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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블랙초크베리(black chokeberry)라고 불리는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 장미과

(Rosaceae)에 속하는 베리류의 식물열매로 원래는 북부아메리카지역에서 자생한다. 18세

기에 유럽에 소개되어 재배된 블랙초크베리는 약용열매로 사용되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

었다. 블랙초크베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토시아닌,이

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에게는 물론 인간

에게도 이로운 물질로 많은 임상실험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본 실험에서는 블랙 초크베리 잎, 줄기, 열매 각각의 유용성분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여 제품에 적용하거나 추가적인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실험에 이용된 블랙초크베리는 잎, 줄기, 열매로 분류한 후 -80℃ 냉동고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건조한 각각의 부위는 80%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 후 감압 농축하

여 실험에 이용하였고 대조구로는 블루베리를 이용하였다.

◦ 실험방법

① DPPH free radical 억제 능력

②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③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실험결과 (Results)

블랙초크베리와 블루베리 열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약 3배 이상 높게 함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함량은 블루베리 열매에서 약간 높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블랙초크베리의 잎에는 비타민 C가 34.40mg/100g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항산화 활성의 차이를 보면 125ppm에서 블루베리가

31.65%로 나타낸 반면에 블랙초크베리의 열매에서는 86.13%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블랙초크베리의 줄기 추출물이 총폴리페놀 함량이 낮음에

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블랙

초크베리 열매에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

유되어 있고, 건강성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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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그림 1. 블랙초크베리와 블루베리의 DPPH free radical 억제 능력

그림 2. HPLC를 이용한 블랙초크베리와 블루베리 열매의 안토시아닌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