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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의 proanthocyanidin 함량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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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anthocyanidin content and antioxidant characteristics of seeds of grape cultivars were examined. Grape seeds 
were extracted in 70% acetone solution for 12 hr. The total phenolic content of the extracts ranged from 16.71 
to 28.60 mg/100 g. The proanthocyanidin content ranged from 18.36 to 55.30 mg/100 g. The Jaok cultivar had 
the highest total phenolic and proanthocyanidin content, and showed the strongest antioxidant activity in the FRAP 
and DPPH assays. The total phenolic and proanthocyanidin content of grape seeds was correlated with their antioxidant 
capacities (r > 0.92). Acetone extracts of grape seeds could be effective antioxid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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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포도(Vitis vinifera)는 갈 나무목(Rhamnales) 포도과

(Vitaceae)에 속하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포도과에는 11속, 

700여종의 포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우루과이 

상 이 후에 농가소득 증 의 차원에서 작목 환이 이루

어져 차 포도의 재배면 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40만 톤의 포도가 생산되고 있다(1). 재배되고 있는 

포도의 약 85～90% 정도는 생식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지 

10～15% 정도가 포도 주스, 포도주, 포도즙과 같은 포도 

가공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2). 일반 으로 포도를 가공

하는 과정에서는 포도 량의 약 3～5% 정도의 포도씨가 

부산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씨와 같이 건강 기능

성 식품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3). 

포도씨에는 (+)-catechins, (-)-epicatechin, (-)-epicatechin 

-3-o-gallate등의 monomer 페놀 화합물, polyhydroxy fla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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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l 단 의 oligomer, 그리고 polymer인 proanthocyanidin이

라고 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 폴리

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과 라디칼 소거능이 보고되어 

있다(4-7). 포도씨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인 proanthocyanidin

은 자유 라디칼 소거능, 항산화 활성, 항박테리아, 항바이러

스, 항발암, 항염증, 지질 과산화 억제, 소  응집 억제 

등이 있으며, 유럽에서는 정맥 기능부 , 미세 장애 등

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8).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proanthocyanidin은 강력한 항산

화 활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능력이 vitamin 

E 보다는 20배, vitamin C 보다는 5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9). 이러한 proanthocyanidin은 vitis속인 포도와 머

루 등에 다량 함유되어있으며, 과육보다는 과피와 씨에 많

이 함유되어있고, 과피보다는 씨에 많이 함유되어있다. 하

지만 근래의 다양한 제품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항산화

제는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ytlated hydroxytoluene 

(BHT), tertiary butylhydroquinonoe (TBHQ) 등의 페놀계 인

공 합성물질이다. 이들 합성 항산화물질은 독성  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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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안 성과 능상으

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식물 기원의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범 하게 시도되고 있다(10-14). 

따라서 본인 등은 포도가공 부산물인 포도씨를 항산화 

건강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포도씨를 품

종별로 수집하고, 추출물을 제조하여 항산화 성분인 총 페

놀 함량과 proanthocyanidin의 함량을 정량하고, DPPH와 

FRAP 방법에 의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고, 이들의 상

성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포도씨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제공받아 4℃에서 보 하며 사용하 고, 산머루씨는 경남 

함양군 두 마을 회사에서 2004년도 착즙씨를 구입해 음건 

(陰乾)하여 4℃에서 보 하며 사용하 다. 품종  학명은 

다음과 같다. 탐나라(Vitis hybrid), 자옥(Vitis labruscana), 

흑구슬(Vitis sp.), 캠벨(Vitis labruscana), 산머루(Vitis amurensis). 

실험에 사용한 gallic acid, trolox, L-ascorbic acid, quercetin, 

(+)-catechin, vanilli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4,6-tris(2-pyridyl)-s-triazine (TPTZ),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은 Sigma Chem.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그 외 분석용으로 사용한 시약류는 분석용 

특  시약을 사용하 다. 

추출물 제조

시료를 건조한 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한 것을 사

용하여 시료 분말 2 g에 70% 아세톤을 가하여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 별로 추출하고 여과하여 농축한 것을 분석

에 사용하 고, 최  추출 조건 확립을 해 포도씨 추출물

의 수율을 비교하여 최  추출 조건을 알아보았다. 

Proanthocaynidin 함량

분리한 포도씨의 proanthocaynidin 함량은 vanillin-sulfuric 

acid법(15)으로 측정하 다. 시료 200 μL에 1.2% vanillin 

용액 500 μL와 20% H2SO4 용액 500 μL를 혼합하여 20분간 

방치하고,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Proanthocaynidin 

함량은 (+)-catechin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catechin 에 한 당량으로 환산하 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의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16)으로 측정하

다. 시료 100 μL에 2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50 

μL와 20% Na2CO3 300 μL를 가하여 15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하고, 1 mL 증류수를 넣은 다음 1,25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냉하여 상등액의 흡 도를 725 nm

에서 측정하 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gallic acid에 한 당량으로 환산하

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포도씨 추출물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에 한 소거활성은 시료 100 μL와 DPPH 용액 900 

μL를 혼합하고,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조구와 비교하 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17).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Abs/Abc)] × 100(%)

Abc: Absorbance of DPPH solution without sample at 517 nm 

Abs: Absorbance of DPPH solution with sample at 517 nm 

FRAP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활성 측정

FRAP 활성은 Benzie 등(18)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C2H3NaO2와 acetic acid(C2H4O2)를 이용하여 acetate buffer 

(pH 3.6, 23 mM)를 만들고, 40 mM HCl과 TPTZ(2,4,6- 

tripyridyl-s-triazine)를 이용하여 10 mM TPTZ solution을 

만든다. 실험을 한 반응용액(cocktail solution)은 acetate 

buffer(pH 3.6, 23 mM), 10 mM TPTZ(2,4,6-tripyridyl 

-s-triazine)  20 mM FeCl3·6H2O를 10 : 1 : 1의 비율로 

섞어 만든 후, 실험 까지 37℃를 유지하여 사용하 다. 

시료 25 μL와 cocktail solution 175 μ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30분 방치한 후 59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환원력

은 trolox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trolox에 한 

당량으로 환산하 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시행하 으며, 평균, 표 편차, 

상  계수를 SAS 9.0 software(version 9.0, SAS institute Inc., 

USA)에 의하여 구하 다. 

결과  고찰

추출 조건

시간별 조추출물의 수율을 비교하여 분석을 한 최  

추출 조건을 얻었다. 12시간 추출물의 수율이 8시간 추출물

의 수율보다 1.5배 높았고, 24시간 추출물의 수율이 제일 

높았지만 12시간 추출물과 24시간 추출물의 수율은 차이가 

거의 없어 이후의 시료는 12시간 추출한 것을 사용하 다. 

Proanthocaynidin 함량

포도씨 추출물과 머루씨 추출물의 proanthocyanidin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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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etone extract yields from the grape seeds for 12hr 
extraction 

Cultivar Campbell 
Early Heukgoosul Shigyoku Tamnara Wild grape

Acetone 
extracts (mg) 147.5 203.0 218.9 206.2 204.3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출물들의 proanthocyanidin 

함량은 18.36 ± 0.79 ～ 55.30 ± 8.86 mg/100 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시료 모두 색을 띄어 proanthocyanidin의 

독특한 반응 특성과 일치하 다. 그  자옥 품종이 55.30 

± 8.86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다음으

로 흑구슬, 캠벨, 탐나라, 산머루 순으로 함량이 높았다. 

Table 2. Proanthocyanidin contents of the acetone extracts from 
grape seeds 

Cultivar Campbell 
Early Heukgoosul Shigyoku Tamnara Wild grape

Contents 
(mg/100 g) 22.25 ± 2.25 35.59 ± 

2.15
55.30 ± 

8.86
21.35 ± 

0.52
18.36 ± 

0.79

 Values present the means ± SD (n=3).
1)Test concentraion was 0.5 mg/mL.

총 페놀 함량

포도씨 추출물과 머루씨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추출물들의 총 페놀 함량은 16.71 

～ 28.60 mg/100 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proanthocyanidin 

함량과 마찬가지로 자옥 품종이 28.60 ± 4.03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흑구슬, 탐나라, 

벨, 산머루 순으로 함량이 높았다. 

Table 3. Total phenolic contents of acetone extracts from the 
grape seeds 

Cultivar Campbell 
Early Heukgoosul Shigyoku Tamnara Wild grape

Contents 
(mg/100 g)

18.53 ± 
1.13

26.90 ± 
0.49

28.60 ± 
4.03

20.42 ± 
0.10

16.71 ± 
4.63

 Values present the means ± SD (n=3).
1)
Test concentraion was 0.2 mg/m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포도씨와 머루씨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알아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Proanthocyanidin 함량, 총 

페놀 함량의 실험 결과와 같이 자옥 품종이 90% 이상으로 

가장 활성이 강하 고, 다음으로 흑구슬, 탐나라, 캠밸, 산

머루 순으로 활성이 높았다. 한 이들 추출물들은 100 uM 

gallic acid, trolox 표 물질에 비해 더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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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extraction yields  from the rape seed by 
extraction time. 

FRAP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활성

포도씨와 머루씨 추출물의 FRAP 활성은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앞의 실험 결과와 같이 자옥 품종이 308 ± 16.64 

μM으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흑구슬, 

탐나라, 캠밸, 산머루 순으로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에서의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와 

일치하 다. 자옥은  미국종 야생포도 (Vitis labrusca)와 

유럽종 (Vitis vinifera)를 상호 교잡종한 것으로,  내한성과 

내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phytoalexin이 다른 품

종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실험 결과에

서도 proanthocyanidin,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많았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FRAP 활성도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탐나라와 캠밸은 실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탐나라 품종이 campbell early와 himrod seedless의 교배종이

기 때문에 두 품종의 성분 함량과 항산화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s of acetone 
extracts from the grape seeds

Cultivar Campbell 
Early Heukgoosul Shigyoku Tamnara Wild grape

Trolox 
equivalent 

(uM)

150 ± 
11.92

209 ± 
31.61

308 ± 
16.64

176 ± 
3.68

121 ± 
9.22

 Values present the means ± SD (n=3).
1)Test concentraion was 0.5 mg/mL.

상  계수

포도씨의  품종에 따른  총 페놀 함량, proanthocyanidin 

함량, FRAP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간의 각각의 상

계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과 proanthocyanidin 

함량은 상 계수 값이 0.921로서 비교  높은 상 성을 보

으며, FRAP과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 간에는 0.96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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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더욱 높은 상 성을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과 

proanthocyanidin 함량의 항산화 성분과 FRAP과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 간의 상 성은 모두가 0.92 이상이었으

며, 총 페놀 함량과 DPPH 소거 활성 사이의 상 성이 가장 

높았다(0.984). 따라서 포도씨의 총 페놀은 거의 부분이 

proanthocyanidin 성분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성분에 의

하여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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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grape 
seeds.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otal phenolic contents, 
proanthocyanidin contents, DPPH and FRAP values from 5 
cultivars of grape seeds 

Total phenol Proanthocyanidin DPPH FRAP

Total phenol - 0.921 0.984 0.923

Proanthocyanidin 0.921 - 0.974 0.976

DPPH 0.984 0.974 - 0.960

FRAP 0.923 0.976 0.960 -

요   약

포도씨의 품종에 따른 총 페놀 함량과 proanthocyanidin

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았다.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법으로 측정하 고, 16.71 ～ 28.60 m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Proanthocyanidin 함량은 vanillin 

sulfuric acid법으로 측정하 고, 18.36 ～ 55.30 m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품종 에서 자옥 품종이 가장 높은 

페놀 함량과 proanthocyanidin 함량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은 자옥 품종이 역시 가장 강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

었다. 총 페놀 함량과 proanthocyanidin 함량은 항산화 활성

과 높은 상 성을 보 다 (>0.92). 따라서 포도씨 추출물은 

항산화 건강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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