반응성 화합물이
되면서 밀기울의 페놀산 함량 증가로 항산화 활성이 향상된
다(Rosa 등 2013; An 등 2015). 특히 Avarzed 등(2020)은 자색
밀기울의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거
친 쿠키의 총 페놀 함량과 총 안토시아닌 함량, ABTS 및

표면의 미세구조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밀기울 분말 3% 첨가
군까지 무첨가군과 유사하게 조직 내 기공의 분포가 균일하
게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계적 조직감 결과에서는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경도와 씹힘성은 증가
하였으나(p<0.001) 응집성은 감소하였다(p<0.05). 기호도 평
가 결과에서는 외관,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밀
기울 분말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가진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01). 정량적 묘사 분석(QDA)에서는 밀기울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갈색도, 표면 거침성, 밀기울 향,
쓴맛, 떫은맛, 구수한 맛, 경도 등은 증가하였고(p<0.001), 부
착성, 탄력성, 쫄깃함 등은 감소하였다(p<0.001). 주성분 분석
(PCA)에서는 밀기울 분말 6% 첨가군은 떡볶이 떡의 기호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능적 특성들이 강하게
부하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밀기울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떡볶이 떡의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활성, SOD 유사활성, 환원력 등의 모든 항
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
을 때에 밀기울 분말을 6% 첨가한 떡볶이 떡이 기호도, 품질,
항산화 활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떡볶이의 제조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등의 항산화 활성 지표들이 모두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쿠키와 같이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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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cookies after adding black ginseng powder at ratios
of 0%, 1%, 3%, 5%, and 7%, and the potential of black ginseng as a functional food. The moisture content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black ginseng powder content while the pH decreased. The L value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black ginseng powder
content while the a and b values increased. The hardness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black ginseng powder content. Notably,
antioxidant activities, such as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diammonium
salt (ABTS) radical scavenging showed the highest increases in cookies containing 7% black ginseng powder. The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significan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black ginseng powder add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black
ginseng powder can be applied to cookies to achieve high qua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Key words: black ginseng powder, cookies, quality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y



서 론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천연소재를 첨가
하기에 좋은 식품형태로 여겨진다(Lee 등 2002). 천연소재를

최근 식생활 패턴은 간편화됨과 동시에 고급화 및 서구화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어성초

로 변화함에 따라 쿠키와 같은 제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Park MH 2021), 마카 분말

가하고 있다(Cho 등 2006). 쿠키는 건과자의 일종으로 수분

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Park & Lee 2020), 미강 분말을

함량이 5% 이하로 적어 저장성이 우수한 식품으로 바삭바삭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Jang 등 2010), 연잎 분말을 첨가한

하고 맛이 달아서 차나 음료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현대인의

쿠키의 품질 특성(Kim & Park 2008)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주된 간식이나 후식으로 애용되고 있다(Cha 등 2014). 이와

인삼 분말(Kang 등 2009), 홍삼 분말(Lee 등 2006), 쑥부쟁이

같이 저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재료를 첨가함에 따라

분말(Lee JA 2015), 노니 분말(Kim & Lee 2015) 등과 같이 한

맛과 기호성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 생산

약재를 첨가한 쿠키의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되고 있는 추세이다(Bang 등 2014). 최근 건강지향적인 제품

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다양화, 고급화되어가는 기호도를 만

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쿠키의 기능성을 증가시키기 위

족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쿠키 개발이 이루어

한 다양한 천연소재를 첨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 Park 2008). 이와 같이 쿠키는 맛과 좋을 뿐만 아니라,

†Corresponding

고부가 식품은 전통 식품에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높은

author: Mi Ok Kim, Professor,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Health College, Daegu 41453, Korea. Tel:
+82-53-320-3666, Fax: +82-53-320-1440, E-mail: mokim@dhc.ac.kr
- 34 -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

Vol. 35, No. 1(2022)

35

가치를 가지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식품안전과 건

phenol reagent, gallic acid, quercetin은 Sigma Chemical Co.

강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면서 최근 신성장동력

(USA)에서 구입하였다.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

흑삼 분말 제조

대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지향적이고 다양한 식품을 추구하

2.
흑삼 제조에 사용한 수삼은 경북 영주시 풍기 인삼농장에

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부가 식품에 대한 관심

서 수확한 세척한 수삼 재래종 6년근을 2021년도에 구입하

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Kim SH 2009).

여 사용하였다. 수삼은 등급을 받지 않은 파삼 중 난발삼으

흑삼(black ginseng)은 백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9번 가

로 동체와 지근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몸체는 직경 1~1.5

량 반복하여 흑갈색이 나도록 가공된 인삼이다(Nam KY

cm 간격으로 절단하고, 뿌리는 길이가 2~3 cm가 되도록 일

2005). 흑삼은 백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maillard 반응으

정하게 절단하였다. 전기 열풍형 선반식 건조기(KNS-80, 경

로 폴리페놀 성분이 생성되거나 함량의 변화가 보고되었으

농산업, Korea)를 이용하여 40 에서 16시간 건조한 후 원료

며, 면역활성 성분인 ginsenoside Rg3, Rk1 등이 흑삼 제조 공

삼으로 사용하였다. 원료삼에 0.05% 구연산수를 20분 간격

정 이후 증가하는 것과 같이 일부 성분의 화학적 변화로 새

으로 10회 나눠서 원료삼에 분사하여 흡수시킨 후 autoclave

로운 성분이 생성된다(Nam 등 2012). 장기간의 숙성과정에

(SJ-220A200, Sejong scientific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갈변화 반응을 통하여 흑삼 특유의 냄

121 에서 90분간 고압 증숙을 한 후 열풍형 선반식 건조기

새와 색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고부가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로 50 에서 18시간 열풍건조하였다. 고압증포 공정을 총 3

흑삼을 제조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분은 홍삼보다 더 많

회 반복하고 제조한 흑삼을 분쇄기(SMKA-4000, PN Poongnyun,

이 생성되어 홍삼과는 다른 생리활성과 식품개발 소재로서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하고 100 mesh 체를 이용하여 분말화

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등 2012). 이러

하였다.

한 흑삼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로는 흑삼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Park 등 2015), 흑삼의 증포횟수에 따른 추출물의 항산

℃

℃
℃

흑삼 쿠키 제조

화 활성(Kim 등 2011), 포도주스를 침지하여 제조한 흑삼의

3.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black ginseng powder cookie,

ginsenoside Rg3 함량변화(Lee 등 2009), 홍삼 및 흑삼추출물

BGC)는 예비 실험을 통해 배합비율을 Table 1과 같이 정하였

의 염증성 통증 개선 효과 연구(Lee 등 2017)에서 흑삼의 항

으며 크림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Jeon & Park 2006). 흑삼

암활성, 혈당강하, 항고혈압, 당뇨합병증 감소 등 흑삼 가공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실험군은 흑

과정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삼 분말을 밀가루에 대해 각각 1, 3, 5, 7%(w/w)를 첨가하였

다. 이와 같이 흑삼은 파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대표적인

다. 믹서볼에 버터를 넣고 반죽기(KAB-0161, Kitchen art,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소재이나 이를 식품에 적용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삼 분말을 이용하
여 쿠키를 제조하고 그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알아봄으

Table 1. Formulas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black ginseng powder

로써 베이커리 제품에 활용하는 흑삼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1.
쿠키 제조에 사용된 박력분(Qone, Asan, Korea), 설탕(CJ
Cheil Jedang, Incheon, Korea), 버터(Seoul milk, Seoul, Korea),
달걀(CJ freshway, Seoul, Korea), 베이킹파우더(Samgin, Seoul,
Korea) 및 소금(Daesang, Shinan, Korea)은 시중 마트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 분석과 성분 분석에 사용된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diammonium salt(ABTS), L- ascorbic acid, Folin-Ciocalteu's

Samples BGC-0
BGC-1 BGC-3 BGC-5 BGC-7
Ingredients (g)
(Control)
Weak flour powder

100

99

97

95

93

Butter

60

60

60

60

60

Sugar

55

55

55

55

55

Salt

1

1

1

1

1

Egg yolk

15

15

15

15

15

Baking powder

0.5

0.5

0.5

0.5

0.5

Vanila powder

0.5

0.5

0.5

0.5

0.5

0

1

3

5

7

Black ginseng powder

BGC-0: Control (cookie with 0% black ginseng powder), BGC-1:
Cookie with 1% black ginseng powder , BGC-3: Cookie with 3%
black ginseng powder, BGC-5: Cookie with 5% black ginseng
powder, BGC-7: Cookie with 7% black ginseng pow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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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Korea)로 1단계에서 5분간 혼합 한 후 설탕을 3회에

부러질 때 받는 최대 힘을 측정하고 경도(hardness)로 나타내

걸쳐 넣으면서 크림화하였다. 크림화된 반죽에 밀가루, 베이

었다.

킹파우더, 흑삼 분말 및 소금을 첨가하고 섞은 다음 냉장고
에서 30분간 휴지시키고 2차 반죽 후 지름 3.5 cm, 두께 0.4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cm 크기로 일정하게 성형하였다. 예열된 오븐(ML32AW1,

8.
흑삼 분말 및 BGC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

LG, Korea)의 윗불 160 , 아랫불 140 에서 5분간 굽고 오븐

Ciocalteu(FC)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Park & Lee 2020). 시

팬을 돌려 5분간 더 구웠다. 완성된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료액은 BGC 2 g을 에탄올 18 mL와 혼합하여 25 에서 24시

방냉한 후 이화학적 검사와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간 진탕 교반한 후, 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

℃

℃

℃

층액을 취해 실험에 이용하였다. 1 mL를 취하고 여기에

및 당도 측정

4. pH
쿠키의 pH와 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쿠키 20 g에 증류수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5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8

200 mL를 가하여 균질기로 균질화한 다음 4,000 rpm에서 20

증류수를 이용하여 부피를 25 mL로 맞춰 암소에서 2시간 동

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pH는

안 방치한 후 spectrophotometer(DU 800, Beckman, USA)를 이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당도는 당도계(Pal-1,

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Brix로 표시하였다.

함량은 표준물질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

분간 반응시킨 다음 7% Na2CO3 10 mL를 첨가하였다. 여기에

음 100 g당 gallic acid mg 당량(mg GAE/100 g)을 구하였다.

수분 정량

5.
흑삼 분말과 BGC의 수분 함량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2

℃

g씩 칭량하여 칭량용기에 담아 10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 전처리는 총 폴리
페놀 함량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시료액

상압가열 건조법

500 μL에 10% aluminum nitrate 1 mL, 1 M potassium acetate

(AOAC 1980)으로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으로 실험하여 평

100 μL 및 80% 에탄올 4.3 mL를 가하고 40분 동안 암소에서

균값을 구하였다.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로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이용하여 표준

색도 측정

6.
흑삼 쿠키의 색도 측정은 색차계(CR-1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표준 백색판 값 L=96.90, a=0.45,
b=1.49으로 보정한 후 쿠키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물질로 사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100 g당 quercetin mg
당량(mg QE/100 g)으로 표기하였다(Moreno 등 2000).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7.
흑삼을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의 경도 측정을 위해 쿠키를

9. DPPH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MS(1958)의 방법
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시료로 사용한 흑삼 분말 및
BGC 2 g을 에탄올 18 mL와 혼합하여 25 에서 24시간 진탕
교반한 후, 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
해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 상층액 1 mL에 7.5×10－5 M DPPH

지름 3.5 cm, 두께 0.4 cm 크기로 일정하게 성형하여 Texture

용액 2 mL을 혼합하고, 37 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UV/visible

analyzer(CT3 10000, AMETEK Brookfield, Middleboro, MA,

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17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texture profile analysis(TPA) 분석을 통하여 쿠키가 중심에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으로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

Table 2.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for TPA
Texture analyzer

Conditions

Test mode

TPA

℃

℃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
대조구의 흡광도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100

대조구의 흡광도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Test speed

0.5 mm/s

Trigger type

Auto 5 g

Probe

20 mm

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료를

Sample compressed

60%

제조하였으며 Re 등(1999)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 ABTS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통한 쿠키의 항산화 활성 평가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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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혼합

한 반면, 가용성 염기성 아미노산은 감소한다고 하였다(Nam

하여 30 의 암소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 후 5 mM

등 2012). 또한 인삼은 발효하는 과정에서 citric acid, malonic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4)를 이용하여 413 nm에서 흡

acid, succinic acid, oxalic acid, malic acid 등의 유기산이 생성

광도가 0.7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이 희석액 4 mL를 취하여

된다고 하였다(Ku & Choi 2009). 따라서 흑삼에 함유된 산성

쿠키 추출물 40 μL를 혼합하고 1분 동안 반응시킨 후 413 nm

성분들로 인하여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pH에 영향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DPPH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

라디칼 소거 활성을 구하는 식과 동일한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흑삼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당도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흑삼 분말 무첨가군의 당도는 6.35
°Bx였으며, 1, 3, 5, 7% 첨가한 BGC의 당도는 6.15, 6.36, 7.23,

통계분석

11.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25)

7.39, 7.40 °Bx로 흑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증
가하였다.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
였고, 각 실험군 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5에서 Duncan's

쿠키의 수분함량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치 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2.
흑삼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수분함량은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흑삼 분말 무첨가구의 수분함량

결과 및 고찰

은 3.67%이었으며, 흑삼 분말을 1, 3, 5, 7% 첨가한 BGC의

쿠키의

수분함량은 3.80, 3.97, 4.14, 4.29%로 나타나 흑삼 분말 첨가
군의 경우 부재료 첨가량에 따라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

및 당도

1.
pH
흑삼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pH를 측정한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곰취 분말을 첨가한 쿠키(Park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흑삼 분말 첨가 쿠키의 pH는 대조군

에서도 부재료 첨가량이 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으

이 6.87로 가장 높았으며, 흑삼 분말 1, 3, 5, 7% 첨가군의 pH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는 6.82~6.33으로 낮아져 흑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

한 결과는 흑삼 분말의 수분함량이 5.12%이기 때문에 흑삼

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인삼 분말

분말을 첨가가 쿠키의 수분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을 첨가한 쿠키(Kang 등 2009)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된다. 또한 쿠키의 수분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부재

시료 첨가군에서 pH가 유의적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

료의 당도, 부재료의 식이섬유소 함량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흑삼에는 사포닌 성분인

다(Jin 등 2014). 본 연구에서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ginsenoside-Re와 비사포닌 성분인 산성 펩타이드가 함유되

결과(Table 5), BGC의 수분함량은 당도와 0.975**의 유의적인

어 있으며, amino-carbonyl반응으로 인하여 carbonyl기가 증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흑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

ID 2015), 비파잎 분말을 첨가한 쿠키(Cho & Kim 2013) 연구

Table 3.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okies different levels of black ginseng powder
Samples1)
BGC-0 (Control)
pH
Sugar content (°Brix)

1)

BGC-3

BGC-5

BGC-7

6.87±0.01a2)3)

6.82±0.01b

6.74±0.01c

6.42±0.01d

6.33±0.02e

1,814.333***

6.15±0.01e

6.36±0.03d

7.23±0.02c

7.39±0.01b

7.40±0.02a

96,437.270***

d

c

b

a

3.67±001

3.80±0.08

3.97±0.01

4.14±0.04

4.29±0.01

106.249***

L

76.34±0.09a

73.69±0.62b

68.33±0.05c

61.31±0.03d

54.43±0.86e

1,077.141***

a

1.33±0.02e

3.15±0.08d

5.38±0.01c

7.15±0.08b

9.67±0.32a

1,392.356***

b

e

d

c

b

a

68.923***

Moisture content (%)
Color value

F-value

BGC-1

e

26.71±0.06

27.63±0.12

28.58±0.04

29.42±0.41

32.35±0.93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0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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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분함량은 당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BGC의 수분함량이 증가된 것은 흑삼 분말 내에 함유
된 당 농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흑삼 분말 첨가에
따라 쿠키에 함유된 수분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쿠키의 색도

3.
흑삼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한 쿠키의 색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쿠키의 색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당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maillard 반응
및 당에 의한 캬라멜화 반응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07). 흑삼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
(대조군)의 명도(L)는 76.34였으며, 흑삼 분말을 1~7% 첨가한
쿠키는 54.43~73.69으로 흑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
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쿠

Fig. 1. Hardness of cookies with black ginseng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ANOVA test (p<0.05).

키의 적색도(a)는 대조군에서 1.33으로 가장 낮았고 1%, 3%,

－0.887 , －0.930 인

5%, 7%에서 각각 3.15, 5.38, 7.15, 9.67로 유의적으로 증가하

(hardness)는 당도 및 수분함량과 각각

였다(p<0.05). 한편 쿠키의 황색도(b)는 대조군은 26.71이며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당도 및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흑삼 분말을 처리한 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쿠키의 경도에 영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삼 분말의 첨가량이 증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재료의 단일 특성이 아니라 여러 특성

가할수록 쿠키의 명도는 감소하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들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흑삼 농축액을

흑삼 분말 자체의 수분함량이 높고, 밀가루 일부가 흑삼 분

첨가한 두부(Kim 등 2012)에서도 명도가 감소하고 적색도와

말로 대체되어 쿠키 반죽에서 글루텐 망상구조 형성이 덜 이

황색도가 감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

루어지면서 경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었다. 이러한 결과는 흑삼 분말의 가열에 의한 흑삼 내의 당

한, 쿠키에 첨가된 흑삼에 함유된 유리당 성분(Kim 등 2016)

과 아미노산의 갈변 반응(Kim 등 2008)에 의하여 BGC의 대

이 밀가루의 반죽의 쿠키 반죽의 형성에 필요한 수분과 결합

조군과 첨가군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 글루텐 형성을 억제되어 쿠키가 부드럽게 연화된 것으

쿠키의 경도

4.
흑삼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경도는 Fig.

**

**

로 사료된다.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1에 나타내었다.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쿠키의 경

5.
흑삼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한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

도는 2,873 g/cm2였으며, 흑삼 분말을 1, 3, 5, 7% 첨가한 BGC

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군 쿠키

의 경도는 2,873.58, 2,549.32, 2,234.30, 2172.63, 2,083.49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1.56 mg GAE/100 g으로 가장 낮았으

2

g/cm 으로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며, 1% 첨가군은 38.72 mg GAE/100 g, 3% 첨가군은 52.57

과는 파래 분말을 첨가한 쿠키(Lim EJ 2008), 쑥 분말을 첨가

mg GAE/100 g, 5% 첨가군은 75.59 mg GAE/100 g, 7% 첨가

한 쿠키(Bang 등 2014), 노니 분말을 첨가한 쿠키(Kim & Lee

군은 101.66 mg GAE/100 g으로 흑삼 분말 첨가량과 비례하

2015),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쿠키(Bang 등 2011)의 품질특성

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Nam 등(2012)의 연구에

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

서 흑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찌고 말리는 공정을 거치면서

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불용성 페놀성 화합

타내었다. 쿠키의 경도는 부재료의 첨가량이나 높은 반죽 밀

물이 고분자물질에서 유리되어 유리 및 복합 페놀산의 증가

도(Lee 등 2002; Kim & Park 2008), 높은 수분 함량(Lee 등

하여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2002), 높은 섬유소 함량(Lim EJ 2008)에 의하여 감소되는 것

연구결과에서도 흑삼 분말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938.83 mg

으로 보고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Table 5)에서도 경도

GAE/100 g으로 나타나 흑삼 분말의 폴리페놀 함량이 쿠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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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ginseng
powder
Samples1)
BGC-0 (Control)
Total polyphenol contents
31.56±0.202)e3)
(mg GAE/100 g)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E/100 g)

24.58±0.18e

BGC-1

BGC-3

BGC-5

BGC-7

F-value

38.72±0.23d

52.57±0.31c

75.59±1.84b

101.66±0.63a

3,122.180***

27.69±0.53d

32.47±1.41c

34.72±0.15b

57.25±0.76a

861.368***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01.
2)

총 폴리페놀 함량에 영향을 주었으며, 쿠키 제품에서도 높은

(A)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Table 3과 같이 대조군의 경우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4.58
mg QE/ 100 g이었으며, 흑삼 분말을 1~7% 첨가할수록 BGC
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7.69 mg QE/ 100 g~57.25 mg QE/
100 g으로 흑삼 분말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온 고압의 열처리를 진
행한 표고버섯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연구한
Choi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열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총
폴리페놀 및 플라포노이드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이는 고온고압의 열처리로 인하여 결합형 폴리페놀이
유리형 폴리페놀로 전환되고, 저분자 페놀화합물로 분해되
거나 새로 합성된 페놀 화합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보고하

(B)

였다. 본 연구에서도 흑삼 제조 시 증가된 플라보노이드에 의
하여 BGC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쿠키의

소거율

6.
DPPH Radical
흑삼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DPPH
radical 소거율은 Fig. 2(A)와 같다.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 쿠키의 DPPH radical 소거율은 16.14%이고 흑삼 분말을
1~7% 첨가한 쿠키는 26.42~46.27%의 DPPH radical 소거율을
나타내어 흑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GC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흑삼 분말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PPH radical 소거율 증가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r=0.962**, r=0.931**)를 보였다(Table 5). 이는 어성
초 분말을 첨가한 쿠키(Park MH 2021)의 항산화 활성 연구에
서도 쿠키의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
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해서 연구한 Lee 등(2011)은 흑삼 70% 에탄올 추출
물이 500 및 1,000 μg/mL의 농도에서는 92.45, 97.87%의 높은
DPPH radical 소거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라디칼

Fig. 2. Antioxidant activities of cookies with black
ginseng powder.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cookies with black ginseng powder,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cookies with black ginseng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ANOVA test (p<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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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physicochemical and antioxidant activities for cookies incorporated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ginseng powder

Sugar
content

pH

pH

L

a

DPPH
ABTS
Polyphenol Flavonoid radical
radical
contents contents scavenging scavenging
activities activities

Hardness

b

1.000

Sugar content
Moisture content
L
Color

Color parameters

Moisture
content

a
b

Hardness
Polyphenol
contents
Flavonoid
contents

－0.970
－0.955

**

1.000

**

0.975**

**

0.980

－0.952
－0.936

**
**
**

1.000

－0.997 －0.976
**

**

**

0.986**

**

**

0.988
0.975

0.943

－0.887 －0.930

1.000

－0.987
－0.972

**

1.000

**

0.958**

**

**

**

0.998**

0.970**

**

0.941**

0.883**

－0.995
－0.919

0.851

－0.978
－0.859

**

1.000

－0.941 －0.855
**

**

**

0.980**

0.973**

**

0.909**

0.947**

－0.865
－0.747

0.898

1.000
**

1.000

**

0.941**

1.00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0.917

0.966**

0.964**

－0.963

0.980**

0.963**

－0.912

0.962**

0.931**

1.000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0.988

0.972**

0.971**

－0.982

0.972**

0.924**

－0.907

0.973**

0.844**

0.926**

**

**

**

**

**

**

1.000

**

Significant at the 1% levels probability, respectively.

소거 활성은 주로 페놀 화합물의 수소공여체, 환원제, 그리

수 있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BTS

고 유리기 제거물질로서 작용하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고

radical 소거율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r=0.973**, r=0.844**)를

되었다(Shahidi 등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흑삼 분말을 첨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가한 쿠키의 항산화 활성은 흑삼이 높은 항산화 활성에 영향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흑삼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을 받아 첨가량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율을 나타낸 것으

노이드와 같은 생리활성 성분들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

로 사료된다.

치는 것으로 보인다(Kim 등 201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

쿠키의

면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는 흑삼 분말을 첨가할수록 물리

소거율

7.
ABTS Radical
흑삼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ABTS radical
소거율은 Fig. 2(B)와 같다. 흑삼 분말 무첨가군의 ABTS
radical 소거율은 17.71%이고 흑삼 분말을 1~7% 첨가한 BGC

적인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 및 결론

의 ABTS radical 소거율은 20.94~43.62%로 나타나 흑삼 분말

본 연구에서는 흑삼 분말을 이용하여 쿠키를 제조하여 쿠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도 유의적으로 증가하

키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였다. Kim 등(2011)의 연구에서 9회 증포한 흑삼 주정 추출물

음과 같다. 쿠키의 pH는 흑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의 ABTS radical 소거율이 84.1%로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pH가 낮아졌으며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pH는 대조군

에서도 흑삼의 항산화 활성이 BGC의 항산화 활성에 기여한

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흑삼 분말의 첨가량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마키베리 분말을 첨가한 분말(Cho &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쿠키의

Chung 2016)과 마카 분말을 첨가한 쿠키(Park & Lee 2020)의

명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

연구에서도 쿠키의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BTS

으로 증가하였다. BGC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radical 소거율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은 흑삼 분말을 1~7% 첨가할수록 BGC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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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 99:381-387

가량이 증가할수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유의적으로 증가

Jang KH, Kwak EJ, Kang WW. 2010. Effect of rice bran powder

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흑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 Korean J Food

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

Preserv 17:631-636

의 DPPH radical 소거율 및 ABTS radical 소거율 측정 결과는

Jeon ER, Park ID. 2006. Effect of Angelica plant powder on the

흑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율 및

quality characteristics of batter cakes and cookies. Korean

ABTS radical 소거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 결과들

J Food Cookery Sci 22:62-68

을 종합해볼 때 흑삼 분말을 쿠키에 첨가하였을 때 품질특성

Jin SY, Lee EJ, Gil GY, Joo SY. 2014. Quality characteristics

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여 흑삼 분말이 제과 제품에 활용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cookies added Eleutherococcus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ssiliflorus leaf powder. J East Asian Soc Diet Life 24:
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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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원지연*․김은주**․이제현***․이미연****․†나득채*****

㈜온코인사이트 연구소장, ㈜온코인사이트 전임연구원, 다인바이오㈜ 연구소장,
㈜온코인사이트 부사장, ㈜온코인사이트 대표이사
*

**

****

***

*****

다인바이오

㈜ 대표이사,

Immune Enhancing Activity of Neoagarooligosaccharides from Marine Red Algae
Kyoung-Woon Kim, Ji-yeon Won*, Eun Joo Kim**, Je-Hyeon Lee***, Miyeon Lee**** and †Deukchae Na*****
Director of R&D Center, OncoInsight, Seoul 06349, Korea
*

Associate Researcher, OncoInsight, Seoul 06349, Korea

**

Director of R&D Center, Dyne Bio Inc., Seongnam 13209, Korea
***

CEO, Dyne Bio Inc., Seongnam 13209, Korea

****

Vice President, OncoInsight, Seoul 06349, Korea
*****

CEO, OncoInsight, Seoul 06349, Korea

Abstract
Agar, a heterogeneous polymer of galactose, is the main component of the cell wall of marine red algae. It is well established
as a safe, non-digestible carbohydrate in oriental countries. Neoagarooligosaccharides (NAOs) prepared by hydrolyzing agar by
microbial β-agarase have been reported to show safety. However, their immunological effects have not been reported yet.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mmune enhancing effects of neoagarooligosaccharides (NAOs) from marine red algae
Gelidium elegans in mice by performing ex vivo experiments. Six-week-old mice were fed ad libitum. NAOs were orally administrated
at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100, 500, and 2,500 mg/kg B.W./day) twice a week for four weeks. The group fed with NAOs
at 2,500 mg/kg showed the highest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and production levels of cytokines (IL-1β, IL-6, TNF-α) in the ex
vivo experiment. In conclusion, NAOs can enhance immune function, increase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and increase cytokine
production by activating macrophages in mice.
Key words: immunomodulating, splenocytes proliferation, cytokine, neoagarooligosaccharides from marine red algae

서 론

로 작용한다. 선천적 면역반응의 주요세포인 대식세포는 사
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α), 인터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식생활 문화의 변화, 인구

루킨(interleukin-6; IL-6), IL-1β 등을 분비하여 면역체계를 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질병예방 개념의 건강관리

지한다(Kim 등 2017). 천연물 유래 면역능에 관한 연구는 더

체제의 도입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덕물 추출물이 흉선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 복강 대식세포

급등하여 천연물 유래의 안전한 소재를 응용한 질환들의 예

의 NO 생성을 억제시켜 면역 증강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한

방 및 치료를 위해 면역 활성 증강 효과를 가진 기능성 식품

보고가 있다(Suh JS 1996). 또한, 옥수수와 더덕물 추출물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Kim 등 2008; Kim MH 2018; Jung 등

비장세포 증식과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킨 효과에 대해

2019). 면역반응은 인체 내의 자기방어체계로 외부로부터 유

보고가 있다(Ryu HS 2011).

입된 병원성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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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GRAS;

(Gelidium elegans)를 정제수에 30분간 담근 후 추출기(Model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식품 첨가물로 잘 확립되어 있

F-1,500L/W-1200L, HS Tech Inc., Korea)를 이용하여 95 에서

으며, 다이어트 식품, 아이싱, 유약, 가공 치즈, 젤리 과자 및

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한천 용액에 Streptomyces

마시멜로 또한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과 다양한 크로마토그

coelicolor A3(2) M22-2C43로부터 제조한 β-agarase(DagA.

래피 기술을 위한 미생물 배지에도 사용되어 왔다. 한천으로

DyneBio. Inc., Korea)를 첨가하여 44~46 에서 16시간 동안

부터 제조된 올리고당의 여러 생물학적 기능이 보고되었다

효소 반응시킨 후 95±5 에서 1시간 동안 실활하였다. 생성

(Chi 등 2012). 예를 들어, 한천으로부터의 네오아가로올리고

된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용액은 0.5 mm Wound filter

당(NAOs)은 아가로오스의 β-1,4 글리코시드 결합을 특별히

(Polypropylene, HanilFT)로 여과한 후 65±5 에서 약 5시간

절단하는 β-아가라아제에 의해 생성된다(Groleau & Yaphe

20 brix 농도로 농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축액을 균질화

1977). 대조적으로, α-아가라아제는 아가로오스의 α-1,3 결합

기(Model CM 500, 제일 기계, Korea)을 이용하여 동결 건조하

을 절단하여 아가로올리고당(AOS)을 생성한다. 한천 유래

고 80 mesh 크기의 분말로 분쇄한 후 상온에서 최종 산물인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은 본 연구진에 의해 간 지방증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Temuujin

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Yang

등 2011; Park 등 2014). 사용된 마우스는 6주령된 암컷 Balb/c

등 2017), 다른 연구진에 의해 보습 및 미백 효과(Kobayashi

mouse를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로부터 구매하여 고형

등 1997), 항비만(Ohta 등 2004; Hong 등 2017a), 항산화, 급성

사료와 물을 자유로이 공급하면서 7일 정도 실험 동물실에

간 손상 억제효과(Chen 등 2006)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서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Table 1).

따라서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는 식품, 화장품 및 제약

℃

℃

℃

℃

시약 및 배지

로올리고당(NAOs)의 연구 대부분이 항비만, 항산화에 관해

2.
사용된 배지는 RPMI medium 1640과 fetal bovine serum

연구되어 있으며, 동물실험을 통한 네오아가로올리고당

(FBS)는 Gibco(Grand Island, NY,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NAOs)의 마우스 비장세포 증식능과 복강 대식세포 활성에

Con A(concanavalin A), LPS(lipopolysaccharide), MTT(3-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의

산업에 잠재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네오아가

기존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의 유전독성 테스트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또한, 쥐 및 비글견 모델에서
급성, 14일 및 91일 반복 경구 투여 독성 시험에서 독성이

시약은 Thermo Fisher Scientific(Waltham, MA,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네오아가로올리고당

의 투여

쥐 모두에 대해 5,000 mg/kg 체중/일까지 부작용이 관찰되지

3.
(NAOs)
Ex vivo 실험에서는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멸균된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사용할 수

증류수로 녹인 후 필요한 농도로 희석 후 사용하였다. 마우

있는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의 안전성을 뒷받침한다

스를 대조군과 투여군으로 나누었으며, 대조군에는 생리식

(Hong 등 2017b). 본 연구에서는 독성시험에 근거한 안전성

염수를, 투여군에는 NAOs을 각각 100 mg/kg BW, 500 mg/kg

기준인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의 5,000 mg/kg 이하 농도

BW, 2,500 mg/kg BW 일주일에 2번, 4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에서 마우스 실험을 진행하여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승인번호 CUMC-2019-0177-01).

없었으며,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에 대해 수컷 및 암컷

4주간, 주당 2회 경구 투여 후 마우스 생체 내에서 면역 활성
을 확인하였다. 그 면역 활성 마커로 마우스 비장세포 분리

Table 1. Conditions for animal breeding
Animal

후 증식능과 복강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IL-1β,
IL-6, TNF-α) 생성능을 측정하여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이 마우스 면역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추출 및 실험동물

1.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는 Dyne Bio Inc.(Korea)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Yang 등 2017). 제주산 우뭇가사리

Strain

Balb/c mouse

Body weight

0.02 kg

Age

6 weeks old

Sex

Female

Temperature

℃

20~26

Humidity

40~60%

Light

Every 12 hours (Light and dark cycle)

Noise

60 db or less

Feed and water

Free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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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우스 비장을 적출하여10%의 FBS(Fetal bovine serum)과

TNF-α(R&D system) 항체를 200 ng/mL로 희석하여 well당 50

항생제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100 unit/mL, 100 μg/mL)

로 4회 세척 후 streptavidin-HRP(Thermo Fisher Scientific) 용

을 함유한 RPMI 1640(Invitrogen Co., Carlsbad, CA, USA) 배

액을 30분간 실온에서 반응 후 TMB substrate (Thermo Fisher

지로 재현탁하였다(Wan 등 2013).

Scientific) 용액 100 μL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 후 stop 용액

비장세포 증식능 측정

을 가해 반응을 멈추었다. ELISA reader(BioTek Instruments,

5.
비장세포는 mitogen을 처리 또는 처리하지 않은 그룹으로

μL 첨가한 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세척 용액으

CA,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standard를
이용하여 각 well의 사이토카인 분비 농도를 계산하였다.

나누어, mitogen 처리하지 않은 군에는 PBS를 처리하였고,
mitogen 처리군에는 Con A, 5 μg/mL 또는 LPS, 1 μg/mL의

통계분석

농도로 처리하였고 24시간 후, MTT assay 용액을 각각의

8.
모든 연구 결과의 자료는 평균(mean)±표준편차(SD)로 표

well에 10 µL씩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시하였고 실험군간 평균의 차이는 one way ANOVA로 유의

측정하여 세포 증식능을 평가하였다(Ryu 등 2006).

성을 확인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검정
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모

복강 대식세포의 분리 및 배양

6.
마우스 실험 종료 3일전 각 군별로 마우스 복강 내에 4%

든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0.0, IBM, Chicago, IL, USA)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였다.

thioglycollate(Sigma) 1.3 mL를 주사하여 모이게 한 후, in vivo

결과 및 고찰

실험 중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였다. 복강
내 대식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한 다음, 배양 상층액으로부터
분비되는 사이토카인(IL-1β, IL-6, TNF-α) 분비량을 측정하였
다. 부착성 세포만을 얻은 후, 10%-FBS RPMI 1640에 대식세
포를 활성화시키는 mitogen인 LPS, 1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이 마우스 비장세포 증식
능에 미치는 영향
1.

비장은 외부 항원에 대하여 주요한 면역 반응을 관여하는

후 37 , 5% CO2 incubator(Eppendorf)에서 24시간 배양하였

장기로서 림프구(B, T세포)의 성숙, 분화가 일어나는 주요 림

다(Ryu 등 2006).

프 기관이며 비장세포의 증식은 면역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IL-1β, IL-6, TNF-α)
생성능

의미를 갖는다(Kang 등 2014). 또한, 비장세포에는 T세포, B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경구 투여한 마우스의 복강

(Ryu 등 2006; Ryu HS 2014). 따라서, 네오아가로올리고당

내 대식세포를 분리하여 배양시킨 다음 배양 상층액을 분리

(NAOs)의 투여가 마우스의 면역 활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에서 IL-1β(R&D system, Minneapolis, MN, USA), IL-6(R&D

여,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100, 500, 2,500 mg/kg BW

system), TNF-α(R&D system)의 생성량을 ELISA cytokine

로 일주일에 2번, 4주간 경구 투여 후 마우스 비장세포의 증

kit(R&D syste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well plate(Thermo

식능을 관찰하였다. 물과 식이는 자유롭게 공급하였으며, 실

Fisher Scientific, MA, USA)의 각 well에 monoclonal IL-1β

험 종료 후 군간의 체중 변화와 조직의 무게의 변화는 통계

(R&D system), IL-6(R&D system), TNF-α(R&D systems) 항체

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7.

℃

세포, 대식세포 등의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으
며, 면역 활성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지표로 주로 이용된다

를 각각 4 μg/mL로 well당 50 μL 넣고 4 에서 밤새 반응시킨

세포의 종류에 따라 mitogen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알려

다음, 차단용액(1% (w/v) BSA/PBS(Phosphate-Buffered Saline)

져 있으며(Mischell & Shiigi 1980), 비장세포 실험에서 대표

및 0.05%(v/v) tween 20/PBS)을 well당 200 μL 첨가하여 실온

적으로 사용하는 mitogen으로써 Con A는 T 세포를 자극하여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대조군으로는 recombinant

세포증식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LPS는 B세포

murine IL-1β(R&D system), IL-6(R&D system), TNF-α(R&D

를 자극하여 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system)를 이용하여 각각 78 pg/mL 내지 5 ng/mL 농도를 측

2010). 따라서 mitogen은 세포의 민감성을 증가시켜 세포활

정하였다. 표준시료와 함께 측정할 분리한 배양 상층액을

성 여부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다.

well당 50 μL 첨가하고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

기존 연구를 통해,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이 최대

응 용기를 세척용액(0.05% (v/v) Tween 20/PBS)으로 4회 세척

5,000 mg/kg BW/day의 Sprague Dawley®TM(SD)rats에게 시험

하고 biotinylated IL-1β(R&D system), IL-6(R&D system),

화합물을 14일 및 91일 반복 경구 투여한 결과 최대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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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 BW/day의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이 독성 징후를

활성 정도에 따라 염증을 유발 혹은 경감시키는 두 가지 측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Hong 등 2017b). 따라

면을 가지고 있다(Ko & Pyo 2011). 사이토카인은 외부 항원

서, 본 연구에서는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의 투여 농도

자극에 대하여 면역반응, 염증과정 등을 조절한다고 밝혀져

를 각각 100 mg/kg BW, 500 mg/kg BW, 2,500 mg/kg BW씩

중요한 병리적인 현상을 조절한다고 알려졌다(Moon 등

독성이 없는 농도로 일주일에 2번, 4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1991). 그 중에서도 자극된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되는 대표적

비장세포 증식능의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네오아가로

인 사이토카인으로 IL-1β, TNF-α, IL-6가 알려져 있다(Nathan

올리고당(NAOs)을 경구 투여한 마우스 ex vivo 실험에서

& Hibbs 1991). 본 실험에서는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

mitogen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2,500 mg/kg BW( p<0.01)의 농

100 mg/kg BW, 500 mg/kg BW 또는 2,500 mg/kg BW로 경구

도에서만 비장세포 증식능이 증가하였으며, mitogen인 Con

투여한 마우스로부터 복강 대식세포를 분리 후, 자극된 대식

**

A 처리한 군은 500 mg/kg BW( p<0.05) 과 2,500 mg/kg

세포가 분비한 IL-1β, IL-6, TNF-α를 확인하였고, LPS(1

BW(*p<0.01)의 농도에서 비장세포 증식능이 유의하게 증가

mg/mL)로 자극한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된 사이토카인을 측

하였다. 체액성 면역과 관련이 있는 B 세포를 선택적으로 증

정함으로써 대식세포의 활성화 마커로 확인하였다.

식시키는 mitogen인 LPS 첨가시 2,500 mg/kg BW의 농도에서
비장세포 증식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비장세포

분비량

증식능은 LPS와 Con A 첨가시에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1) IL-1β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복강

농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는 있었지만 네오아가로올리고당

대식세포 배양액의 IL-1β 분비량은 ELISA 사이토카인 키트

(NAO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장세포 증식능도 증가되었

(R&D system, US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Fig. 2에 나타내었

으며,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2,500 μg/mL 투여한 군에

다. 일주일에 2번, 4주 투여군에서 LPS 무처리군의 경우, 100

서는 LPS와 Con A의 두 조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mg/kg BW의 농도에서는 대조군(38.56±29.97 pg/mL)에 비해

비장세포 증식능이 증가함을 보였다. 네오아가로올리고당

52.80±17.27 pg/mL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500 mg/kg

(NAOs)은 비장세포 증식을 유도하며, 저농도보다는 고농도

BW과 2,500 mg/kg BW 농도에서 각각, 66.15±29.63 pg/mL

에서 촉진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p<0.01), 71.41±21.64 pg/mL(*p<0.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의 경구 투여후 마우스 복
강 대식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분비능

으며, LPS를 처리한 경우 100 mg/kg BW의 농도에서 160.30±

대식세포는 외부 자극에 대해 염증반응, 면역, 숙주 방어

비해 각각, 244.19±39.18 pg/mL(*p<0.05), 311.35±66.53 pg/mL

와 조직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대식세포는 세포

(*p<0.05)로 나타났다. IL-1β은 T세포와 B세포를 자극하여 후

2.

24.59 pg/mL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고, 500 mg/kg BW과
2,500 mg/kg BW의 농도에서는 대조군(144.58±25.52 pg/mL)에

Fig. 1. Effect of orally administrated neoagarooligosaccharides from marine red algae on the splenocyte proliferation. NAOs
was orally treated for 4 weeks (twice/week) at the concentration of 100, 500 or 2,500 mg/kg body weight. Isolated splenocytes
were stimulated with mitogen (Con A; 5 mg/mL, LPS; 1 mg/mL) for 24hr. Cell proliferation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4).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compared to 0 (Control group). Proliferation index=mean of O.D. in test wells/mean
of O.D. in control wells. NAOs; Neoagarooligosaccha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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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1b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phages of mice orally administrated with neoagarooligosaccharides
from marine red algae for 4 weeks. NAOs was orally treated for 4 weeks (twice/week) at the concentration of 100, 500
or 2,500 mg/kg body weight. Isolated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mitogen (LPS; 1 mg/mL) for 24 hr. The
concentrations of IL-1b were determined by triplicates cultured supernatant cells and values are mean±S.D. (n=4).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compared to 0 (Control
group). NAOs; Neoagarooligosaccharides.
천성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Byun EH 2017).

분비량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산물(DP6)

2) IL-6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복강

에 의해 수지상 세포의 사이토카인(IL-1β, IL-6, TNF-α)을 촉

대식세포 배양액의 IL-6 분비량은 ELISA 사이토카인 키트

진하여 성숙화함으로써 NK cell 등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R&D system, USA)로 측정한 후 Fig. 3에 나타내었다. 네오아

항종양 면역 반응을 증가시킴을 보고한 바 있다(Lee 등

가로올리고당(NAOs)을 일주일에 2번, 4주 투여군에서 LPS

2017). 따라서 본 실험의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경구

무처리군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89.91±30.00 pg/mL)

투여한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 IL-1β 생성능이 대조군에 비

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고, LPS를 처리한 경우 100

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되어 네오아가로올리고당

mg/kg BW, 500 mg/kg BW과 2,500 mg/kg BW의 농도에서는

(NAOs)이 마우스의 복강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IL-1β 분비능

대조군(180.51±22.97 pg/mL)에 비해 각각, 222.65±9.72 pg/mL

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 활성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p<0.05), 331.71±41.45 pg/mL(*p<0.05), 349.84±35.34 pg/mL

생각된다.

(**p<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네오아가

Fig. 3. IL-6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phages of mice orally administrated with neoagarooligosaccharides
from marine red algae for 4 weeks. NAOs was orally treated for 4 weeks (twice/week) at the concentration of 100, 500
or 2,500 mg/kg body weight. Isolated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mitogen (LPS; 1 mg/mL) for 24 hr. The
concentrations of IL-6 were determined by triplicates cultured supernatant cells and values are mean±S.D. (n=4).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compared to 0 (Control
group). NAOs; Neoagarooligosaccharides.

․

․

․

․

․

김경운 원지연 김은주 이제현 이미연 나득채

48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ig. 4. TNF-a production by activated peritoneal macrophages of mice orally administrated with neoagarooligosaccharides
from marine red algae for 4 weeks. NAOs was orally treated for 4 weeks (twice/week) at the concentration of 100, 500
or 2,500 mg/kg body weight. Isolated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mitogen (LPS; 1 mg/mL) for 24 hr. The
concentrations of TNF-a were determined by triplicates cultured supernatant cells and values are mean±S.D. (n=4).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compared to 0 (Control
group). NAOs; Neoagarooligosaccharides.
로올리고당(NAOs)이 마우스의 복강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한다(Byun & Byun 2015). 특히 활성화

IL-6의 분비능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 활성 증강 효과를 나

된 대식세포가 분비되는 IL-1β, TNF-α, 및 IL-6 등의 사이토

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카인은 대식세포 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도 활성화시키기 때
문에 면역반응에서 매우 중요하다(Kim 등 2017). 본 연구는

분비량

3) TNF-α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복강

천연자원인 식용 홍조류 유래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의

대식세포 배양액의 TNF-α 분비량은 ELISA 사이토카인 키트

(NAOs)을 각각 100 mg/kg BW, 500 mg/kg BW, 2,500 mg/kg

(R&D system, USA)로 측정한 후 Fig. 4에 나타내었다. 네오아

BW으로 일주일에 2번, 4주간 경구 투여 후 마우스의 복강

가로올리고당(NAOs)을 일주일에 2번, 4주 투여군에서 LPS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생성과 비장세포 증식능

무처리군의 경우, 100 mg/kg BW와 500 mg/kg BW의 농도에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투여 군

서는 대조군(27.95±2.33 pg/mL)에 비해 22.33±4.09 pg/mL,

에서 2,500 mg/kg BW 농도에서 비장세포 증식능이 증가되었

38.06±14.1 pg/mL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500 mg/kg BW

으며, 대식세포에 의한 IL-1β, IL-6, TNF-α 사이토카인 생성

농도에서만 45.45±6.66 pg/mL(*p<0.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에서도 500 mg/kg BW, 2,500 mg/kg BW 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으며, LPS를 처리한 경우 100 mg/kg BW의 농도에서 305.23±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과량의 염증성 사이토카인는 정상세

33.74 pg/mL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고, 500 mg/kg BW과

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도하여 세포독성을 일으키는 염증

2,500 mg/kg BW의 농도에서는 대조군(302.38±51.64 pg/mL)

질환의 매개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

면역증강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네오아가로올리고당

에 비해 각각, 453.08±57.91 pg/mL( p<0.05), 598.85± 90.80

적절한 양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pg/mL(*p<0.05)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네오

암세포에 대한 독성 및 외부 병원체로부터의 저항성을 증가

아가로올리고당(NAOs)이 마우스의 복강 대식세포를 활성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Hibbs 등 1988; Chiou 등 2001). 따라서

시켜 TNF-α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 기능 활성에 기

TNF-α, IL-6 및 IL-1β 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조절하는

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것은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면역조절에 매우 중요하다

요약 및 결론

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s)
의 500 mg/kg BW, 2,500 mg/kg BW 농도로 투여된 마우스에
서 비장세포의 증식과 대식세포의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면

대식세포는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탐식세포

역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중요한 결과라

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세균 및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면역 활성 기능을 가진 한천 유래

직접 탐식하거나,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을 분비함으

여러 천연 다당류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으며, 주요 binding

홍조류 유래 네오아가로올리고당의 면역 활성 증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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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는 TLR4(Toll-like receptor 4)를 통한 mitogen-activated protein

SK. 2017a. In vitro and in vivo investigation for biological

kinases(MAPK) 및 NF-kappa B(NF-kappa B) 신호전달을 활성

activities of neoagarooligosaccharides prepared by hydrolyzing

화하여 수지상세포(DC, dendritic cells)를 활성화시킨다고 알

agar with β-agarase. Biotechnol Bioprocess Eng 22:489-496

려져 있다(Lee 등 2017). 향후 추가 연구로서, 본 연구의 제한

Hong SJ, Lee JH, Kim EJ, Yang HJ, Park JS, Hong SK. 2017b.

점이기도 한 암컷에서만 진행한 면역 기능성 평가를 암수 동

Toxicological evaluation of neoagarooligosaccharides prepared

등 비율의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하며, 네오아가로

by enzymatic hydrolysis of agar. Regul Toxicol Pharmacol

올리고당(NAOs)의 면역 증강 효능이 TLR4(Toll-like receptor

90:9-21

4)를 통한 면역학적 기전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네오아가

Jung JI, Kim JM, Kim HS, Kim HS, Kim EJ. 2019.

로올리고당(NAOs)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Immunostimulatory effect of wild-cultivated ginseng extract

의 기능성 식품 개발과 면역활성 효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via the increase in phagocytosis and cytokine secretions in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aw264.7 macrophag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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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요인 배제 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인식 및 사용실태
- 서울시교육청 ‘5無 급식’ 사업 중심으로 이혜리․박영일*․†주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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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wareness and Usage of School Meals Excluding Food Hazards by Nutrition Teachers and Dieticians
- Focusing on the 5 Hazard-free Meals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ye-ri Lee, Young Il Park* and †Nami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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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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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dietitians who purchase ingredients for school meals. Therefore, for the
study, the awareness and usage of nutritional information by 108 teachers and dieticians on 5 hazard-free meal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ere investigated during May 18~21, 2021. Among the five questions that asked the general perceptions of
school meal dietitians of 5 hazard-free meals, the perception that the “5 hazard-free foods can be easily distinguished” was the lowest.
Problems were associated with using the 5 hazard-free meals such as “expensive price,” “no variety in items,” “disruption in the
supply and demand,” “inconsistent quality,” and “lack of taste,” in that order. Therefore, to improve 5 hazard-free school meal service,
it is necessary to not only lower the price burden by providing subsidies to schools but also improve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structure of various 5 hazard-free foods.
Key words: school meal, food hazards, awareness, usage of nutrition dietician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서 론

받은 농산물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학교급식법을 학교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사와 식생활

세부적으로 서술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기준 권장사항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의

을 한다(Lee & Yang 2017). 학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력이

70% 이상 사용하고, 쌀은 무농약 이상을 사용하며 직거래를

있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학교급식의 질적 성장

통한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Education 2021). 특히 GMO(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 잔류농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Jung 등 2015).

약, 화학적합성첨가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며 유기식품, 무농

을 권장하는 ‘5無 급식’ 사업을 2018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
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1).

약농산물, 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우수관리인

학교급식에서 5無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국산 농축수산물

증농산물(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소비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This paper is part of a master's degree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21).
†Corresponding author: Nami Joo, Professor, Dep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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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

이혜리 박영일 주나미

52

한국식품영양학회지

뿐 아니라(Jung 등 2015), 우수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함으

에 대한 일주일간 사용횟수를 선택하게 하였다. 5無 식품 사

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 충족과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

용 시 문제점은 선행논문(Cha 등 2014; Yun 등 2021)을 참고

를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

요하다(Jang 등 2012). 수도권 지역 영양사의 친환경 농산물

로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급, 1인 1식 당 식품비 단가,

인식에 대한 연구(Ahn SC 2014)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학

학교급식 경력, 1회 평균 급식인원수, 고용형태, 학교의 소재

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에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관한 영양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사항이 5無 식품 사용 빈도, 5無 식품 사용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관련 연구를 살펴보

시 문제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교급, 식품비

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Nam

단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식품비 단가는 우유를 포함

& Kim 2012; Jung 등 2013; Cho & Kim 2014; Jeong & Chae

한 학교의 1인 1식 당 식품비 단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2015; An 등 2018)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만족

3,300원 이상~3,600원 미만이 29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도에 대한 연구(Jung 등 2013; Ahn SC 2014; Jung 등 2015;

그 다음으로 3,000원 이상~3,300원 미만 28명(25.9%), 3,600원

Yun 등 2021) 등 친환경 농산물에 전체에 대한 연구가 대부

이상~3,900원 미만 25명(23.1%), 3,000원 미만 20명(18.5%),

분으로 구체적인 위해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3,900원 이상 6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빈도를 고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

하여 3,300원 미만인 집단(44.4%)과 3,300원 이상인 집단

에 대한 의사결정과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5無 급식에 대한
인식 및 5無 식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55.6%)으로 구분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3.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

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표시

1.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5無 급
식’ 사업을 바탕으로 식품 위해요인 배제 급식에 대한 영양

사항이 5無 식품의 사용 빈도와 사용 시 문제점이라는 두 개

사 및 영양교사의 인식 및 사용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를 검정하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후

현재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

사후분석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학교급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18일

에 따른 5無식품의 구체적인 항목별 사용 빈도 차이를 알아

부터 5월 21일까지였으며, 모집 공고문에 온라인 설문 링크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t-test

주소를 기재하여 설문조사에 동의할 경우 즉시 참여할 수 있

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여 구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거된 설문지 중 특수학교에 종사하

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는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작성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08부

p<0.05로 하였다.

연구 대상

하였고, 5無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기대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
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종속변수들의 평균 팩터의 차이로 집단 간

(96.4%)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SMWU-2103-HR-002-01).

설문지 구성

2.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5無 급식’ 사업을 바탕으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로 5가지 식품 위해요인(GMO, 방사능, 잔류농약, 화학적합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Table 1)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성첨가물, 항생제)이 배제된 식품들을 통틀어 ‘5無 식품’으로

는 총 108명으로 영양사 및 영양교사 근무지의 학교급은 고

명명하였다. 5無 급식 인식 및 기대에 관한 12문항은 선행논

등학교가 44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Kim 등 2018; Yun 등 2021)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으

가 각 32명(29.6%)으로 동일했다. 1인 1식 당 식품비 단가는

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無 식품 사용 실

3,300원 이상~3,600원 미만이 29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태에 대한 문항은 선행논문(Yoon CH 2008)을 참고하여 수

그 다음으로 3,000원 이상~3,300원 미만 28명(25.9%), 3,600원

정, 보완하였으며 학교급식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 25개

이상~3,900원 미만 25명(23.1%), 3,000원 미만 20명(18.5%),

식품 위해요인 배제 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인식 및 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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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n=108)

Cost of food
ingredients
(won)

Work experience
(year)

Number of people
provided with
meal service
(person)

Position

으로 나타났으며 ‘5無 식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2.87점)와

Elementary school

32(29.6)

‘5無 급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3.11점)’에 대한 인식이 평균

Middle school

32(29.6)

보다 낮게 나타났다. Jung 등(2015) 연구에서는 친환경 식재

High school

44(40.8)

료를 10.0% 이상 사용하는 집단의 친환경 식재료 이해 수준

<3,000

20(18.5)

이 적게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3,000~3,300

28(25.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의 5無 식품

3,300~3,600

29(26.9)

의 경험 정도가 낮기 때문에 5無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3,600~3,900

≥3,900

25(23.1)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

6(5.6)

하기 위해서 5無 급식의 확대를 통하여 영양사 및 영양교사

<3

46(42.6)

들의 5無 식품 사용 경험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5無 식품 표

3~8

34(31.5)

시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

8~13

17(15.7)

면 5無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13~18

≥18

7(6.5)

‘5無 식품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하다(3.82점)’였고 그 다음으

4(3.7)

로는 ‘5無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3.69점)’,

<300

24(22.2)

‘5無 식품 사용은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 상승에 도움

300~500

19(17.6)

이 된다(3.68점)’ 순이었다. Yun SY 등(2021)의 연구 결과 ‘학

500~800

34(31.5)

교급식에서 학부모들은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

800~1,100

≥1,100

19(17.6)

한 선호도가 높다’가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12(11.1)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은 친환경 농산물

Dietitian

56(51.9)

등 5無 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였다.

Substitute dietitian

29(26.9)

5無 급식 보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Nutrition teacher

16(14.8)

3.70점으로 나타났다.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7(6.4)

‘5無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 가정통신문 등으로 홍보

Fixed-term nutrition teacher
Seoul
Working area

5無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44점

n (%)

Characteristic
Type of school

53

․

43(39.8)

한 적이 있다(2.87점)’였는데 5無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Gyeonggi Incheon

35(32.4)

결과와 같이 실제로 학교에서 5無 식품의 사용 정도가 낮기

Other areas

30(27.8)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5無 급식에 대해 교과목과 연
계한 영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4.05점)’와 ‘5無 식품은

3,900원 이상 6명(5.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경력은

가정에서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4.03점)’의 인식이

3년 미만이 46명(42.6%), 3년 이상~8년 미만이 34명(31.5%),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에서 5無 급식을 실시하는

8년 이상~13년 미만이 17명(15.7%), 13년이상~18년 미만이 7

것에 그치지 않고 영양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5無 식품

명(6.5%), 18년 이상이 4명(3.7%)이었다. 1회 평균 급식인원

의 사용이 이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는 500명 이상~800명 미만이 3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Yun SY 등(2021)의 연구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교과

300명 미만이 24명(22.2%)이었으며 300명 이상~500명 미만

목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4.03점, ‘학교급식

과 800명 이상~1,100명 미만이 19명(17.6%)으로 동일했고

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아동 대상 체험학습을 시행할

1,100명 이상이 12명(11.1%)으로 가장 적었다. 고용형태는 영

필요가 있다’ 3.99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양사가 56명(51.9%), 대체직 영양사가 29명(26.9%), 영양교사

또한 ‘5無 식품을 우리 학교 급식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3.84

가 16명(14.8%), 기간제 영양교사가 7명(6.4%)이었다. 근무지

점)’의 결과도 높게 나타났다. 즉, 5無 식품 경험은 부족하지

역은 서울이 43명(39.8%), 경기 인천이 35명(32.4%), 그 외 지

만 5無 식품 사용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역이 30명(27.8%)으로 서울지역의 조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 있으므로 학교 급식에서의 5無 식품 사용 확대를 위하여

․

無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기대

2. 5
학교급식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5無 급식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으로 5無 식품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無 급식 실시 효과에 대한 기대의 평균은 4.05점이었으며

․

․

이혜리 박영일 주나미

54

한국식품영양학회지

Table 2. Awareness and expectations of the 5 hazard free meals
Question

General
awareness of
5HF meals1)

Total (n=108)

I can easily distinguish 5HF foods.

2.87±1.022)

I'm well aware of 5HF meals.

3.11±0.82

It is natural that 5HF foods are more expensive.

3.82±0.92

I can trust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5HF foods.

3.69±0.83

Using 5HF food helps to increase student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meals.

3.68±0.90

Total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supplying 5HF meals

3.44±0.62

I am willing to use 5HF food in our school meals.

3.84±0.86

It is good to buy and use 5HF food at home.

4.03±0.74

It is necessary to conduct nutritio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for 5HF food.

4.05±0.73

I have advertised 5HF meals through parental monitoring and school newsletter.

2.87±1.18

Total
Expectations
for the effect of
implementing
5HF meals

3.70±0.62

I think 5HF food is safer than general food.

4.14±0.73

5HF meals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4.05±0.73

5HF meals contribute greatly to the health development of students.

3.96±0.76

Total

4.05±0.64

Total

3.68±0.96

Mean±S.D.
1)
5HF: 5 Hazard Free Food.
2)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3개 문항 모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無 식품

품은 無항생제 식품과, 無항생제 식품은 無화학적합성첨가

이 일반 식품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4.14점)’가 전체 문항

물 식품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無방사능 식품은

중에 가장 높았는데 대부분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5無 식

無잔류농약 식품과, 無잔류농약 식품은 無화학적합성첨가물

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식품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있다. Hwang & Gouk(2011)의 연구에서도 영양사 및 영양교

다음 단계로 학교급과 식품비 단가가 5無 식품 사용 빈도

사가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할 때의 장점으로 ‘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생 건강 향상’이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을 실시하였다(Table 4).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성

다음으로 ‘급식의 안전성 확보’가 38.2%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을 검증하기 위해 단변량 F값과 유의도(p)를 확인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설명력인 Eta2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의 개체 간 효과 검정

無 식품 사용 빈도

3. 5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이용하여 영양사 및 영양교

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별 F값과 유의도(p), Eta2값을 모두
확인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5無 식품 사용 빈도의 다변량분산분석 결

사의 학교급 및 식품비 단가가 5無 식품 사용 빈도에 미치는

과 Wilk’s Lamda값이 0.785로 종속변수 간의 차이가 유의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진행하기

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η2의 경우 학교급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종속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

0.114, 식품비 단가 0.085로 나타나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Kim & Lee 2011).

타나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근무지 학교급과 식품비 단가에

5無 식품 사용 빈도의 각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

따라 5無 식품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Table 3) Non-GMO 식품의 사용 빈도는 無방사능, 無잔류

특히 5개 군 중에 Non-GMO 식품(p<0.001), 無방사능 식품

농약, 無항생제, 無화학적합성첨가물 식품의 사용 빈도와 정

(p<0.05), 無잔류농약 식품(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

의 상관관계 보였고 無방사능 식품은 無항생제, 無화학적합

타났다. 초 중 고등학교 세 개 집단 간 순위를 확인하기

성첨가물 식품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無잔류농약 식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Non-GMO 식품은 초등학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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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of the 5 hazard free food use frequency
Non-GMO

*

Non-radio
activity

Non-pesticide
residue

Nonantibiotic

Non-GMO

1

Non-radio activity

0.454***

1

Non-pesticide residue

0.285**

0.182

1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0.324**

0.321**

0.137

1

Non-antibiotic

0.344***

0.316**

0.568**

0.204*

p<0.05,

**

p<0.01,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1

***

p<0.001.

Table 4. Use frequency of the 5 hazard free food by school type and cost of food ingredients
Independent
variable

School type

Cost of food
ingredients

Wilk’s
Lamda

0.785

0.915

F-value
(p)

2.542**
(0.007)

1.846
(0.111)

Dependent variable

F-value
(p)

η2

Post hoc
tests1)

Non-GMO

8.673***
(<0.001)

0.144

Elementary
>middle, high

Non-radioactivity

4.481*
(0.014)

0.080

Elementary
>high

Non-pesticide
residue

3.467*
(0.035)

0.063

Elementary
>high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1.751
(0.179)

0.033

Non-antibiotic

2.334
(0.102)

0.043

Non-GMO

4.372
(0.039)

0.041

Non-radioactivity

1.335
(0.251)

0.013

Non-pesticide
residue

0.172
(0.679)

0.002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4.837
(0.030)

0.045

Non-antibiotic

0.171
(0.680)

0.002

η2

0.114

0.085

1)

post hoc tests: Tukey test.
p<0.05, ***p<0.001.

*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無방사능 식

way 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5). 학교급으로 나눈 세 개

품과 無잔류농약 식품은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

의 집단 중 초등학교(2.09점), 중학교(1.73점), 고등학교(1.33

빈도가 높았다.

점) 순서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다음으로 식품비 단가에 따른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였다(p<0.001). 특히 5無 식품 모두에서 초등학교의 사용

(Table 4) 5개 군 중에서 Non-GMO 식품(p<0.05)과 無화학적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가 無화학적

성첨가물 식품(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첨가물을 제외한 4개의 군에서 고등학교보다 사용 빈도

추가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5無 식품의 구체적인 항목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급식 대상자의 연령대

사용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가 낮기 때문에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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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se frequency of the 5 hazard free food by school type
School type

Characteristic

Elementary (n=32)

Middle (n=32)

High (n=44)

F-value (p)

Sunflower oil grapeseed oil brown rice oil

2.50±1.61b1)

1.53±1.70ab

1.05±1.68a

7.115**(0.001)

Soy sauce (domestic soybean)

3.44±1.41b

2.56±1.95ab

1.95±2.05a

5.948**(0.004)

a

․

NonGMO

․

Soybean paste (domestic soybean)

2.78±1.34

2.34±1.73

1.39±1.60

7.928**(0.001)

Rice grain syrup oligo-sugar
(cornstarch free)

3.31±1.38b

1.97±1.86a

1.20±1.59a

15.781***(<0.001)

Tofu (domestic soybean)

2.91±1.28b

2.47±1.65ab

1.89±1.63a

4.172***(<0.001)

Total

b

2.99±1.00

2.18±1.22

a

1.50±1.32

14.294***(<0.001)

Black neungi chaga mushroom (domestic)

1.31±1.26b

1.19±1.26ab

0.64±0.69a

4.482*(0.014)

b

ab

a

3.878*(0.024)

a

․

․

․

Whole cinnamon (domestic)
Nonradio
activity

b

a

․
Freshwater shrimp․marsh snail (domestic)
Black tea․noni juice (domestic)

0.94±1.34

Total

0.85±0.95

0.54±0.63

0.29±0.35

6.791**(0.002)

Cereal rain (environment friendly)

4.28±1.25

4.22±1.58

3.30±2.06

4.046*(0.020)

Leafy root fruit vegetables
(environment friendly)

3.47±1.57

3.38±1.86

2.80±2.01

1.527(0.222)

Fruits (environment friendly)

2.81±1.55

2.56±1.93

1.84±1.74

3.224*(0.044)

Mushrooms (environment friendly)

3.03±1.40

2.66±1.72

2.30±1.96

1.669(0.193)

Root and tuber crops (environment friendly)

2.88±1.56

2.31±1.79

1.89±1.94

2.823(0.064)

Total

3.29±1.21b

3.03±1.46ab

2.42±1.60a

3.627*(0.030)

Beef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2.13±1.81

1.94±1.72

1.50±1.62

1.357(0.262)

Pork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2.44±1.83

2.81±1.58

1.98±1.56

2.423(0.094)

2.56±1.59

2.53±1.67

2.09±1.43

1.135(0.325)

2.81±1.38

2.66±1.64

2.43±1.69

0.55(0.578)

2.06±1.74b

1.88±1.58ab

1.14±1.39a

3.842*(0.025)

2.40±1.45

2.36±1.34

1.83±1.26

2.235(0.112)

Pork cutlet hamberg steak chicken
(cooking from scratch)

1.25±0.76

0.91±0.59

0.91±0.68

2.862(0.062)

Fish cutlet fried shrimp salmon steak
(cooking from scratch)

0.84±0.68b

0.34±0.48a

0.52±0.51ab

6.692**(0.002)

0.75±0.95

0.44±0.56

0.55±0.66

1.501(0.228)

Fruit and vegetable juice
(cooking from scratch)

0.81±1.00

0.56±0.72

0.50±0.67

1.530(0.221)

Rice cake breads (cooking from scratch)

0.81±1.00

0.50±0.62

0.55±0.66

1.600(0.207)

․

Pine nut hazelnuts cashew nut (domestic)

․ ․

Nonpesticide
residue

b

Chicken meat
Non(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chemically
Egg quail egg
synthesized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additives
Dairy products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

․

Total

․

․

․

․

․

Oiji pickle salted radish
Nonantibiotic (cooking from scratch)

․

Total
Total
Mean±S.D.
1)
Post hoc test: Scheffe test.
*
p<0.05, **p<0.01, ***p<0.001.

b

0.69±1.06

0.30±0.63

0.59±1.04

0.25±0.51

0.18±0.39

3.691*(0.028)

1.00±1.37b

0.53±1.16ab

0.20±0.55a

5.441**(0.006)

0.41±1.01

0.06±0.35

0.11±0.32

2.978(0.055)

b

b

0.89±0.77

b

2.09±0.78

ab

ab

a

0.55±0.43

ab

1.73±0.72

a

ab

0.60±0.48

a

1.33±0.62

3.453*(0.035)
11.06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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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우 학부모가 급식 모니터링에 월 7회 이상 참여한 비율

5無 식품의 구체적인 항목별 사용 빈도 차이를 알아본 결

(19.0%)이 중 고등학교(16.0%)에 비해 더 높았다. 이러한 영

과(Table 6) 식품비 단가에 따른 5無 식품 사용 빈도는 단가

향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의 5無 식품 사용 빈도가 중 고등

가 낮은 집단(1.88점)이 높은 집단(1.51점)보다 유의적으로

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

높게 나타났으며(p<0.05) 5개 군 중에서는 Non-GMO 식품,

로 학부모의 관심도가 낮은 중 고등학교에서 검수 모니터

無방사능 식품, 無항생제 식품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링 등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5無 식품 사용의 확

수 있었다.

․

․

․

Table 6. Use frequency of the 5 hazard free food by unit cost of food ingredients
Cost of food ingredients

Characteristic

․

NonGMO

2.867**(0.005)

Soy sauce (domestic soybean)

3.02±1.78

2.22±1.99

2.184*(0.031)

Soybean paste (domestic soybean)

2.54±1.62

1.72±1.63

2.621*(0.010)

Rice grain syrup oligo-sugar (cornstarch free)

2.67±1.81

1.57±1.70

3.242**(0.002)

Tofu (domestic soybean)

2.90±1.40

1.93±1.60

3.275**(0.001)

2.65±1.23

1.73±1.30

3.781***(<0.001)

Black neungi chaga mushroom (domestic)

1.13±1.27

0.90±0.93

1.063(0.290)

Whole cinnamon (domestic)

0.88±1.36

0.38±0.61

2.319*(0.024)

Pine nut hazelnuts cashewnut (domestic)

0.46±0.92

0.22±0.42

1.685(0.097)

0.79±1.25

0.33±0.88

2.147*(0.035)

0.29±0.87

0.10±0.30

1.451(0.152)

0.71±0.90

0.39±0.42

2.280*(0.026)

Cereal rain (environment friendly)

3.98±1.67

3.77±1.85

0.620(0.536)

leafy root fruit vegetables (environment friendly)

3.23±1.84

3.12±1.88

0.312(0.755)

Fruits (environment friendly)

2.52±1.77

2.20±1.79

mushrooms (environment friendly)

2.56±1.71

2.67±1.79

－0.306(0.760)

Root and tuber crops (environment friendly)

2.48±1.80

2.17±1.84

0.885(0.378)

2.95±1.48

2.78±1.50

0.591(0.556)

Beef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2.00±1.76

1.67±1.67

1.004(0.317)

Pork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2.44±1.71

2.30±1.65

0.423(0.673)

Chicken meat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2.35±1.59

2.37±1.53

Egg quail egg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2.52±1.49

2.68±1.66

－0.041(0.967)
－0.529(0.598)

Dairy products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1.73±1.50

1.55±1.68

0.577(0.565)

Total

․
․
Fish cutlet․fried shrimp․salmon steak
(cooking from scratch)
Oiji․pickle․salted radish (cooking from scratch)

2.21±1.42

2.11±1.32

0.361(0.719)

Pork cutlet hamberg steak chicken (cooking from scratch)

1.21±0.65

0.85±0.69

2.762**(0.007)

0.69±0.62

0.47±0.54

1.978(0.051)

0.73±0.92

0.45±0.53

1.978(0.051)

Fruit and vegetable juice (cooking from scratch)

0.81±0.94

0.45±0.62

2.406*(0.018)

Rice cake breads (cooking from scratch)

0.81±0.94

0.45±0.57

2.485*(0.015)

0.85±0.69

0.53±0.44

2.897**(0.005)

1.88±0.84

1.51±0.65

2.547*(0.012)

․

Total

․

․

․
Freshwater shrimp․marsh snail (domestic)
Black tea․noni juice (domestic)
․ ․

Total

Nonchemically
synthesized
additives

Nonantibiotic

t-value (p)

1.20±1.68

Total

Nonpesticide
residue

≤3,300 (n=48) ≥3,300 (n=60)
2.15±1.74

․

Nonradio
activity

․

Sunflower oil grapeseed oil brown rice oil

․

․

Total
Total
Mean±S.D.
*
p<0.05, **p<0.01,

***

p<0.001.

0.928(0.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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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5無 식품 사용의 확

질’, ‘품목의 다양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5無 식품

대를 위하여 모든 학교를 단일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 학교

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5無 식

급, 식품비 단가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학교별 여건에 적합

품의 ‘맛’을 제외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정도

한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량수급’은 ‘맛’, ‘품질’, ‘품목의
다양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맛’은 ‘품질’, ‘품목의

無 식품 사용 시 문제점

4. 5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이 5無 식품 사용 시 문제점

다양성’과, ‘품질’은 ‘품목의 다양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다음 단계로 학교급과 식품비 단가가 5無 식품 사용 시 문제

을 실시하기에 앞서,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을 실시한 결과(Table 8) 학교급에 따른 5無 식품 사용 시 문

5無 식품 사용 시 문제점 중 ‘가격’은 ‘물량 수급’, ‘맛’, ‘품

였다. 반면 ‘가격’과 ‘맛’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점에서는 ‘품목의 다양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Table 7.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of the problems when using the 5 hazard free food
Price

Supply

Price

1

Supply

0.427**

1

Tastes

0.088

0.431**

**

Quality

0.295
0.217

Quality

Variety of items

1

**

0.472**

1

**

0.381**

0.504**

0.623

**

Variety of items

Tastes

0.600

1

**

p<0.01.

Table 8. Problems when using the 5 hazard free food by dietitian’s general characteristics
Independent
variable

Type of work
place

Cost of food
ingredients

1)

Wilk’s
Lamda

0899

0.963

Post hoc test: Tukey test.
p<0.05.

*

F-value
(p)

1.083
(0.377)

0.764
(0.578)

η2

0.052

0.037

F-value
(p)

η2

Price

1.297
(0.278)

0.025

Supply

1.271
(0.285)

0.024

Tastes

1.565
(0.214)

0.029

Quality

1.121
(0.330)

0.021

Variety of items

4.196*
(0.018)

0.075

Price

0.998
(0.320)

0.010

Supply

1.115
(0.293)

0.011

Tastes

0.303
(0.583)

0.003

Quality

0.660
(0.418)

0.006

Variety of items

0.775
(0.381)

0.007

Dependent variable

Problems
when
Using
5HF
food

Problems
when
Using
5HF
food

Post hoc
tests1)

Elementary,
middle>high

식품 위해요인 배제 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인식 및 사용실태

Vol. 35, No. 1(2022)

59

Table 9. Problems when using 5 hazard free food by type of workplace
School type

Item

Elementary (n=32)

Middle (n=32)

High (n=44)

F-value (p)

Price is expensive

4.25±0.72

4.31±0.74

4.07±0.90

0.967(0.384)

Supply is not Smooth

3.97±0.90

4.06±0.91

3.68±0.91

1.851(0.162)

Tastes is bad

2.72±1.09

3.03±1.18

2.57±1.00

1.725(0.183)

Quality is not constant

3.41±1.01

3.44±0.95

3.07±1.00

1.681(0.191)

b1)

The items are not diverse

b

4.13±0.75

4.09±0.78

ab

Total

b

3.69±0.71

3.79±0.66

a

5.750**(0.004)

a

3.711*(0.028)

3.61±0.72
3.40±0.60

Mean±S.D.
1)
Post hoc test: Scheffe test.
*
p<0.05, **p<0.01.

있었다(p<0.05).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

및 5無식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학교급식이 보다 더 발전할

교에 비해 5無 식품 ‘품목의 다양성’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21년 3월 26일부

추가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집단 간 5無 식품 사용 시 질적

터 4월 4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총 108부를 통계처리에 사

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

용하였다.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Table 9) 중학교

5無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인식 정도가 가장 높

(3.76점), 초등학교(3.69점), 고등학교(3.40점) 순으로 문제점

은 문항은 ‘5無 식품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하다(3.82점)’였다.

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p<0.05). 문항별로는 ‘품목이

다음으로 5無 급식 보급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5無 급

다양하지 않다’에서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 가정통신문 등으로 홍보한 적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Lee H(2018)의 연구에서 영양사

있다(2.87점)’의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無 급

들이 메뉴 작성 시 고려하는 점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식품군

식에 대해 교과목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별 다양성이 51.3%를 차지하였고 중 고등학교에서는 식품

(4.05점)’와 ‘5無 식품은 가정에서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군별 다양성이 3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좋다(4.03점)’의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無

이유로 인해 초등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5無 식품의 다

급식 실시 효과에 대한 기대의 평균은 4.05점이었으며 ‘5無

양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정도가 중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식품이 일반 식품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4.14점)’가 전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식품비 단가와 영양사 및 영양

문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교사의 경력에 따른 5無 식품 사용 시 문제점에서는 집단 간
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無 식품 사용 빈도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 영양사 및 영양교사 근무지의 학교급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5無 급식의 정착 및 효율적인

5無 식품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

운영을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성 부족 등 5無 식품의 사용을

개 군 중에 Non-GMO 식품(p<0.001), 無방사능 식품(p<0.05),

제한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실제

無잔류농약 식품(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로 5無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

Non-GMO 식품은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

로 사용 시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없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無방사능 식품과 無잔류농약 식품은 초등

모니터링함으로써 학교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도를 충

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았다.

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5無 식품 사용 시 문제점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 문제점 중 ‘품목의 다양성(p<0.05)’
에서 학교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

요약 및 결론

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5無 식품 ‘품목의 다양
성’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의사결

본 연구 결과 학교급식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5無 급식에

정과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초 중 고등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5개의 문항 중 ‘5無 식품을 쉽게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5無급식에 대한 인식

구분할 수 있다’의 인식이 가장 낮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

․ ․

․

․

이혜리 박영일 주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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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 22:401-412

들의 5無 식품 사용 경험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5無 식품 표

Jang JA, Ahn SW, Choi MK. 2012. Actual status of school

시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dietitians' recognition and use of superior agricultural

한 학교급에 따른 5無 식품 사용 빈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

products in Daegu. Korean J Community Nutr 17:312-320

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

Jeong MH, Chae IS. 2015. A survey of eco-foodservice

여 검수 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5無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식품 사용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Jeju. J Nutr Health 48:105-112

5無 식품 사용 시 문제점의 결과를 보았을 때 5無 급식의

Jung MH, Chang MJ, Kim SH. 2013. Perception of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격 부담을 낮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5無 식품 개발 및 유통구조의

meals among students, their parents, and nutrition teachers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제로 5無 식품을 사용

at elementary schools in the Jindo area, Jeonnam. J Nutr

하고 있는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사용 시에 문제점

Health 46:369-381

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학교

Jung SH, Lee YE, Park EH. 2015. Use and perception of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5無 식

environmentally-friendly ingredients by dietitians in Chungbuk.

품의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J Korean Soc Food Sci Nutr 44:1567-1582
Kim HJ, Choi MK, Kim MH. 2018. Perception of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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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온도 및 함수율에 따른 오미자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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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Omija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Seed Oil Extrac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Moistur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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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mija seed oil was extracted from Omija seeds, a by-product of Omija, using an eco-friendly pressed extraction method.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12 extracts us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seed moisture content (5, 7.5,
and 10%) and extraction temperature (25, 49, 75, and 100 ) were then investigated. The highest extraction yield was 31.33% at
moisture of 5% and temperature of 75 . The lowest acid value was 4.18±0.25 at moisture of 5% and temperature of 49 or moisture
of 7.5% and temperature of 25 . Peroxide value, iodine value, and saponification value were the lowest at 0.64±0.56 meq/kg, 159.38±
6.03, and 57.60±9.40, respectively, at moisture of 5% and temperature of 25°C.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ics was the highest
at 4,413±125 mg TAE/100 g when the moisture content was 10% and the extraction temperature was 25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oil extracts at 20~100 mg/mL were 28.68±7.30~87.65±2.20%. The maximum antioxidant activity and IC50 were
87.65±2.20% and <20 mg/mL, respectively, for extract obtained at moisture of 10% and temperature at 100 . As a result, the
extraction yield, acid value, peroxide value, iodine value, saponification value, and so on were excellent at moisture content of 5%
and extraction temperature of 25 or 49 . However,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ic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y were
the highest at moisture of 10% and extraction temperature of 100 . In conclusion, extracting Omija seed oil from Omija seeds,
a by-product of Omija, is effective with a pressed extraction method.
Key words: Omija seed, extraction temperature, moisture contents,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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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론

경, 상주, 경남 거창, 충북 단양, 충주, 전북 장수, 진안, 무주
등에서 생산된다(Kim 등 2013).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오미자 나무과

오미자 과육의 일반성분은 수분 57.5%, 조지방 18.8%, 탄

(Schizandraceae)에 속하는 낙엽성의 목본 덩굴성 식물이며

수화물 12.6%, 조단백질 11.1%이고 회분 및 조섬유는 5% 미

6~7월에 개화하여 9~10월에 열리는 둥근 형태의 과실이다

만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Choi 2008). 반면, 오미자 종자

(Jung 등 2000). 보통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하여 사용하는데

의 일반성분은 수분 12.77%, 조지방 37.07%, 리그난(lignan)

오미자 과육은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의 다섯가지 맛

1.78%로 보고되고 있다(Ryu & Kwon 2012). 이 중 리그난

을 내어 오미자라 한다(Mok CK 2005). 국내에서는 경북 문

(lignan)은 오미자의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질로서(Park & Lee

†Corresponding

author: Youn-Je Park, Professor, Dep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2439, Korea. Tel: +82-41-330-1486, Fax: +82-41-330-1489, E-mail: ypark@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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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 구성성분은 시잔드린(schizandrin), schizandrol B

전 세계의 냉압착 오일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및 gomisin N이다(Kim 등 2017). 또한 오미자 열매에는 안토

240억 6,200만 US dollar($24.62 billion)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 붉은색을 띄고 있으며, 수확시기에

5.3%로서 2026년에는 360억 4,000만 US dollar로 예측되고 있

따라 항산화능 및 리그난 함량의 변화가 있다(Choi 등 2011).

다. 국제적으로 생산되는 냉압착 오일은 주로 코코넛 오일,

국내 오미자의 생산량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7,232 ton(M/T)

목화씨 오일, 올리브 오일, 팜 오일, 팜 커넬 오일, 땅콩 오일,

이며 생산액은 약 2,715억원(Korea Forest Service 2021)이다.

유채씨 오일, 대두 오일 및 해바라기씨 오일 등이며(Allied

생산된 오미자는 주로 수확 후 생오미자, 냉동오미자, 건조

Market Research 2021), 이외에도 다양한 종자유를 냉압착 방

오미자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 중 오미자 판매량의 80%

식으로 추출하고 있다.

이상이 생과 형태이며, 20% 정도만 건조 또는 액즙 형태로

그러나 이러한 저온추출의 장점과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가공 후 판매되고 있다(Park & Lee 2017). 민간에서는 과실의

국내에서의 종자유 추출은 대부분 고온 조건에서 진행되고

독특한 맛과 색을 이용하여 차, 술, 화채 등에 이용해 왔고,

있고, 저온 추출에 대한 연구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음료, 차, 엑기스 등의 가공제품의 원료로 이용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되는 부산물인 오미자 종자를 이

고 있다(Kim 등 2015).

용하여 식용 가능한 오미자 종자유를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한편 오미자의 기능성 성분은 과육보다 종자에 더 많이 함

특히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압착법을 이용할 때 추출온도와

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 Lee 2017). 그러나, Kim 등

종자의 함수율에 따른 오미자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

(2017)에 의하면 주요한 기능성 성분이 오미자 종자에 다량

산화 활성을 살펴봄으로써 저온 압착추출에 대한 가능성과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절임 후에 오미자 종자를 포

적정한 추출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함한 대부분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로

재료 및 방법

버려지고 있는 오미자 종자를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분리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
는 식용유의 80% 정도가 식물에서 얻어지고 있는데(Damude
& Kinney 2008), 이들 폐기되는 식물성 종자에서도 식용 가
능한 종자유를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실험 재료

1.
오미자 당절임액의 추출후 부산물을 충청남도 금산군 소
재의 농가로부터 2021년에 입수하였으며 오미자 박과 종자

이러한 식물성 종자유를 채유할 때 종자의 종류와 특성에

를 분리하여 세척한 후 불순물과 당 성분을 제거하고 LDPE

따라 적절한 채유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자유

(low-density polyethylene) 소재의 지퍼백(Cleanwrap, Kimhae,

의 추출방법에는 용제(solvent)와 효소(enzyme)를 이용하는

Korea)에 오미자 종자와 정제수를 넣어 4 로 설정된 냉장고

화학적(chemical) 추출과 고압(high pressure) 추출, 증류 추출

에 보관한 다음 3일 후에 꺼내어 물을 제거하고 냉장온도에

(distillation), 유압 압착(hydraulic press)과 스크류 압착(screw

서 보관하였다(Fig. 1).

press)을 이용하는 기계적(mechanical) 추출이 있다(Çakaloğlu

℃

오미자 종자의 함수율은 일반적인 종자가 가지고 있는 건
조 시 함수율을 고려하여 5%, 7.5%, 10%로 설정하였다. 식품

등 2018).

℃

식물성 종자유를 추출할 때 대부분은 유기용매를 사용하

용 열풍 건조기(L’EQUIP, Hwasung, Korea)의 온도를 49 로

는 용제 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저온 조건에서 기계적 압

설정하고 오미자 종자를 건조하였으며, 함수율은 적외선 수

착을 이용한 압착법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Khoddami 등

분 측정기(Mettler Toledo GmbH, Langacher, Switzerland)를 이

(2014)은 저온 추출은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면서 용매를 사

용하여 확인하였다.

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추출비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Quinsac 등(2016)은 유채 종자유를 저온 추출
한 결과 추출 전 단계에서 69%, 추출단계에서 32%의 전력

℃ 이하의 온도에서 추

추출수율의 측정

2.
오미자 종자유의 추출은 screw 압착방식의 expeller(OIL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49

LOVE, National Engineering, Goyang, Korea) 착유기를 이용하

출된 냉압착(cold pressing) 오일은 정제 공정을 거치지 않아

여 추출하였으며, 직경이 25 mm이고 직경과 길이의 비(L/D

특정한 향을 유지하며 유용한 불포화 지방산 이외에 토콜페

ratio)가 약 10:1인 screw를 사용하였다. Screw의 회전속도는

롤, 페놀 화합물을 정제유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다(Prescha

24 rpm, torque는 74.3 N.m으로 하여 오미자 종자유를 추출하

등 2014). 또한 냉압착 방식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화학

였다.

℃

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고(Yu 등 2005), 오일의 보존기간 중 안

추출온도는 종자의 실온 보존 온도인 25 와 냉압착 온도

정성(stability)과 안전성(safety)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 49 , 상위 온도인 75 와 100 인 4가지 조건으로 설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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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ung) 혼합액(2:1) 100 mL를 가하여 용해하였다. 그 후 1%

↓

thymolphthalein·alcohol 용액(Comscience, Gwangju, Gyeonggi,

Washing pomace with water

ethanol 혼합용액(OCI, Seoul, Korea)으로 적정하였다. 계산식

․

Korea)을 사용하여 청색이 30초간 지속될 때까지 0.1 N KOH

↓

은 아래 식과 같다.

Peeling off seed coat and washing seed

↓

     ×  × 
산가  



Drying seed at room temperature

↓

Putting seed into zipper bag filled with water

↓

정 소비량(mL)

℃

V0: 공실험시의 0.1 N KOH·ethanol 혼합용액의 적정 소비

Staying for 3 days at refrigerator (4 )

↓

량(mL)
F: 0.1 N KOH·ethanol 혼합용액의 역가

Draining water from zipper bag

↓

S: 시료 채취량(g)

℃

5.611: 0.1 N KOH의 1 g 당량(g)

Storing seed at refrigerator (4 )

Fig. 1. Flow chart of preparation process for Omija seed.

℃

℃

․

V1: 시료사용 실험 시 0.1 N KOH ethanol 혼합용액의 적

℃

℃

과산화물가의 측정

2)
오미자 종자유의 과산화물가 측정은 식품공전 일반시험

하였으며, 25 와 49 를 저온추출, 75 와 100 를 고온추

법(MFDS 2016)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오미자 종자유 약 1

출로 분류하였다. 3종류의 함수율과 4종류의 추출온도를 조

g의 시료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chloroform(Daejung) 10 mL

합하여 총 12개의 조건으로 추출용 시료를 구성하였고, 각 조

와 glacial acetic acid(Daejung) 15 mL를 가하여 시료를 용해한

건별로 3개의 시료를 사용하여 총 36개의 시료를 추출하였다.

후 포화 potassium iodide 용액(Daejung) 1 mL를 가하여 혼합

오미자 종자유의 추출은 착유기의 설정온도에서 예열을

하고 10분간 암소에 방치하였다.

진행한 후 오미자 종자를 hopper에 천천히 넣으면서 종자유

10분간 방치되었던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 30 mL를 넣어

와 오미자 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약 5분간 착유기

진탕하고 0.01 N sodium thiosulfate(Daejung)를 이용하여 시료

를 구동하였고, 추출된 종자유는 즉시 차광 용기로 회수하였

의 색이 완전히 투명할 때까지 적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 회수된 오미자 종자유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filter paper

공실험을 실시한 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과산화물가를 계

(Whatman No. 2,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를

산하였다.

사용하여 여과하고, 저울(DE/LP42003, Cas, Yangju, Korea)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오미자 종자유는 암갈
색의 50 mL 코니컬 튜브(SPL Lifescience, Pocheon, Korea)에
넣어

－20℃에서 보관하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

수율의 계산은 아래 식과 같이 하였다.

    ×  × 
과산화물가  



V1: 시료사용 실험시의 0.01 N sodium thiosulfate 용액의 적
정 소비량(mL)
V0: 공실험시의 0.01 N sodium thiosulfate 용액의 적정 소비

추출 오미자 종자유
추출수율   × 
오미자 종자

3.

량(mL)
F: 0.01 N sodium thiosulfate 용액의 역가

오미자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

S: 시료 채취량(g)

산가의 측정

요오드가의 측정

1)
오미자 종자유의 산가 측정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3)
오미자 종자유의 요오드가 측정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MFDS 2016)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오미자 종자유 1 g을

(MFDS 2016) 중 와이스(Wijs)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약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ether(Daejung, Siheung, Korea) ethanol

0.2 g의 시료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chloroform(Daejung)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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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로 용해한 다음, Wijs 시약(Merck, Burlington MA, Germany)

reagent, Junsei, Tokyo, Japan) 100 μL를 가하여 40 에서 1분

25 mL를 가하여 암소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이후 증류수

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7.5% Na2CO3(Sigma-Aldrich, St.

100 mL와 10% potassium iodide 용액 20 mL를 넣고 혼합한

Louis, Missouri, USA) 80 μL를 혼합하였다.

℃

뒤 1% 전분 용액을 가하였다. 0.1 N sodium thiosulphate 표준

이후 40 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Infinite

용액을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하고 아래의 식을 이용하

200,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계산하였다.

였다. 표준물질은 tannic acid(Sigma- Aldrich)를 사용하였고,
표준곡선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  × 
요오드가   



V1: 시료사용 실험시의 0.1 N sodium thiosulphate 용액의 적
정 소비량(mL)

환산하였다.

라디칼 소거능 분석

2) DPPH
오미자 종자유의 전자공여능 또는 라디칼 소거능은 DPPH
(2,2-diphenyl-1-picylhydrazyl)로 Blois MS(1958)의 방법을 변

V0: 공실험시의 0.1 N sodium thiosulphate 용액의 적정 소비
량(mL)

형하여 측정하였다.
오미자 종자유를 n-hexane에 용해하여 20, 40, 60, 80, 100

F: 0.1 N sodium thiosulphate 용액의 역가

mg/mL의 농도로 제조한 후, 농도별로 시료 20 μL와 0.1 mM

S: 시료 채취량(g)

DPPH 용액 180 μL를 혼합하여 20분간 암소에 방치한 다음

1.269: 0.1 N sodium thiosulphate용액 1 mL 당 I2의 양(g)

microplate reader(Infinite 200,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은

검화가의 측정

4)
오미자 종자유의 검화가 측정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MFDS 2016)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약 1.3 g을 검화
용 플라스크에 넣고 0.5 N KOH·ethanol용액(Daejung) 25 mL
를 가한 후 환류 냉각기를 연결하여 수욕상에서 흔들어 주며

℃

아래의 식과 같이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시료 흡광도
DPPH 라디칼 소거능     × 
대조구 흡광도





통계처리

냉각 후 1% phenolphthalein 지시약 1 mL를 가하고 0.5 N

5.
오미자 종자유의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는 3회 반복 측정

chloroform(Daejung)으로 표준용액을 적정하여 미홍색이 없

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동일한 추출온도

어지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였다. 검화가는 아래의 식을 이용

에서 함수율별 및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온도별로 IBM

하여 계산하였다.

SPSS Statics 25.0(IBM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one-way

60 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이후 흐르는 물로 플라스크를

ANOVA를 한 다음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하
    ×  × 
검화가  

여 p<0.05에서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V1: 시료사용 실험시의 0.5 N chloroform 용액 적정 소비량(mL)
V0: 공실험시의 0.5 N chloroform 용액의 적정 소비량(mL)
F: 0.5 N chloroform 용액의 역가

결과 및 고찰
추출수율

1.
추출온도와 함수율을 달리한 오미자 종자유의 추출수율

S: 시료 채취량(g)

은 Table 1과 같으며 13.53±0.40~31.3±0.65%의 분포를 보였

오미자 종자유의 항산화활성
1) 총 폴리페놀 화합물 분석

다. 함수율 10%, 추출온도 100 에서 가장 낮은 추출수율을

오미자 종자유의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Singleton &

결과 함수율 5%에서는 추출온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Rossi(1965)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오미자 종자유

않았다(p>0.05). 종자의 함수율이 7.5%인 시료에서는 추출온

10 mg을 1 mL의 ethanol에 용해한 다음, 다시 ethanol로 10배

도가 75 , 100 일 때 저온 조건인 25 , 49 보다 추출 수

희석한 용액 20 μL와 폴린-시오카토 시약(Folin-Ciocalteu’s

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p<0.05). 함수율

4.

℃

℃

나타내었으며, 함수율 5%, 추출온도 75 에서 최고 추출수
율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온도에 의한 추출 수율을 비교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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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s (%) of Omija seed oil with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s and seed moisture
contents.

℃

Extraction temperature ( )

Moisture
content (%)

25

5

1)
2)

49
Aa1)2)

28.90±1.71

Aa

75
Aa

30.00±1.30

100
Aa

30.67±1.35Aa

Bb

31.33±0.65

Aa

7.5

29.10±0.35

30.23±0.81

25.53±2.04

23.33±1.35Bb

10

21.67±1.19ABb

23.33±2.41Ab

20.33±0.58Bc

13.53±0.40Cc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different upper-case and lower-case superscripts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row and column,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
소 높았으나 75℃와 100℃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3.01%, 32.08±2.72%로 보고되었다(Ryu & Kwon 2012). 볶음

(p<0.05). 이러한 결과는 함수율이 7.5%, 10%인 경우 온도가

수율 조건은 함수율 5%, 추출온도 75 로서 수율이 31.33%

높아질수록 추출수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저온 조

이었으며, 함수율 5%에서 모든 온도 조건과 함수율 7.5%에

건인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 추출온도 25 와 49 의 조건에서도 약 30%의 추출수율

10%에서는 추출온도 49 일 때가 25 보다 추출 수율이 다

공정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본 실험에서의 최대 추출

℃

℃

℃

한편 동일한 추출온도에서 함수율에 의한 영향을 살펴본

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의 추출 수율은 볶음

결과 저온추출 조건인 25 와 49 에서는 각각의 함수율이

전처리 후 screw 추출방식, 열처리 후 초임계 CO2 추출 및

5%, 7.5%에서는 추출 수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n-hexane 추출방식의 수율보다는 낮으나 열처리 후의 diethyl

으나, 함수율 10%에서는 수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고온 조

ether 또는 chloroform과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한 추출 방식과

건인 추출온도 75 , 100 에서는 각각의 함수율이 증가함에

는 유사한 추출 수율을 보였다. 특히, 저온 조건인 25 와 49

따라 수율이 유의미하게 감소(p<0.05)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에서도 추출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자 함수율을 7.5% 이

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추출 온도가 높아질수록 종자의 함

하로 유지하면 특정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과는 유사한

수율이 추출수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추출수율을 나타냄으로써 저온 압착추출의 산업적 활용 가

데, 이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착유 과정에서 종자에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

℃ ℃

℃

해지는 전단력과 마찰력이 수분에 의해 감소되어 추출 수율
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ingh 등 2002).

2.

Lee 등(2015)에 의하면 오미자 부산물인 오미자 종자를

℃

℃

오미자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
산가

℃

150 와 200 에서 10분 및 20분 동안 볶음 전처리를 한 후,
동일한 screw 방식으로 추출하였을 때 오미자 종자유의 추출

1)
산가는 추출한 종자유의 유리 지방산 함량을 측정하여 유

수율은 32.31±0.79 37.49±2.92%이었다. 또한 오미자 열매에

지의 산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함수율과 온도에 따

서 분리한 종자를 65 에서 5분간 열처리한 후 초임계 CO2

라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의 산가는 Table 2와 같으며, 4.18±

추출 및 n-hexane, diethyl ether, chloroform 등의 유기용매를

0.25~6.37±0.87 mg/g의 분포를 보였다. 최저 산가 조건은 함수

사용한 추출 수율이 각각 37.03±1.34%, 36.06±2.34%, 32.27±

율 5%, 추출온도 49

∼

℃

℃ 및 함수율 7.5%, 추출온도 25℃이었으

Table 2. Acid values (mg/g) of Omija seed oil with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s and seed moisture contents
Moisture
content (%)

2)

25

49
Aa1)2)

75

4.18±0.25

5.16±0.87

5.28±1.18Aa

7.5

4.18±0.25Ba

4.37±0.51Ba

4.56±0.61Ba

6.37±0.87Aa

10

Ba

Ba

4.55±0.36

Aa

100

4.48±0.02

5

1)

℃

Extraction temperature ( )

4.71±0.30

Aa

ABa

5.26±0.35

6.08±0.94Aa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different upper-case and lower-case superscripts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row and column,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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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종자유의 과산화물가는 Table 3과 같이 0.64±0.56~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온도에 따른 산가를 분석한 결과,

2.58±0.31 meq/kg의 분포를 보였다. 최저 과산화물가 조건은

함수율 5%에서는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가가 감소하

함수율 5%, 추출온도 25 이었으며 최고 과산화물가 조건은

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

함수율 7.5%, 추출온도 25 이었다.

℃

℃

은 없었다. 함수율 7.5%에서와 10%에서는 온도의 증가에 따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온도의 변화에 따른 과산화물가

라 산가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7.5%에서는

는 함수율 5%에서 추출온도가 상승하면 과산화물가도 높아

100 에서 다른 온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

지는 경향을 보였다. 함수율 7.5%에서의 과산화물가는 특이

내었으며, 10%에서는 고온조건(75 , 100 )과 저온조건(25 ,

하게도 25 일 때가 49 , 75 , 100 보다 높았으며 49 ,

℃

℃ ℃

에 의해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5 , 75 에

℃
75℃간에는 상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0℃에서는 49℃,
75℃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함수율 10%에서의 과산화물
가는 25℃와 100℃가 49℃, 75℃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서는 함수율의 증가에 따라 산가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

℃

℃

49 )간에 통계적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가가 증가하는 반면 함수율

℃ ℃

℃ ℃

℃

℃

나타내어 온도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9 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일한 추출온도에서 함수율의 변화에 따른 과산화물가

경향을 나타내었고 100 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가 감소

는 추출온도 25 에서는 함수율 7.5%일 때 5%보다 높았으나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

함수율이 10%일 때 감소하였고 49 에서는 함수율이 증가

내지 않았다.

함에 따라 과산화물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

℃

℃

℃

Siger & Józefiak(2016)는 유채 종자유의 경우 함수율을 5,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추출온도 75 에서는 함수율의

7.5, 10%로 하여 저온 압착추출(60±10 )을 하였을 때의 산

증가에 따라 과산화물가가 감소 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통계

가가 함수율별로 1.34±0.01 mg/g, 1.40±0.07 mg/g, 1.61±0.08

적인 유의차는 없었고 추출온도 100 에서는 함수율이 5%,

mg/g이었으나, 고온 압착추출(90±10 )을 하였을 때의 산가

7.5% 사이에서는 과산화물가의 변화는 없었으나 함수율

는 함수율별로 1.96±0.08 mg/g, 2.05±0.09 mg/g, 2.13±0.01 mg/g

10%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결과적으로 오미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출온도와 함

자 종자유의 과산화물가에 있어서 추출온도나 종자의 함수

수율의 증가에 따라 산가가 증가하며, 특히 함수율보다 추출

율에 따른 영향은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

℃

℃

온도의 증가에 따라 산가도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러나 볶음 공정을 거친 오미자 종자유의 과산화물가를

데, 이는 본 실험에서 추출온도의 증가에 따라 산가가 증가

측정하였을 때 용매추출인 경우 최대 20.10±1.96 meq/kg,

하는 특성과 일치한다.

screw 압착 추출인 경우는 41.76±2.78 meq/kg으로 보고되고

결과적으로 함수율보다는 추출온도가 오미자 종자유의

있어(Lee 등 2015), 본 실험에서 전처리 없이 screw 압착 추출

산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산가의 측면에서도 저

을 이용한 오미자 종자유의 과산화물가가 볶음 공정을 거친

온 압착 추출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용매 추출 및 screw 압착방식의 오미자 종자유보다 낮은 과
산화물가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과산화물가

실험의 screw 압착 추출방식이 과산화물가에 있어서도 매우

2)
과산화물가는 유지의 초기 산패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용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Table 3. Peroxide values (meq/kg) of Omija seed oil with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s and seed moisture
contents
Moisture
content (%)
5

1)
2)

℃

Extraction temperature ( )
25

49
Bb1)2)

0.64±0.56

Aa

75
ABa

1.33±0.59

Ba

100
Aa

1.97±0.03Ab

Ba

1.66±0.57

7.5

2.61±0.56

1.31±0.55

1.31±0.59

1.97±0.01ABb

10

2.30±0.56Aa

1.10±0.16Ba

1.97±0.01Ba

2.58±0.31Aa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different upper-case and lower-case superscripts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row and column,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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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오드가는 유지내의 불포화 지방산의 양을 측정하는 것

2.18, 104.20±20.65로 나타나 동일한 함수율에서는 볶음 공정

으로 오미자 종자유의 요오드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유보다 요오드가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으며, 159.38±6.03~187.96±14.0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최

(Kim EJ 2010). 또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종자유의 요오드가

저 요오드가 조건은 함수율 5%, 추출온도 25 이었으며 최

가 특별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고 요오드가 조건은 함수율 10%, 추출온도 100 이었다.

함수율 7.5%일 때 오미자 종자유의 요오드가가 추출 온도변

℃

을 거친 호박 종자유가 볶음 공정을 거치지 않은 호박 종자

℃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 온도에 의한 요오드가는 함수율

℃

℃

화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

5%일 때 추출온도 25 와 75 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49

℃

한편, 본 실험에서 측정된 오미자 종자유의 요오드가는

와 100 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며 함수율 7.5%에서는 추출온

130~300 범위에 있어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건조

도 증가에 따른 요오드가의 큰 변화는 없었다. 함수율이 10%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건성유로 판단된다(Park 등 2015).

℃ ℃ ℃
차이는 없었으나 100℃에서는 요오드가가 유의미하게 증가

일 때 추출온도 25 , 49 , 75 에서는 추출온도간에 유의적

검화가

하였다. 동일한 추출온도에서 함수율에 의한 요오드가는 각

4)
오미자 종자유의 검화가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각의 추출온도 25, 49, 75 에서 함수율의 증가에 따른 유의

57.60±9.40~120.81±9.44 mg/g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최저 검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100 에서는 함수율

화가 조건은 함수율 5%, 추출온도 25 였으며 최고 검화가

10%일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5).

조건은 함수율 5%, 추출온도 49 였다.

℃

℃

℃

℃

전체적으로 볼 때, 추출온도와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오미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온도에 따른 검화가는 각각의 함

자 종자유의 요오드가가 증가한다고 보여지나 큰 차이가 나

수율이 5%, 7.5%일 때 추출온도 49 에서 함수율별로 가장

타나지는 않았다. 호박 종자의 경우 함수율이 7.25%일 때 볶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75 에서 감소하다가 100 에서 증가

음공정을 거치지 않고 압착 추출한 종자유의 요오드가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함수율 10%에서는 오히려 49 에서 가

112.70±4.81이었으나, 120, 150, 180 에서 볶음공정을 거친

장 낮은 검화가를 보였으며 75 , 100 로 추출온도가 증가

후 압착 추출한 종자유의 요오드가는 각각 97.36±3.9, 95.84±

하면 검화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

℃

℃ ℃

℃
℃

Table 4. Iodine values (g/100 g) of Omija seed oil with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s and seed moisture contents
Moisture
content (%)
5

1)
2)

℃

Extraction temperature ( )
25

49
Ba1)2)

159.38±6.03

Aa

75
Aa

179.00±9.20

Aa

100
Ba

162.26±10.84

Aa

178.87±1.88Aab

7.5

170.06±5.86

166.29±8.86

169.30±8.97

169.39±4.33Ab

10

164.82±8.94Ba

164.41±4.55Ba

168.70±7.48Ba

187.96±14.00Aa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different upper-case and lower-case superscripts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row and column,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Saponification values (mg/g) of Omija seed oil with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s and seed
moisture contents
Moisture
content (%)
5

1)
2)

℃

Extraction temperature ( )
25

49
Cb1)2)

57.60±9.40

Ba

7.5

81.17±10.21

10

88.50±14.57Aa

75
Aa

120.81±9.44

Ab

101.63±8.00

66.03±10.60Bc

100
Ba

87.17±9.48

Bb

106.33±6.29Aa

63.97±8.49

99.67±10.39Aab

77.90±4.50ABab

93.20±1.80Ab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different upper-case and lower-case superscripts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row and column,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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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추출온도에서 함수율에 의한 검화가는 25 에서

물의 함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동일한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 및 100℃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
℃ 추출조건에서는 함수율이

추출온도에서 함수율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함

반대로 추출온도 49

수율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증가하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75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모든 추출온도에서 함수율이 10%일

5%일 때 검화가가 높고 함수율이 7.5%일 때 감소하다가 10%

때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가 함수율 5%, 7.5% 시료에서 추출

일 때 다시 증가하였다. 100 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 오미자 종자유보다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더 많이 함유

검화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함수율 및 추출

하고 있었다(p<0.05). 다만 75 에서는 함수율 10%의 총 폴

온도에 따른 검화가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

리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더 많았음에도 통계학적으로 유

종자를 완전 건조한 후 200 에서 볶음 처리한 후 압착 추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0.05). 일반적으로 식물

출법에 의해 추출한 동백유, 들기름, 비자유, 피마자유, 참기

에서 추출된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은 친수성의 항산화제로

름의 검화가는 각각 206.17±1.11, 236.83±1.39, 202.34±3.15,

작용하여 유지의 산화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총 폴리

206.06±7.02, 181.29±2.68 mg/g으로 보고되었다(Park 등 2015).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자의 함수율

또한 종자 함수율이 13.2%인 석류 종자를 저온 압착(50 )으

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종자유 추출을 위한 함수

로 추출하였을 때의 검화가는 194.23±3.56~199.61±3.52 mg/g

율은 10%까지가 최대한계라고 보고되고 있어 폴리페놀 성

으로 나타났다(Khoddami 등 2014). 저온이나 고온 추출시 모

분의 증가를 위한 함수율의 증가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 높은 검화가를 나타내는 이러한 결과는 종자유의 검화가

(Siger & Józefiak 2016).

℃

℃

℃

가 압착추출의 온도에 의한 영향보다는 종자의 종류 등 다른

본 실험방식과 추출방법을 달리하고 오미자 종자를 이용

조건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하여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의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비교

실험 결과 함수율 및 추출온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하면, 오미자 부산물인 오미자 종자를 95%의 에탄올로 추출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의 오미자 종자

한 오미자 종자유의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3,722±

유는 다른 종자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검화가를 나타내고

65 mg TAE/100 g이었고(Kim 등 2017), 생오미자 종자를

있어, 향후 산업적으로 활용시 정제 공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n-hexane으로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는 1,450 mg GAE/100 g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yu & Kwon 2012)의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

3.

오미자 종자유의 항산화활성

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었다.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

미자 종자유의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함유율을 보면 생오

오미자 종자가 아닌 오미자 열매를 전처리하여 추출한 오
미자 열매를 동결건조한 후 50% 에탄올로 추출한 오미자 종

1)
총 폴리페놀 함량의 측정값은 2,867±887~4,413±125 mg

℃

자유는 최대 71.59 mg GAE/100 g(Park 등 2013), 건조 오미자

TAE/100 g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함수율 10%, 추출온도 25

의 열매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80 에서 추출하고 농축한 후,

에서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가 최대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건조한 시료를 측정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2,862.6±

(Table 6).

14.6 mg/100 g으로 측정되었다(Kim & Choi 2008). 또한 열풍

℃

동일한 함수율에서 추출온도에 따른 총 폴리페놀성 화합

건조 오미자, 원적외선 건조 오미자, 진공동결 건조 오미자

Table 6. Total polyphenol content (TAE mg/100 g) of Omija seed oil with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s
and seed moisture contents
Moisture
content (%)
5

1)
2)

℃

Extraction temperature ( )
25

49
Ab1)2)

3,267±123

Ab

75
Ab

3,507±255

Aab

100
Aa

2,867±887

Aa

3,630±75Ab

7.5

3,630±316

3,710±465

3,673±1,444

3,783±312Aab

10

4,413±125Aa

4,257±248Aa

4,307±722Aa

4,247±264Aa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The different upper-case and lower-case superscripts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row and column,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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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말화한 후 측정한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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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식별로 각각 1,021±86.31 mg/100 g, 1,001.25±96.69 mg/100 g,
1,663.70±51.06 mg/100 g으로 분석되었다(Lee 등 2014).
결과적으로 오미자 열매를 이용한 추출방식이 종자만을
이용하여 추출한 방식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총 폴리페놀
성 화합물을 추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미자 종자유
를 추출하기 위한 재료에 있어 본 실험 방식으로 오미자 종
자를 이용하는 것이 오미자 열매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하거
나 전처리를 하여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보다 더 높은 함량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오미자 종자유 추출을 위하여 부
산물인 오미자 종자를 압착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B)

라디칼 소거능

2) DPPH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석은 항산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변화
할 때 DPPH 용액의 색이 분홍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Brand-Williams 등 1995). DPPH는
분자 내에 라디칼을 함유하는데,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라
디칼이 소거되며, DPPH가 감소하는 정도로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다(Kim 등 2020). 이 방법은 DPPH 라디칼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ABTS와 같이 전처리가 필요없어 단순

(C)

화합물이나 복합 화합물에서도 항산화 활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유용한 방법이다(Magalhães 등 2008). 따라서 오미자 종자
유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석법으로 측정
하였고, 추출온도 및 오미자 종자 함수율에 따른 DPPH 라디
칼 소거능 측정값은 Fig. 2와 같다.
시료의 농도를 각각 20, 40, 60, 80, 100 mg/mL로 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여 100 mg/mL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오미자 종자유의 농도
가 100 mg/mL일 때 대부분의 조건에서 80% 내외의 높은 항

℃

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추출온도 100 , 종자 함수율
10% 조건에서 가장 높은 87.65±2.20%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내었다. 종자유의 농도가 20 mg/mL일 때는 대체적으로 35%

℃

내외의 값을 나타내었고, 추출온도 75 , 종자 함수율 5% 조
건에서 가장 낮은 28.68±7.30%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

℃

Fig.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Omija seed oil. (A) 5% of moisture content, (B) 7.5% of
moisture content, (C) 10% of moisture content. The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나 추출온도가 증가하고 함수율이 높은 100 , 10% 시료에
서는 70.57±2.34%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서 추출온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의 통계적인 유의

결과는 높은 농도에서는 추출온도와 함수율에 따른 DPPH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B의 종자의 함수율 7.5%에서는

라디칼 소거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낮은 농도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

서는 추출온도와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

데, 25 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다른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고, 49 와 75 에서의 항산화 활

Fig. 2A에서 종자의 함수율 5%의 경우, 대부분의 농도에

℃

℃

℃

성은 조금 증가한 값으로 서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추출조건에 따른 오미자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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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2C에서 종자의 함수율 10%일 때 전반적으

℃

로 추출온도 100 에서 다른 온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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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미자 부산물인 오미자 종자로부터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압착법을 이용하여 오미

Teng & Lee(2014)은 오미자 종자를 함수율 8%로 건조시켜

자 종자유를 추출하고, 추출조건에 따른 오미자 종자유의 이

분쇄한 후 동시 증류추출, microwave 가열추출, soxhlet 추출

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미자 종

방식을 이용하여 오미자 종자유를 추출한 다음, DPPH 라디

자의 함수율 5, 7.5, 10%와 추출온도를 25, 49, 75, 100 로

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20 mg/mL에서 약 15~40%, 40

조합한 12가지의 추출조건에서 expeller 방식의 착유기를 이

mg/mL에서 약 30~70%의 항산화 활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

용하여 종자유를 추출하였다. 최고 추출수율은 함수율 5%,

데,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추출한 오미자 종자유의 항

추출온도 75 에서 31.33%이었으며, 최저 산가는 함수율

산화 활성과 비슷한 결과이다.

5%, 추출온도 49 와 함수율 7.5%, 추출온도 25 에서 4.18±

℃

℃

℃

℃

오미자 종자유의 IC(Inhibitory Concentration)50을 분석한 결

0.25이었다. 과산화물가와 요오드가, 검화가 모두 함수율

과 종자의 함수율 10%, 추출온도 100 에서 가장 강한 활성

5%, 추출온도 25 에서 최저값을 나타내었으며, 각각 0.64±

(<20 mg/mL)을 나타내었다. 종자의 함수율이 5%인 조건에서

0.56 meq/kg, 159.38±6.03, 57.60±9.40이었다. 총 폴리페놀성

는 IC50 값은 100 , 49 , 25 , 75 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으

화합물은 함수율 10%, 추출온도 25 에서 최대값인 4,413±

며 함수율이 7.5%인 조건에서는 100 , 75 , 49 , 25 의

125 mg TAE/100 g이 함유되어 있었고, DPPH 라디칼 소거능

℃

℃ ℃ ℃ ℃

℃ ℃ ℃ ℃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함수율이 10%인 조건에서는 100℃,
75℃, 25℃, 49℃의 순서로 낮게 나타나 동일한 함수율에서

℃

℃

은 20 mg/mL에서 100 mg/mL까지 측정한 결과 28.68±7.30~
87.65±2.20%이었다. 최대 항산화 활성은 함수율 10%, 추출온

℃

추출온도에 따른 IC50 값은 특별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

도 100 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87.65± 2.20%, IC50은

다. 또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함수율에 따른 IC50 값을 살

20 mg/mL 이하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추출수율과 산가, 과

펴보면 모든 함수율에서 추출온도 100 일 때 가장 낮은 IC50

산화물가, 요오드가, 검화가 등 이화학적 특성에서는 5%의

값을 나타내었다. 추출온도가 25 일 때 함수율이 5%와

낮은 함수율과 25 , 49 의 저온 조건에서 추출하는 것이

7.5% 사이에서 IC50 값이 약간 증가한 후 함수율 10%에서는

우수하였다. 그러나, 총 폴리페놀성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은

다시 감소하였으나, 추출온도 49 일 때는 반대로 5%와

함수율 10%, 추출온도 100 에서 추출하는 것이 우수하였

7.5% 사이에서는 IC50 값이 감소하였다가 함수율이 10%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압착법으로 오미자 종자유

증가하면 다시 증가하였다. 75 와 100 에서는 함수율이 증

를 추출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부산물인 오미자 종자를

가함에 따라 IC50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압착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오미자 종자유 추출방

℃

℃

℃

℃

℃

결과적으로 종자의 함수율과 추출온도에 따른 오미자 종

℃ ℃

℃

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유의 IC50 값의 변화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
으나, 대체적으로 높은 추출온도와 높은 함수율 조건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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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장의 궐위 시에는 총괄부회장이 회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고문회,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괄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학술, 편집, 사업, 재무, 홍보 등 회장이 부여하는 분야를 관장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문서수발, 회의준비 등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행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6. 학술이사는 학술발표, 강연, 학술토론 등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정보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사업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담당한다.
9. 재무이사는 회비, 참가비, 협찬금 등의 수령과 각종 경비의 지출을 담당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10. 홍보이사는 회원수 증대 및 학술대회 참가자수 증대를 위한 홍보업무와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3. 지부장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활동을 주재하며, 본회와 지역간의 연락을 원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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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고문)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회칙에서 부여한 임무를 하게 하도록 고문 약간명을 둔다.
② 고문은 본 학회의 명예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 13조 (명예회장)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후원을 하도록 명예회장 약간명을 둔다.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퇴임 때까지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고문회, 임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 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전반기(하계) 및 후반기(동계) 연 2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
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인준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 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은 정회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이사회에서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최근 2년간 학회활동 실적을 참조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추천한다.
1.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
2. 연구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성 회원
3. 정회원으로서 장기간 활동한 회원
③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평의원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그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의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예산안의 심의
2. 사업계획의 심의
3. (삭제) <2016.6.16.>
4. 회장 후보의 추천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부득이한 사유로 평의원회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서신 및 전자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평의원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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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으로 성립하고,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해임 할 수 있다.
1. 회원 탈회자
2. 학회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3년 연속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평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17조 (고문회)
① 고문회는 회장,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고문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문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또는 의결한다.
1.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2.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장후보의 심의
제 18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4.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심의 및 의결
5. 임시총회의 소집 여부
6. 회칙 개정안 발의
7. 각종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건의에 대한 최종심의 및 의결<신설 2016.6.16.>
제 1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총괄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서의 작성
2. 본 회의 제반 사업과 행사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이의 집행
3. 회원가입 신청의 승인
4. 평의원 추천
5.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입안
6. 각종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0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및 정보지의 편집과 보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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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제 20조의2 (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혐의의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하며, 그 외 인원은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본조신설
2016.6.16.]

제 5장 재 정
제 21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각종 회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찬조금, 수익 사업금, 논문 게재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2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예산 및 결산)
① 예산안은 재무이사가 편성하고, 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가예산 상태로 운영하되 이를 즉시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즉시 재무이사가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시

상

제 25조 (학회상의 종류) 본 학회에서 시상하는 상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공로상 : 우리 학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2. 학술상 : 식품영양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현저한 연구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3. 우수포스터상 : 하계, 동계 각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발표를 한 사람(공동발표자 포함)에게 수여한다.
제 26조 (수상자 선정 등) 수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시상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보 칙
제 27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입안하고,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
에서 의결한다.
제 2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이 발의하며, 총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4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칙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총괄이사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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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년

6월 23일 제정

2016년 4월 21일 개정
2016년 12월 03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연구윤리 정의)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고하여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학문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여 한국식품영양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 회원들에게 연구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윤리규정의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
행물(학회지와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되는 내용과 관련 있는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 2장 연구수행의 윤리규정
제 4조(연구의 진실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저자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심사자는 모두 학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 5조(데이터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이전에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승인이 필
요한지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이나 공개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며 필요시 다른 연구자들
이 결과 확인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조(연구발표) 모든 연구결과는 완전하고 공정한 설명과 함께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의 방법, 연구자가 발견
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정직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7조(저작권의 보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저자들에게 주어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
용될 경우에는 학회지 및 학술대회발표집의 발행인인 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제 8조(저자의 순서와 소속표시) ① 저자란에 실릴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표기하며 저자들은 저자 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
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9조(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의 책임) 교신 또는 책임저자는 동료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
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교신저자의 실수나
누락 부분이 자신뿐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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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참고문헌의 인용원칙) 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논문에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
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참고문헌의 출처 표시와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명, 학술지의 권

․호수, 페이지, 출간 년

도 등 인용의 모든 요소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인용을 밝
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 3장 연구 부정행위의 윤리규정
제 11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의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 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기록이 정확하

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
현에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처음의 연구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
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 12조(표절의 유형) 표절의 유형은 “아이디어 표절”과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복사하는
“텍스트 표절”,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의 추가, 삽입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는 “모자이크 표절” 등이 있다.
제 13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
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나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되는 문
헌도 인용해야 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14조(지양해야 할 관행) 논문의 발표 시,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어 논문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
는 “명예” 저자 관행,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연구를 여러 갈래로 쪼개어 작은 연구를 여러 개 만드는 관
행, 연구를 검토 없이 조급하게 발표하는 관행 등은 지양해야 한다.
제 14조의2(생명윤리) 인간 대상 연구를 시행한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IRB의 승인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논
문에 명시하고, IRB 승인서 사본을 학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IRB승인의 필요한 연구와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연구방법

IRB 승인 기재 의무화 시행일자
(시행일자 이후 투고시 의무화)

인체적용시험

2017년 7월 1일

동물실험

2017년 7월 1일

설문조사
(survey, 관능평가 포함)

2018년 1월 1일

비고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6개월~1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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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논문심사의 윤리규정
제 15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
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자신이 심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심사자는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
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
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6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
가 해야 한다.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대학원 학생이나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제 17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삭제(2016년 4월 21일)

제 5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및 윤리위원회
제 18조(윤리규정 준수의무)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연구 행동을 책임지고 연구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19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및 조사)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위반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 20조(윤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혐의의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하며, 그 외 인원은 편집위원
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21조(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②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한 폭 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2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①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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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 할 수 있다.
제 2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를 이유로 불이
익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
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
으로 결정한다.
② 징계가 판정된 회원의 연구결과는 학회지나 학술 대회발표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금
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회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 25조(윤리규정의 수정) ① 윤리규정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간사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임원회에서 심의한 후 평의
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 1조(효력발효) 본 윤리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효력발효) 본 윤리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효력발효) 본 윤리규정은 2016년 12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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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Rules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
Amended on 23/06/2008

Amended on 21/04/2016
Amended on 03/12/2016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 of Research Ethics
The term “research ethics” means honestly conveying information in the research conduct, using resources efficiently,
and performing responsible study by objectively and accurately reporting study results.
Article 2: Purpose of Ethics Regulations
This regulation aims to enhance research ethics to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ety”) and prevent research misconducts by proposing standards to secure ethics and
truth in academic research and fairly verify misconducts.
Article 3: Application Objects of Ethics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shall apply to all of the registered members as well as any members related to contents presented in
all publications (the journal of the Society and symposium publications) regularly issued in the Society

Chapter 2 Ethics Regulations on Research Conduction
Article 4: Truth in Research
An author who conducts a research and presents its results and a dissertation review committee member who evaluates
the research results shall carry out research activity transparent and sincere without doing any act against conscience as
scholars
Article 5: Data Management
5.1. A researcher shall confirm the ownership of data and authorization to use the data prior to collecting necessary
data. In addition, the researcher must carry out the study with clear understanding on the obligation and right imposed
upon the collection or disclosure of data.
5.2. Data shall be collected and recorded through appropriated measures in reliable and valid manner and must be
retain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other researchers to verify results and assessable to be used as other purposes
by publicly presenting the findings.
Article 6: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All of the research results shall be accurately reported with a thorough and reasonable explanation. An honest and
transparent evaluation must be conducted to examine if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er’s opinions are adequately
presented in the findings or results of the study.
Article 7: Retention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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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nciple, the copyright is given to the authors wh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e research. However, the
Society,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and publications of symposiums, has the right of using the copyright in case the
finding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such as education, and others.
Article 8: Order of Authors and Affiliation
8.1. For the space stating the authors, the order of authors shall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contribution made on
the research upon the mutual consent among corresponding authors. In addition, the authors shall be able to explain the
principles of such orders.
8.2. In principle, the affiliation of the author is stated by the name of the i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research
conduct. However, when other customary practices are applied in other field, the author may state the affiliation in
accordance with custom.
Article 9: Responsibility of the Corresponding Author or Senior Author
The corresponding author or senior author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accuracy of data, the list of all authors, approval
for final draft of all authors, all of the exchanges and responses to questions, and others by representing co-researchers.
In addition,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be fully aware of that mistakes and omissions made by himself/herself and
co-researchers have a great influences in their careers.
Article 10: Citation Principles of References
10.1 The author may cite the part of other researchers’ study in his/her research paper as the original text or the
translated version.
10.2 The author sha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ensure the accuracy in stating sources and making the list of
references.

Chapter 3 Ethics Regulations on Misconduct
Article 11: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11.1. The research misconduct is defined as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other unfair activitie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designing, carrying out, reporting, and evaluating and assessing the research.
11.2. “Fabrication” means reporting the research data or results, etc. that do not actually exist but have been fabricated.
11.3. “Falsification” means manipulating research data or equipment and process or exhibiting research record
inaccurately by deliberately changing or deleting research results.
11.4. “Plagiarism” means using the entire of partial research ideas, processes, results, and etc.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of any other person without citing the appropriate sources and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 of the founder of
such findings.
11.5 “ Repeated publication” means publishing an identical or almost similar research in other journals two (2) or more
times without stating the initial research contents that have been already presented to publishers or readers.
Article 12: Types of Plagiarism
Types of plagiarism is classified as “idea plagiarism”, “text plagiarism”, copying a part from other persons’ text without
citing the source for the ideas of other authors, “mosaic plagiarism”, combining a part of a text with a few words
added, inserted, or replaced with synonym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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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Prohibition of Distortion in References
13.1. Cited references shall only includes directly related references to the contents of research paper. The author shall
not deliberately include irrelevant references for the purpose of intentionally increasing citation index of articles or
journals and the probability of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13.2. The author shall not biasedly include only references favorable to data or theories of his/her articles. The author
has ethical responsibility to cite references contradicting against his/her point of view.
Article 14: Practices to Avoid
The following practices should be avoided including a practice of “honoring” author by listing unqualified authors who
have made no contributions in publishing research papers as one the authors, practice of dividing a research into many
studies only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and practice of hastily publishing articles without review
process.
Article 14-2 : Bioethics
When submitting a paper on human subjects, It should be noted in the paper that IRB approval and consent of the
subject has been obtained. A copy of the IRB approval must be submitted by e-mail of society. The effective date of
IRB approval is as follows.

Research type

Date of enforce
(After date of enforce, make
indication of submission)

human subject

Jul, 1, 2017

Animal experiment

Jul, 1, 2017

Question investigation
(survey and sensory evaluation)

Jan, 1, 2018

Note

Suspend periods(6 month ~ 1 year)
for minimize of researchr’s confusion

Chapter 4 Ethics Regulations for Dissertation Review
Article 15: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Dissertation Examiner
15.1. The dissertation examiner shall report the review results to the Publishing Committee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the review regulations by sincerely examining the submitted dissertations.
15.2. The examiner shall immediately turn in the research paper to the Publishing Committee once the submitted
dissertation is determined to be inadequate for the examiner to review.
15.3. The examiner shall objectively evaluate the dissertation by applying strict scientific and research standards
regarding the quality of dissertation, the experimentability of research, and conceptuality and interpretation, and must be
able to adequately explain or support the assessment made upon his/her judgement.
15.4. The examiner shall respect the author’s intellectual independence, prevent the author from wrongfully citing other
scientists’ research, and well coordinate contradictions that arise ou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ed parties.
15.5. The examiner shall abide by the confidentiality of research paper that is still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shall not publicize any information, assertion, interpretation or any other matters of the unpublished manuscrip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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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Unethical Acts of Examiner
For fair evaluation and confidentiality, examiners shall refrain from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unethical acts.
16.1. an act of assigning research paper view that is requested to the examiner to post-graduate students or any third
party
16.2. an act of discussing the contents of research paper while the viewing of the dissertation is still in progress.
16.3. an act of turning in the copy of research paper or retaining the paper without shredding it despite the review
process is completed
16.4. an act of using abusive words categorized as a form of defamation of character and personal attack in the
process of dissertation review
16.5. an act of evaluating the dissertation without reading the paper
Article 17: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Publishing Committee : Delete(21 April 2016)

Chapter 5 Implementation of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and the Ethics Committee
Article 18 Duty of Obedience
The members of the Society shall take responsibilities on their research activities upon the signing up as the member,
accept research misconduct seriously and they a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the
Society.
Article 19 Report and Investigation of Violations of the Ethics Regulations
In case where a member of the Society recognizes the ethics violation of another member, the member must remind
the ethics regulations to the another member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Ethics Committee when the violations are
not corrected.
Article 20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Ethics Committee
20.1. The Committee aims to verify the allegation and truth of research ethics vio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ethics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Society.
20.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about seven (7) commissioners.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shall serve as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nd the vice chairman shall serve as the chief of editor. The other members of publishing
commission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Publishing Committee.
Article 21: Rights of the Ethics Committee
21.1. The Ethics Committee is authorized to receive reports on alligation of the research misconduct and investigate for
the verification of truth.
21.2. The Committee may impose sanctions as stipulated in the Society regulations, if violations are verified to be true
upon the conduction of extensive investigation with informants, examinees, witnesses, other persons to attend, and
submit materials relevant to the case.
Article 22: Judgment and Sanctions of the Eth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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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The verification process of viol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hases of preliminary examination,
main examination, and judgement and the process must be terminated within six (6) months. Provided, That the
investigation period may be extended upon the approval of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in case the investigation is
deemed difficult to be completed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22.2. In case an informant or an examinee is dissatisfied with the judgement, those persons may raise an objection in
writing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y are informed of the notification. In such event, the Ethics Committee may
reinvestigate, if necessary, upon the reviewing objection.
Article 23: Protection of Informant and Examinee
23.1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nt and investigated subject in the event that the
informant receives disadvantages or unjust pressure due reporting alleged misconduct and its investigation, the
Committee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informant.
23.2 The informant has right to request necessary information on investigation process or schedules after reporting
alleged misconduct and the Committee shall faithfully comply with it.
23.3 The identity of the examinee shall not be disclosed and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protection of the honor and
rights of the examinee until a judgement on alleged misconduct has been reached by the Committee.
Article 24: Procedures and Contents of Disciplinary Sanctions
24.1. In case where any disciplinary sanctions need to be taken,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convene the
meeting and conclusively determine if disciplinary sanctions will be imposed or not and the forms of sanctions.
24.2. Once the sanction is finalized, the member may be suspended or deprived from research paper submission and
member’s qualification

for the next five (5) years and such measures may be informed or publicized to the subject or

his/her affiliated institution and journals.
Article 25: Revision of the Ethics Regulations
25.1. In case where revision of the ethics regulations is required, the amendment shall be prepared by the Board of
Directors, deliberated to the Board of Executives, and decided by the resolution of the Advisory Council.
25.2. Members who pledged to comply with the previous regulations shall be deemed to agree to comply with the
amended regulations without additional pledge.

Addendum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ese regul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3rd, 2008.
Article 2: Date of Enforcement
These regul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1rd, 2016.
Article 3: Date of Enforcement
These regul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3r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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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영양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1988년 7월
1996년 8월
2002년 8월
2004년 3월
2009년 3월
2012년 6월
2013년 9월
2015년 12월

1. 한국식품영양학회지는 식품

․영양에 관한 연구논문, 연

5일
16일
8일
26일
25일
22일
28일
17일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90년 12월 10일 개정
1998년 12월 18일 개정
2003년 3월 8일 개정
2006년 3월 25일 개정
2010년 8월 14일 개정
2013년 6월 20일 개정
2014년 6월 20일 개정
2016년 6월 16일 개정

상인 경우에는 교신저자 성명 앞에 †표시를 한다. 소속
*, **,

구노트, 연구속보 및 총설 등을 게재한다. 단, 총설은 본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저자 이름 끝에 위첨자로

학회에서 위촉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

***

경우에 한한다.

같은 부호를 붙인다. 교신저자는 1면 하단에 영문으로

2. 투고자 중 주 저자와 교신저자는 본회 회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청논문은 예외로 한다.
3.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http://ksfn.kr)의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으로 한다.
5. 원고 투고 관련 문의는 편집이사에게 한다.
E-mail: foodnutr1@naver.com

을 순서에 따라 붙이고, 해당인의 소속기관 앞에도

성명, 소속기관,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국문 저자명은 저자명 사이에

․

“ ”를, 영문은 저자명 사이에 “ , ”를 넣는다.
10. 원고 제 2면에는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영
문으로 된 Abstract를 첨부한다. 초록은 200단어 내외
의 줄 바꿈 없는 단일 문단으로 하되 본문과 분리하여
도 논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6. 논문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인쇄순서는 논문 심사

결과가 나타나도록 작성하며, 하단에는 5개 내외의 영

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다. 논문의 접수일은 논문이 본

문주제어(keywords)를 기입한다(keywords는 모두 소문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도착한 날로 한다.

자 영어로 표기).

7. 전문가 심사과정은 논문 게재 시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11. 논문의 형식은 서론, 재료 및 방법(또는 연구 대상 및 방

위해 진행 한다. 모든 논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편집

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및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이사나 편집위원에 의해 선정된 익명의 심사위원은 최

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하며, 쪽 구분 없이 계속 연

소한 2명으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사한다.

결하여 작성한다.

논문 주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은 논문의 실험

12. 연구노트는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

설계 및 결과의 독창성, 중요성, 타당성이 유효한지를

방법과 좋은 내용을 정리한 논문으로, 논문형식을 기준

평가한다. 논문 저자는 즉시 편집이사의 채택이나 불가

으로 작성하되 2,500단어 이내, Table과 Figure 합이 3

또는 수정 후 재심 결정을 통보 받는다. 심사위원은 논

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문 수정을 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채택 또는

13. 모든 표 및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제목은

불가를 편집이사에게 전달한다. 논문 저자는 편집이사

Table 1, Fig. 1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로부터 최종 결정을 통보 받는다. 최종 수정된 논문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기재한

한국식품영양학회 서식과 규정에 완전히 부합할 때 다

다. Table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Fig.의 제목은 그림의 하

음호에 게재 될 수 있다.

단에 기재한다.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Fig. 1 등으

8.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12포인
트, 줄 간격은 200%로 한다.
9. 원고 제1면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 및 소

로 표시한다. Table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목
끝에 “continued”를 표기해 준다.
14. Table의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혹은 문장 아래 아라비아 숫자

속기관을 나타낸다. 제목 상단에 압축한 소제목(Running

3)

title)을 기재한다. 소제목(Running title)은 논문의 내용을

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0.05나 p<0.01을 나타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짧게 하며 논문 저자가 두 사람 이

때만 사용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으로 나타내며 부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a, b, c, d

*, **

1), 2),

표시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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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15.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 중에 작성하거나, 한 장에 하나씩
작성하여 본문 뒤에 순서대로 첨부한 후 본문 중에 그

95

AOAC. 1980. The Association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3th ed. pp.3508-3515
3) Bulletin, 학위논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은 사진 또는 컴퓨터로 깨

Hur YH, Lee SG, Suh JS. 1987. Studies on the change in

끗이 작성하여 정판원고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components of γ-irradiated soybean during fermentation.

16. 본문 중에 인용되는 References는 저자명과 연도별로 인
용하며,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문헌의

Ann Bull Seoul Health Junior College 7:7-14
Ciacco CF. 1983. A study on mineral contents in processed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foods. Ph.D. Thesis, North Dakota State Univ. Fargo.

1) 인용되는 문헌은 해당부위에 영문 성(family name)으

North Dakota

로 된 저자명과 연도를 괄호하여 표기한다. 저자가 1

4) 특허

인 일 때는 저자의 성과 이름 약자를 모두 표시하고

Bernard S. 1988. Preproofed, frozen and refrigeration and

저자가 2인 일 때는 두 저자의 성만을 표시하고, 3인

crusty bread and method of making same. US Patent

이상일 때는 제 1저자 성을 표기하고 ‘등’을 쓴다. 동

4,788,067

일저자의 같은 연도 발표논문인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로 표기한다.

Huhtanen CN. 1988. Preparation of cold water dispersable

예: 문장 처음에 오는 경우
Kim HJ(2005)는

5) 학회에서 구두 발표된 원고

…

Kim & Lee(2007)는

…
Park(2007a)은 …

…

Kim 등(2008)은

문장 끝에 오는 경우
(Kim HJ 2005), (Kim & Lee 2007), (Kim 등 2008).
2) 본문 중에 인용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표기하고, 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예: (Lee 등 2007; Kim HJ 2008; Park & Kim 2008)
17.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적극적으로 인용(2편
이상)할 것을 권장한다.

cocoa powder. Abstract 21, 42nd Ann Meeting Inst
Food Technol Atlanta
6) 인터넷 규정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The statistics
of mortality and the cause. Available from http://www.
kostat.go.kr [cited 20 January 2014]
19. 논문 약호는 Chemical Abstracts에 준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로 표기한다.
20.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가능한 국제단위(SI
unit)로 표기한다. 단위와 술어의 약자는 본 학회가 권
장하는 방법을 따르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문에
처음 나올 때 설명하여야 한다.
21.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18. References의 배열은 저자의 영문성의 알파벳 순으로 한

하며, 교정 중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단, 논

다. 인용문헌에서 게재 학회지의 약어는 국제 약어 기

문편집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이사가 이

록 관례에 따른다. References의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를 교정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1) 학술잡지

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Kim KW, Ko CJ, Park HJ. 2002. Mechanical properties,

22.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칼라

water vapor permeabilities and solubilities of highly

사진으로 인쇄할 경우나 30부 이상의 별책을 원할 경우

carboxymethylated starch-based edible films. J Food

에는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Sci 67:218-222
2) 단행본
Brock TD, Smith DW, Madigan MT. 1984. Biology of
Microorganisms. pp.100-105. Prentice-Hall. Inc.

23. 한 호에 게재되는 논문은 주 저자 1명 당 2편으로 제한
하며 해당 월의 20일까지 편집완료 된 30편 이내의 논
문을 게재한다.
2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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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micrometer
millimeter
centimeter
meter
milligram
gram
kilogram
milliliter
liter
second
minute
hour
milliliter/minute
meter/second
percent
%(weight/volume)
milligram percent
pH

표기방법
2 μm
4 mm
6 cm
2 m
2 mg
4 g
6 kg
2 mL
4 L
2 s
4 min
6 h
2 mL/min
4 m/s
20%
20%(w/v)
100 mg%
pH 7.0

단 위
part per million
molarity
normality
temperature
absolute degree
mega pascal
kilocalorie
gravity
약 어
optical density
dextrose equivalent

표기방법
20 ppm
0.1 M
0.05 N
0.01 N HCl
60℃
180℉
270K
25 MPa
2,000 kcal
10,000×g

O.D.
D.E.

범

위

1.0~2.0 mg

수

식

(a+b)/(c+d)

※ 학회지 투고규정이 2016년 6월 16일자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9권 4호 이후의 논문 투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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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2013
17/12/2015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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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ed
Amended
Amended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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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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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98
08/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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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3
20/06/2014
16/06/2016

1.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Nutrition

or major revision of manuscripts. The editor will consider

shall publish review research articles, research notes,

the revisions, and recommend to the editor-in-chief either

and provided, That reviews shall be published only in
cases of appointment by the Society and deliberation of

to accept or reject the revised manuscript. The author
will then be informed by the editor-in-chief of the final

the Publishing Committee.

decision. When the final revised manuscript is completely

2. In principle, the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among paper contributors shall be limited to only members

acceptable according to the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 format and criteria, it is schedul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available issue.

of the Society excluding invited research papers.
8. The language in the manuscript should be Korean or
3. Submitted manuscripts should not have been published
before in any other journals.

English in A4-size paper setting, typed using a computer
with font size of 10~12 points and the line spacing
should be set at 200%.

4. The author should submit the manuscript electronically
via online submission at the Society's website (http://ksfn.kr).

9. The author should provide the title in Korean and English,
the author’s (or authors’) name(s), and affiliation on the

5. For information of Manuscript submission please contact

first page of the manuscript. The running title should

the editor.
E-mail: foodnutr1@naver.com

be provided at the upper part of the title page. If the
number of authors is two or more, †mark should be
indicated in front of corresponding author. If affiliations of

6. Research paper review, selection, publishing order, printing
order shall comply with review and publishing regulations.

authors are different, superscriptions of *, **, *** should
be put at the end of authors name in order. The same

The receipt date of manuscript shall be the arrival date

marks should be put in front of respective affiliation.

of manuscript by online submission to the Society.

The corresponding authors should provide author’s name
in English, affiliation, affiliation address, telephone, fax,

7. Peer review

and e-mail. The authors’ names in Korean should have

“Peer review” is used to help ensure the highest possible

“-” in between the name and the author’s names in

quality in published manuscripts. All manuscripts will

English should have “,” in between the name.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will be critically read by
at least two anonymous reviewers, selected by the editor
and associate editors. Scientists with expertise in the

10. The English abstract should be provided in case of Korean
manuscript on the second page of the manuscript. The

subject matter will evaluate the manuscript for validity

abstract must not exceed more than 200 words in one

of the experimental design and results of originality,
significance, and appropriateness to the journal. The

paragraph and it should provide a general view of the
manuscript by including the research objectives, methods,

corresponding author is notified as soon as possible of

and results. About 5 keywords should be included at

the editor’s decision to accept, reject, or request minor

the bottom of the page. (All of the keyword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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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in lowercase letters.)

references are as follows:

11. Article structure should be in order of introduction,

1) Cited references should be presented as surname in

materials and methods (or research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summary and conclusion and references, in

English and the year in parentheses at the corresponding part. For the citation of a single author, his/

standard. In addition, the manuscript should be in written

her initial(s) and surname should be provided. For

in a continuous form regardless of page number.

the citation of two authors, only surnames should be
provided. For one work by more than three authors,

12. Research Notes are brief reports of limited scope that

citation should include only the surname of the first

contribute new knowledge. The formatting is the same
as the Research Articles. Research Notes are suggested

author followed by “et al.” For two or more works
by the same author by year of publication, the signs

not exeeding 2500 words. The tables and figures are

such as a, b and c should be provided followed by

limited up to 3 in any combination.

the year.
e.g. Citation in the beginning of a sentence

13. Titles and descriptions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Kim HJ (2005) is

…

…
…

all provided in English. Titl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of Table 1, Fig. 1, and etc. and in clear and precise

Kim & Lee (2007) is
Kim et al. (2008) is

manner so they could be understandable without referring

Park (2007a) is

to the text. The title of table should be given at the top
of the table and the title of figure should be given at

Citation in the end of a sentence
(Kim HJ 2005), (Kim & Lee 2007), (Kim et al. 2008).

…

the bottom of the figure.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stated as Table 1, Fig. 1 and etc. when they are quoted
from the text body.

2) For several citations in the text, the cited sources should
be presented in chronological order or in alphabetical
order of authors, in case of the same year.

14. Footnotes should be expressed as Arabic numerals of 1),
2), 3)
at the bottom of tables, and no sign should be
used. Moreover,

*, **

marks must be used to present

significance probability of p<0.05 or p<0.01 in statistical
analysis. In multiple range test, alphabets of a, b, c, d, and
etc.

should be used and the explanations should be

stated at the bottom.
15. All of the tables and figures may be presented in the
middle of the text body or on separate sheets of paper
to be attach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 in order.
The exact locations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operly

e.g. (Lee et al. 2007; Kim HJ 2008; Park & Kim 2008)
17. KSFAN actively recommends to cite articles (2 or mor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Society.
18. The arrangement of references shall be put in alphabetical order of author’s last name. Abbreviation of
journal in cited references shall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bbreviation. The examples of
cited references are as follows:
1) Academic Journal

stated in the text. Pictures must be neatly produced by

Kim KW, Ko CJ, Park HJ. 2002. Mechanical properties,

photography or a computer to be directly used as original

water vapor permeabilities and solubilities of highly

images.

carboxymethylated starch-based edible films. J Food
Sci 67:218-222

16. All sources cited in the text must provide author’s name
alphabetically and the year, and, in principle, all references
must be provided in English. The examples of cited

2) Edite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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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 TD, Smith DW, Madigan MT. 1984. Biology of
Microorganisms. pp.100-105. Prentice-Hall. Inc.

20. The quantity always should be express in Arabic numerals
and units should be express, if possible, in accordance

AOAC. 1980. The Association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to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Units and

13

th

ed. pp.3508-3515.

abbreviations of predicate terms shall abide by recommendation provided by the Society. However, in case where
there is any unavoidable reason, such exceptions must

3) Bulletin, Dissertations
Hur YH, Lee SG, Suh JS. 1987. Studies on the change in
components of γ-irradiated soybean during fermen-

be clearly explained in the beginning of the text.

tation. Ann Bull Seoul Health Junior College 7:7-14.

21. In principle, revision is accepted during the proofreading

Ciacco CF. 1983. A study on mineral contents in processed foods. Ph.D. Thesis, North Dakota State Univ.

made by only the authors of the manuscript. No changes
or insertions shall be made in the contents during the

Fargo. North Dakota

revision. Provided, That matters, in case of deemed
necessary, may be revised by an editor. The copyright
of all published articles in the journal of KFN shall

4) Patents
Bernard S. 1988. Preproofed, frozen and refrigeration and
crusty bread and method of making same. US Patent
4,788,067

devolve on the Society.
22. The paper contributor should pay the expenses for publication (50,000 KRW/page). In case of color printing of
images and book publication with more than 30 volumes,
the actual expenses must be paid by the paper contri-

5) Oral Presentation of Manuscript at Symposia
Huhtanen CN. 1988. Preparation of cold water dispersable
cocoa powder. Abstract 21, 42nd Ann Meeting Inst

butors.

Food Technol Atlanta
23.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 per main author is limited
to two in each issue, and 30 or less of fully edited

6) Internet Source

papers will be submitted by the 20th of that month.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The statistics of
mortality and the cause. Available from http://www.
kostat.go.kr [cited 20 January 2014]

24. Any matters not explicitly stated in these regul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ublishing Committee.

19. Article abbreviations should b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Chemical Abstracts. Academic terms, if possible,
should be provided in Korean.

※ Guide for authors have been partially amended as of June 16 , 2016. Please refer to the guidelines for more detail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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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배판 / 420쪽 / 정가 20,000원

컬러판 / 360쪽/ 정가 25,000원

식품위생법규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컬러판 / 368쪽 / 정가 26,000원

영양학의 기본 지식인 5대 영양소의 기

능, 소화와 흡수, 대사, 관련된 건강 문제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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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의 관계, 종교와의 관계, 그들 문화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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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시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최고의 적중률! 100%합격을 위한 핵심문제출제! 실전과 같은 OMR카드 4회 수록

영양사 모의고사 핵심 문제집은 4회의 모의고사 문제로 영양사 시험 1, 2교시로 나누고, 220문제로 구성하고 각 4회 시험 마지막 부분에 정답과
해설을 첨부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본 모의고사 문제는 다년간 영양사 국가고사에 출제 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들 중심
으로 국가시험 실전에 대비하여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출제 문항과 적중률 높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사 모의고사 핵심
문제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시험 과목과 영양사 국가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최종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영양사 국가고시를 대비한 실전 문제
로 개발하였다.

제23회
식품위생관리사
시험안내

⊙ 식품위생관리사 및 응시 자격

식품의 구매에서 제조·가공·저장·유통·조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민간
자격증이다.

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식품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전문대학 이상의 보건, 위생, 식품, 영양, 환경 관련 학과에서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

도서출판 광문각에서 발간된《식품위생관리사시험 예상문제집》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시험 과목 수ㆍ문제 수 및 배점 기준
Korea Food Sanitatio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식품위생관리협회

www.fsmc.co.kr
기타 문의 : 031) 955-2755

⊙ 접수 신청 및 관련 사항

■ 원서 접수 : 2022년 5월 18일(수)까지

1교시

단체급식관리(30)

식품매개 질병관리(30)
식품재료학(20)

2교시

HACCP 실무(30)
기초영양학(30)

객관식 5선다지
문항 당 1점

총점 140점

■ 시험 일자 : 2022년 5월 28일(토)

■ 시험 장소 :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익산, 전주

■ 신청 방법 : www.fsmc.co.kr 에 접속 후 제23회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참고
■ 교재 문의 및 단체구입 : 도서출판 광문각 (031) 955-8787, 홈페이지 : www.kwangmoonkag.co.kr

TEL(代) : 031-955-8787 FAX : 031-955-3730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61(파주출판문화도시) 광문각 B/D 4F www.kwangmoonk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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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3D프린터 개발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조어로 식품에 기술을 접목한 분야입니다.
LSB는 푸드테크 분야의 쿠킹 프린터 개발을 지원합니다.

▲ 푸디니(FOODINI) 스페인 Natural Machines社 공식총판

푸드 3D 프린터가 가져올 변화
자신이 설계한 레시피 모양 그대로 요리를 만들어 주는 3D프린터
개인의 체질, 체형에 따른 맞춤형 식품을 생산
요리에 필요한 전 과정의 간소화로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3월
출시예정

▲ 초코J (Choco J)
자사개발 교육용 초코프린터

▲ 초코CC (Choc Creator V2.0 Plus)
영국 choc Edge社 공식총판

연구개발용 식품3D프린터 주문제작

주
소
대표전화
이 메 일
홈페이지

▲ 초코지니 (Choco Jenie)
양산형 초코프린터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12 한라시그마밸리 1013호
054-476-0365 | 문의전화 010-5660-1011
lsb@lsb3dp.co.kr
http://lsb3d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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