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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ived: 30 August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Omija cheong using sugar reducing materials such as
fructooligosaccharide and isomaltooligosaccharide as a sucrose substitute. Sugar content, acidity,
Accepted: 20 September 2022 and sugar acid ratio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prepared syrup. Antioxidant
activity, total phenol content, and total flavonoid content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prepared Omija cheong. Acidity and sugar ratio tended to decrease
gradually due to the eluting of water from the omija by osmotic pressure depending on the storage
perio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ugar source. The total phenol
content was highest in Omija cheong S7, prepared by mixing sugar and fructooligosaccharide; in
S7－S10 containing two or more sweetners, the longer the storage period, the higher the total
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was highest in S1 prepared from sugar, followed by S2
prepared from fructooligosaccharide. The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bility was the highest in S7, prepared by mixing sugar and fructooligosaccharide; and the lowest
in S3, prepared with isomaltooligosaccharide. However, S3 showed the highest value in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bility. S1 Omija
cheong prepared from sugar showed the most inhibitory activity against α-glucosidase. S6 which
was prepared using isomaltooligosaccharide that is not absorbed by internal enzymes, showed
safety even at a low pH, and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practical method for sugar reduction.
Revised: 20 Septem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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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목련과 낙엽덩굴성 관목으로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Hwang et al., 2019). 열매는 8･9월에 홍색으로 익으며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 5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미자(五味子)라 불린다. 오미자는 페놀화합물과 색소물질, 정유 및 lignan 화합물이 주성분이며 약리 기능을 나타
내는 주요 성분인 lignan 화합물로는 chizandrin, schizandrin이 대표적이다(Lee et al., 2013). 기능성 성분들이 함유
된 오미자는 그 효과와 유용성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미자의 열수 추출물은 대장암 세포의 증식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으며(Ryu and Chung, 2011), 오미자 발효액은 항산화능 및 항균, 피부미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o et al., 2010; Park and Lee, 2017). 또한 오미자 분획물의 경우 고지혈증에 대해 혈청 중 지질 함량을 유의
하게 억제함으로써 고지혈증의 증상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weon et al., 2018).
오미자는 특유의 쓰고 떫은 맛이 난다. 이에 오미자를 가공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식품에 사용되는 주요 당원은 설탕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당류는 과당과 유당, 채소와 곡류 등
의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천연당, 식품의 제조나 조리 도중 넣는 첨가당을 합한 용어이다. 여기에 복합당(전분)과 올리
고당은 당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세계보
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정한 당류 섭취 권장량은 1일 총 칼로리 섭취의 10% 이내이며, 2015년
에는 회원국에 따라 1일 총 칼로리 섭취의 5% 이내로 줄일 것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량은
1일 총 칼로리 섭취의 10% 수준이나 12－29세 청소년･청년층 연령은 2011년 이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10%를 초과한 상태이다(Yoon, 2018). 세계보건기구의 당류 섭취 권고량인 1일 총칼로리 5% 이내로 섭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나 당류에 대한 경각심 증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당류 저감 소재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Kim et al., 2016). 당류 저감 소재로는 설탕과 비슷한 단맛
을 내는 벌크 스위트너(bulk sweetener), 설탕보다 감미도가 매우 높아 설탕의 감미를 미량으로도 나타내는 고감미료
(high intensive sweetener)가 있다(Jung, 2018). 대표적으로 벌크 스위트너에는 자일리톨과 같은 당알코올과 프락토
올리고당과 같은 올리고당이 있고, 고감미료에는 아스파탐과 사카린이 있다. 특히 올리고당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
되지 않아 흡수가 어려워 칼로리가 없거나 낮고, 구강이나 장내 유해 세균에 잘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충치를 유발하
지 않는 특징이 있다(Suh and Kim, 2015). 당류 저감소재를 가공식품에 사용할 경우 당류의 일부 또는 전량을 대체함
에 따라 가공식품 내의 첨가당 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의 대표적인 가공식품 중 하나인 오미자청의 제조에서 당류 저감 소재를 사용함에 따
라 당류 섭취량을 줄이고자 하며, 당류 저감 소재 중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을 첨가한 오미자청에 대한
당원의 종류 및 혼합 비율에 따른 품질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오미자는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2020년에 생산된 오미자를 사용하였다. 설탕, 프락토올리고당 및
이소말토올리고당은 삼양사(Seoul, Korea) 제품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용매와 시료들은 대정화금
(Siheung, Korea)과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제품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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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nufacturing methods of Omija Cheong samples
Sample
S1

Sweetner (g)
Sucrose

Fructooligosaccharide

Fruit (g)
Isomaltooligosaccharide

100

S2

100
100

S3
S4

150
150

100
150

S7

50

S8

50

S9
33.3

100
100

S6

S10

100
100

S5

Schisandra chinensis

50

100
100

50

100

50

50

100

33.3

33.3

100

오미자청 제조
오미자청 시료는 배합 비율에 따라 오미자와 당류를 켜켜이 첨가하여 밀봉하였다. 제조된 청은 일정 시간 암실에서
보관되며 주마다 혼합하여 당 분화 및 당 절임의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오미자청 배합 비율은 10가지이며 시료의 제
조 기간을 3가지로 나누어 총 30가지의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제조된 청은 제조일로부터 2주, 4주, 6주
마다 filter paper에 걸러내어 분석을 위한 최종 시료들을 취득하였다.

당도 및 산도 측정
당도 측정은 증류수로 2배 희석된 시료들을 사용하였으며, 당･산도계(Atago. Co., Ltd,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고 °Brix 단위로 표시하였다. 산도 측정은 증류수로 50배 희석된 시료들을 당･산도계를 이용하여 3
회 반복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Anesini 등(2008)의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제조된 시료는 distilled water (DW)
로 1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100 μL에 Folin-Ciocalteu reagent 50 μL를 가하여 3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20% Na2CO3용액 300 μL를 가하여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은 DW 1,000 μL를 첨가하여 원심분리 하였고 상등
액을 96 well plate로 150 μL씩 분주하였다. 반응액은 분광광도계(MultiskanTM FC Microplate 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흡광도 값은 738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인
gall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회귀식은 y = 0.0044x (R2 = 0.9991)로 나타났으며, mg GAE (gallic
acid equivalent)/g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Re 등(1999)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
여 시료들은 DW로 2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500 μL에 10% aluminium nitrate 100 μL와 1 M 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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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 100 μL를 가한 후 4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은 96 well plate로 옮겨 흡광도 값 405 nm에서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인 quercetin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회귀식은 y = 0.0132x (R2 = 0.9987)로 나타났으며, mg QE
(quercetin equivalent)/g (dry basis)으로 나타내었다.

DPPH 항산화능 측정
DPPH 라디칼의 소거활성은 Blois 등(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을 위하여
시료들은 DW로 1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된 각 추출물 100 μL에 0.15 mM DPPH 100 μL을 첨가한 후 30
분간 암실에서 반응시켰다. 흡광도 값 519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서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라디칼 소거능은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으로 나타내었다.

ABTS 항산화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을 위하여 시료들은 DW로 1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ABTS는 7.4 mM로 제조하여
2.6 mM Potassium persulfate와 1:1 비율로 반응시킨 용액을 1X PBS buffer에 O.D 값이 0.7 ± 0.03 이 되도록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시료 100 ㎕을 첨가한 후 ABTS 반응액 100 ㎕와 혼합하여 10분간 반응시켜 분광광도
계에서 738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 활성 측정
α-glucosidase 활성 측정을 위하여 시료들은 DW로 1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된 시료를 ep tube에 100 ㎕
첨가하고 α-glucosidase (0.15 unit/mL)를 200 ㎕,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1000 ㎕와 혼합하여 10분간 상
온에서 반응시켰다. 이후 5 mM p-nitrophenyl glucopyranoside 200 ㎕와 혼합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96
well plate에 200 ㎕씩 분주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25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각 실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ANOVA를 통한 P < 0.05 수준에서 Duncan 다중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사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당도, 산도 및 당산비
당도와 산도는 일반적으로 과일 품질 결정에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오미자청을 설탕, 프락토올리고당, 그리고
이소말토올리고당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제조하였을 때 당도, 산도 및 당산비는 Fig. 1에 각각 나타냈다. 본 실험에 사
용된 오미자 자체의 당도는 7.4 °Bx로 나타났다. 설탕과 오미자의 비율을 1:1로 제조하여 6주까지 저장한 오미자청
S1의 당도는 32.0 °Bx로 나타났다. 오미자와 프락토올리고당 및 이소말토올리고당을 각각 1:1로 혼합하여 제조된 오
미자청 S2, S3의 당도는 6주까지 저장하였을 때 28.3 °Bx와 29.7 °Bx로 나타났다. 오미자에 비해 당원의 함량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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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otal soluble solids, acidity, and total soluble solid–acidity ratio in Omija cheong.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sample means by storage period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의 비율로 증가하여 제조된 오미자청 S4－S6의 경우 6주까지 저장되었을 때 당도는 순서대로 36.2 °Bx, 33.2 °Bx,
34.8 °Bx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미자와 당원을 1:1 비율로 제조된 오미자청 S1－S3과 S7－S10의 경우 샘플 간 당도
는 26.9－32.2 °Bx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당원을 1.5배 증량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4－S6의 경우 32.9－37.5
°Bx로 비교적 높은 당도를 나타냈다. 또한 오미자청 제조 시 저장 기간에 따른 당 함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이는 저장 기간 동안 삼투압에 의해 오미자 과실로부터 수분이 용출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원의 종류 및 함량에 따라 제조된 오미자청의 산도는 저장 기간에 따라 저장 2주차에서 1.2－1.9%, 저장 4주차에
서 1.1－1.7%, 그리고 저장 6주차에서 1.1－1.8%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사용된 오미자 자체의 산도는 3.08%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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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오미자청에 사용된 첨가당의 종류에 따른 산도는 유의적인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Bae와 Yoo
(2019)에서 매실청 제조에 사용된 당의 종류 및 함량 비율에 따른 산도 변화에 유의적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
은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오미자청의 산도는 당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미자 자체의 산성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 기간에 따른 경향성 또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Im 등(2015)의 오디 청 제조 시 산도 증가를 위한 오
미자첨가에서 오미자첨가 후 추출 3일차부터 대조구 대비 첨가구에서 높은 산도를 나타냈으며 추출 3일차 이후부터
는 산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로 설명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오미자청 산도는 청 제조 초기에 빠른 추
출이 일어났고 저장 기간에 따른 산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설탕과 오미자의 비율을 1:1로 제조하여 6주
까지 저장한 오미자청 S1의 산도는 1.8%로 나타났다. 당원을 1.5배 증량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4－S6의 경우 산도는
1.1－1.4%로 비교적 낮은 산도를 나타냈다. 이는 당도의 결과와 관련되어 오미자청 S4－S6이 다른 샘플에 비해 총 함
량 대비 오미자의 함량이 비교적 낮게 함유됨에 따라 용출되는 오미자 순수 추출액의 양이 적었으므로 산도가 낮게 유
지된 것으로 보인다.
당과 산의 비율을 나타낸 당산비는 당이나 산을 단독적으로 측정한 것 보다 소비자 기호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Jayasena and Cameron, 2008). 제조된 오미자청의 당산비는 저장 기간에 따라 저장 2주차에서 16.2－
29.5, 저장 4주차에서 16.4－29.4, 그리고 저장 6주차에서 16.8－26.4로 나타났다. 이는 Yoo 등(2004)의 보고에 따른
당산비 수치가 15－18 정도로 나타난 감귤류 주스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오미자청의
경우 음용하기 위해서는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음용되는 감귤류 주스보다 더 높은 원물 함량을 가지
며, 이에 따라 더 높은 당산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당원의 종류에 따른 당산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샘플
간 산도에 비해 당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 오미자청 S4－S6의 당산비가 22.3－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다양한 당원의 종류에 따라 제조된 오미자 청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제조된 오미자청들의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샘플에서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 함량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은 오미
자와 당의 비율이 1:15로 제조된 오미자청 S4－S6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총 함량 대비 오미자의 함량
이 다른 샘플들에 비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당원의 종류에 따른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일반적으로 제
조되는 설탕과 오미자의 비율을 1:1로 제조한 오미자청 S1에서 6주까지 저장하였을 때 5.1 mg GAE/g로 나타났다.

Fig. 2. Total phenol contents of Omija cheong prepared using different methods.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sample means by storage period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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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6주차에서 설탕과 프락토올리고당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7이 8.5 mg GAE/g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
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모든 당원을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10이 7.9 mg GAE/g으로 높은 수치를 나
타냈다. 설탕을 대신하여 올리고당이 첨가되거나 혼합된 오미자청 S2, S3, 그리고 S7－S10 중 대부분에서 S1에 비해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Choi 등(2014)이 보고한 올리고당의 종류와 상관없이 올리고당 첨가군이 무
첨가군보다 높은 총 페놀 함량을 가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총 플라보노이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오미자청 제조에 따라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샘플에
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오미자 열매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출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 것
으로 보인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저장 6주차에서 설탕으로 제조한 오미자청 S1이 0.125 mg Q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제조한 오미자청 S2가 0.124 mg/g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설탕으로 제조된 오미자청 S1의 경우 저장 2주차부터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6주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제조된 오미자청 S2는 저장 2주차에는 낮은 함량을 보인 반면 4주차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당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 함량에 따른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총 페놀 함량과 동일하게 오미자와 당의 비율이 1:15로 제조된 오미자청 S4－S6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
를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오미자 청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Fig. 4와 같다. 오미자청 제조에 따라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대부
분의 샘플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6주차에서 설탕과 프락토올리고당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7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설탕으로 제조한 오
미자청 S1에서 3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제조된 샘플들이 높은 소거능을 나타
냈으며, 이소말토올리고당을 단독으로 첨가한 오미자청 S3과 S6의 경우 다른 샘플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이소말토올리고당을 다른 당원과 혼합하여 첨가한 오미자청 샘플 S8－S10의 경우 대부분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와

Fig. 3. Total flavonoid contents of Omija cheong prepared using different methods.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sample means by storage period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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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Lee와 Koh (2021)의 보고에 따르면 아로니아청 제조 시 항산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탕을 단일로 사용하
는 것보다 설탕과 올리고당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됨을 나타냈다. 이에 오미자청을 제조할 때 항
산화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탕만을 사용하기보다 올리고당류를 단일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오미자 청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Fig. 5와 같다. 저장기간에 따른 ABTS 소거능 수치는 DPPH와 유
의하게 6주차에 대부분의 샘플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 6주차에서 이소말토올리고당
을 단독으로 첨가한 오미자청 S3에서 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설탕과 프락토올리고당을 혼
합하여 첨가한 오미자청 S7이 2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DPPH 라디칼 소거능
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한 가지 큰 차이를 보였는데,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이소말토올리고당을 단독으로
첨가한 오미자청 S3과 S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ABTS 라디칼 소거능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서로 다른 항산화 작용 기작에 의한 차이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원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사용된 올리고당의 종류에 상관없이 올리고당이 첨가된 오미자청 샘
플 S2, S3, S7, S8, S9, 그리고 S10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mija cheong prepared using different methods.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sample means by storage period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Fig.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mija cheong prepared using different methods.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sample means by storage period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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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lucosidase 저해능
α-glucosidase는 장의 소장에 존재하는 당 분해 효소로 이를 저해하게 되면 당류의 소화를 방해하여 체내 당 흡수
가 지연되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Lee et al., 2015). 이를 효소-기질 반응을 통해 분광학적으로 측정한
것이 α-glucosidase 저해능이며, 항당뇨활성의 수치로 나타낸다. 오미자 청의 α-glucosidase 저해능 측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α-glucosidase 저해능은 저장 6주차에서 설탕으로 제조한 오미자청 S1에서 1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오미자와 이소말토올리고당을 1:1.5 비율로 제조한 오미자청 S6과 세 가지 당원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10이 17%로 S1과 비슷하게 높은 저해능을 나타냈다.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샘플에
서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오미자 자체의 항당뇨활성을 측정하였을 때(Fig. 7) 54%로 매우 높은 활성
을 나타냈으며 오미자청의 항당뇨 활성은 오미자와 당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탕을 단독으로 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1이 가장 높은 α-glucosidase 저해능이 나타났지만, 설탕의 특성상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당 흡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류 저감을 위해서는 올리고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uh와 Kim (2015)의 보고에 따르면 프락토올리고당은 낮은 pH에서 불안정하며 다소 쉽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오미자 자체의 산도는 3.08%이며 제조된 오미자청들은 pH의 범위가 1.1－1.9%로 나타났으
며 이로 인해 프락토올리고당이 쉽게 분해되어 체내 흡수에 용이한 형태인 fructose와 glucose가 축적됨에 따라 체내
당 흡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설탕 다음으로 유의적인 수치를 나타낸 오미자청 S6과 S10
이 항당뇨활성에 있어 설탕을 대체하여 사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Inhibitory activity of α-glucosidase of Omija cheong prepared using different methods.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between sample means by storage period a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Fig. 7. Inhibitory activity againstα-glucosidase of Omija 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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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청 제조에 있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당류 저감 소재를 사용하여 오미자청을 제조하고자 하
였다. 오미자와 설탕, 프락토올리고당, 그리고 이소말토올리고당을 함량과 혼합 비율에 따라 다양한 청을 제조하였으
며, 제조 후 저장 기간을 2주 간격으로 두어 생리활성을 평가하였다. 오미자청의 품질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당도, 산도
및 당산비는 저장 기간에 따라 삼투압에 의해 오미자의 과실 내 수분이 용출되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당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페놀 함량은 설탕과 프락토올리고당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7이 가장 높았으며,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두 가지 이상의 올리고당을 혼합한 오미자청 S7－S10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설탕으로 제조한 오미자청 S1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락토올리고당으
로 제조한 오미자청 S2가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설탕과 프락토올리고당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미자청 S7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이소말토올리고당으로 제조한 오미자청 S3 처리구가 가장 낮았으나, ABTS 라디
칼 소거능은 S3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설탕으로 제조한 오미자청 S1
이 가장 저해 활성이 나타났지만, 낮은 pH에 대한 안전성을 나타내며 체내효소에 의해 흡수가 되지 않는 이소말토올
리고당을 사용한 오미자청 S6이 당류 저감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활용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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