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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ardy kiwifruit is a good source of phenolics and antioxidants.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hot air drying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35, 50, and 70oC) for 24 h on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and the antioxidant capacity of hardy kiwifruits of Actinidia arguta × A. deliciosa cv. Mansoo. Dried kiwifruit
extracts were produced using 80% (v/v) aqueous ethanol under homogenization. Hot air drying lowered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and decreased the antioxidant capacity in the dried kiwifruits compared with their fresh
counterparts. The results also revealed high positive linear correlations of antioxidant capacity with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indicating that phenolics are the major contributors to antioxidant capacity. Our results suggested that
an optimal drying process must be determin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in order to obtain dried kiwifruits with increased
antioxidant capacity 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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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각종 생활습관병 퇴치를 위한 자연 건강식의 개발과 기

능성을 갖는 식품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간편 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 퇴행성 신경질환, 심근경색, 악성

종양 등의 만성질환은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는

초과산화물(O
2

• −), 하이포염소산(HOCl), 일중항산소(1O
2
), 과산화수

소(H
2
O

2
) 등과 같은 활성산소가 DNA, RNA, 지방, 단백질을 산

화 변형시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므로, 산화

방지제로 작용하는 페놀 화합물(phenolics)을 함유하고 있는 채

소·과일의 섭취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잉의 활

성산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다래(Actinidia arguta) 등의 토종다래는 다

래나무과(Actinidiaceae) 다래나무속(Actinidia)에 해당한다. 다래는

고부가가치 식품자원으로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암수딴몸의 덩굴

낙엽과수로서 원산지는 중국 양쯔강 유역으로, 과수의 재배지역

은 연 최저 기온이 15o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우리나라에는 다래(A. arguta), 개다래(A.

polygama), 섬다래(A. rufa), 쥐다래(A. kolomikta) 등 4종류가 분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상업적으로는 키위(A. deliciosa)로

알려진 Hayward 품종과 양다래(A. chinensis)로 많이 알려진

Hort16A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키위의 미네랄 함량은 사

과, 포도 등과 비교하여 2-3배 정도 높으며(6), 향이 독특하고 퀸

산(quinic acid)과 같은 유기산 및 단백질분해효소인 액티니데인

(actinidain)을 함유하고 있어(7,8) 소화흡수를 도우며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키위에 비해 토종다래는 크기는 작지

만, 고분자류가 많이 포함된 외피까지 함께 식용이 가능하고, 상

대적으로 당도가 높고 기호성이 좋으며 무기영양소와 바이타민

C 함량이 높다(9). 한방에서는 토종다래의 뿌리는 항암 및 항염

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하지만, 키위와 토종다래는 주요하게 소비되는 사과, 포도, 귤

에 비해 소비량이 적으며, 이러한 이유로 제품화 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까지 토종다래 과일 및 나무껍질

등의 추출물을 대상으로 생리활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11-13). 그러나 내한성 키위(hardy kiwifruit)로 불리는 다래

의 열처리 가공공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종다래로 분류되는 맛과 저장성이

우수한 내한성 품종이자 교잡종(Actinidia hybrid)인 만수(A.

arguta × A. deliciosa cv. Mansoo)를 열풍건조 처리하여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건조 절편을 제조하고, 다양

한 열풍건조 온도에서 건조 절편 제조 시 총 페놀 함량, 총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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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노이드 함량, 산화방지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열풍건

조 조건의 변화에 따른 산화방지능은 2,2'-azino-bis (3-ethylben-

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라디칼, 1,1-diphenyl-2-pic-

rylhydrazyl (DPPH) 라디칼, 산소라디칼흡수용량(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을 이용하여 비교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다래는 품종이 만수로서 2014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수확한 직경 25-30 mm의 것으로 4oC

에서 냉장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폴린-시오칼토페놀 시약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ABTS, 2,2'-azobis(2-amidino-

propane)dihydrochloride (AAPH), DPPH, 갈산(gallic acid), 카테킨

(catechin), 아스코브산(ascorbic acid), 플루오레세인소듐(fluorescein

sodium salt)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

입하였다.

건조

생과로 절편을 만든 후 열풍건조기(LD-918G, L’EQUIP,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35, 50, 70oC로 각각 24시간 동안 건조를 하

였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생과를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건조된

다래 절편은 믹서기(Philips Type HR2874, Eindhoven, Nether-

lands)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2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

였다.

추출

다래 생과 또는 건조 절편 20 g과 80% (v/v) 에탄올 100 mL를

폴리트론 균질기(Polytron homogenizer, PT 10/35, Kinematica,

Kriens-Luzer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15,000 rpm으로 3분 동안

분쇄하였다. 분쇄한 시료는 와트만(Whatman) No. 2 (Whatman

International Limited, Kent, England) 거름종이로 여과하고, 회전

진공농축기(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40oC에서 감압 농축

하였다. 농축 후 추출물을 −20oC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열처리 조건에 따른 색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색차

계(JC 801, Color Techno System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6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Singleton과 Rossi(14)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200 µL에 증류수 2.6 mL와 폴린-시

오칼토페놀 시약 200 µL를 혼합하여 6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7% (w/v) 탄산소듐(Na
2
CO

3
) 용액 2 mL를 첨가하고, 이후 84분 더

정치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은 표준물질을 갈산을 사용하여 표준곡선(standard curve)을

작성한 후 정량 측정하였으며, mg 갈산당량(gallic acid equivalents,

GAE)/100 g fresh weight (FW)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다래 생과 및 건조 절편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Jia 등(1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0.5 mL, 증류수 3.2 mL, 5% (w/v) 아질산소듐(NaNO
2
)

150 µL를 혼합하여 5분간 반응시킨 뒤 10% (w/v) AlCl
3
 용액을

첨가하여 1분간 더 반응시키고, 1 M 수산화소듐(NaOH)을 넣고

혼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표준물질인 카테킨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정량 측정하였으며, mg 카테킨당량(catechin equivalents, CE)/

100 g FW로 나타내었다.

산화방지능 측정

다래 생과 및 건조 절편의 산화방지능은 ABTS, DPPH, ORAC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6-18). ABTS 법을 이용한 산화방지

능은 청록색 ABTS 라디칼을 이용하였다. 1.0 mM AAPH에 2.5

mM ABTS와 PBS 100 mL를 섞어 70oC 항온수조에서 ABTS 라

디칼 용액을 만들었다. PBS 용액을 이용하여 734 nm에서 ABTS

라디칼 용액을 0.650±0.020의 흡광도 범위에 맞추었다. ABTS 라

디칼 용액 980 µL와 시료 20 µL를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

응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산화방지능은 표

준물질인 바이타민 C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측정하

였으며, mg 바이타민 C 당량(vitamin C equivalents, VCE)/100 g

FW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을 이용한 산화방지능은 80% (v/v) 메탄올 용액

을 이용하여 100 µM의 DPPH 라디칼 용액을 제조한 후 517 nm

에서 0.650±0.020의 흡광도로 희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료

50 µL에 DPPH 라디칼 용액 2.95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다래 생과 및

건조 절편의 산화방지능은 mg VCE/100 g FW로 나타내었다.

ORAC 법을 이용한 산화방지능 분석은, 시료 25 µL에 81.6 nM

플루오레세인소듐 150 µL를 넣어준 후 37oC에서 10분간 교반하

였다. 153 mM AAPH 25 µL를 추가로 넣은 후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Tecan Austria GmbH,

Grödig, Austria)를 이용하여 들뜸(excitation) 485 nm, 방출(emis-

sion) 520 nm에서 90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

른 형광의 감소를 이용하여 곡선아래면적(area under curve)을 계

산하고, 시료의 산화방지능은 mg VCE/100 g FW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추출 및 정량 분석은 3회 반복하였고, 결과값은 평균±표준편

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SAS version 9.0,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평균값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p<0.05 유

의수준에서 던컨시험(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다양한 온도 조건으로 열풍건조한 다래 절편의 색도변화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열처

리하지 않은 생과에서 52.8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5, 50,

70oC에서 열처리한 경우의 L값은 각각 62.05, 64.38, 57.13으로

모두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에 비해 명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Gil 등(19)의 그린키위 Hayward 품종이 저장기간에

따라 L값이 저장 초기 39.97이었던 것이 저장기간 3일째에 47.17

로 나타나 키위가 건조되면서 더 밝아진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에서

−10.51로 나타났고, 35, 50, 70oC에서 열처리 후에 a값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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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0.97, 3.60을 가졌다.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와 비교해 볼 때

건조다래의 a값은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에서 44.57로 가장 높

게 나타난 반면에, 열처리한 온도 35, 50, 70oC에서 b값은 각각

32.45, 32.83, 36.70으로 열처리한 건조다래에서 열처리하지 않는

생과보다 낮았다.

총 페놀 함량

페놀 화합물은 2차 대사산물로서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

으며, 단백질 등 거대분자들(macromolecules)과 산화반응에 관여

하는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생리활성물질로 작용한다(20). 다양한

온도 조건을 이용하여 열풍건조한 다래 및 건조다래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35, 50, 70oC에서 열풍건조

된 다래는 각각 118.66, 126.40, 112.43 mg GAE/100 g FW의 총

페놀 함량을 가졌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에서는 185.75 mg

GAE/100 g FW의 총 페놀 함량을 나타냈다. 열처리군은 생과 대

비 총 페놀 함량이 35와 50oC에서 각각 36와 32% 정도 감소하

였으며, 70oC에서는 39%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건조 온도의

증가에 따라 사과의 총 페놀 함량이 낮아진다는 보고(21)와 유사

한 경향을 본 연구에서도 보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열에 약한

페놀 화합물이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2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열풍건조 방법을 이용한

건조 가공공정 시 다래의 총 페놀 함량은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

라 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광범위한 화합

물로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이 최근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

다(20,23). 열풍건조 가공 공정 시 열처리 온도에 따른 다래 생과

및 건조 절편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Fig. 2와 같다. 열처리

를 하지 않은 생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3.60 mg CE/100

g FW으로 가장 높았으며, 35, 50, 70oC에서는 각각 21.03, 19.72,

15.93 mg CE/100 g FW을 보였다. 열풍건조 가공 공정 시 온도

가 증가 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하게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2). 열처

리군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생과 대비 35와 50oC에서는 각

각 52와 55% 감소하였으며, 63% 감소를 보인 70oC 열처리군에

서 가장 많이 총 플라보노이드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Woo 등(24)이 연구한 톱풀의 가압열처리 후 총 페놀 및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70% 이상 감소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산화방지능

ABTS 법을 이용하여 다래 생과 및 열풍건조 다래의 산화방지

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A와 같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생

과에서 356.96 mg VCE/100 g FW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

풍건조 온도인 35, 50, 70oC에서는 각각 203.02, 201.67, 185.51

mg VCE/100 g FW의 순으로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점차 감소

하였다. 생과 대비 열풍건조한 다래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35,

50, 70oC에서는 각각 43, 44, 48%의 감소를 보였다. 열풍건조에

의한 건조 오렌지의 산화방지능 변화 연구에 의하면 오렌지 껍

질과 과육에서 모두 생과 대비 산화방지능이 감소하였으며, 80,

90oC에서의 산화방지능은 30, 40oC에서의 산화방지능보다 낮게

나타났다(25). 24시간 동안 열처리로 인한 다래의 산화방지능 감

소는 산화방지능을 갖는 생리활성물질의 손실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산화방지능을 지닌 페놀 화합물 함량

이 높을수록 소거활성이 증가된다(26). 다래 생과 및 열풍건조 다

래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이용하여 측정한 산화방지능의 결

과는 Fig. 3B와 같다. ABTS 법으로 분석한 산화방지능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과에 비하여 건조다래의 산화방지능도 DPPH 법

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of Actinidia arguta × A. deliciosa
cv. Mansoo kiwifruit dried at various drying temperatures.

Fig. 2. Total flavonoid contents of Actinidia arguta × A. deliciosa

cv. Mansoo kiwifruit dried at various drying temperatures.

Table 1. Color value of Actinidia arguta × A. deliciosa cv. Mansoo

kiwifruit dried at various drying temperatures

Drying
temperature (oC)

Color value

L a b

No treatment 52.82±0.08d -10.51±0.16d-0 44.57±0.09a

35 62.05±0.71b 0.37±0.24c 32.45±1.25c

50 64.38±1.50a 0.97±0.30b 32.83±1.13c

70 57.13±0.60c 3.60±0.50a 36.70±0.75b

1)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Significance
of differences (p<0.05) were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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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시 역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에서 182.74 mg VCE/100 g FW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 50, 70oC에서 각각 98.79, 108.13,

74.45 mg VCE/100 g FW로 열풍건조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열풍건조 다래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이 35, 50, 70oC에서는 각각 45, 41, 59% 정도 감소하였다. 즉,

이는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으며, 고온고압의 열처리에 의해 저분자의 페놀 화합물

로 변환되었다는 보고(27)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ORAC 법을 이용한 열풍건조 다래의 산화방지능은 Fig. 3C와

같다. ORAC 법으로 측정한 건조다래의 산화방지능도 역시 열풍

건조기를 이용한 열처리 공정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에서 932.41 mg VCE/100 g FW로 가장 높은 산화방지

능을 보였지만, 열처리 온도 35, 50, 70oC에서 각각 806.88,

913.64, 720.43 mg VCE/100 g FW의 더 낮은 산화방지능을 보였

다. 즉, 대조구인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의 산화방지능에 비해 70oC

에서 23%의 산화방지능 감소가 일어났으며, 35 및 50oC 건조에

서는 각각 13와 3%가 감소하였다. ORAC 법으로 측정한 다래

의 산화방지능은 ABTS 및 DPPH 라디칼을 이용한 산화방지능

측정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었다.

총 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산화방지능의 상관관계

다래 생과 및 다양한 온도 조건(35, 50, 70oC)에서 제조한 건

조다래의 ABTS 법, DPPH 법, ORAC 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산

화방지능과 총 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총 페놀 함량과 ABTS 법,

DPPH 법, ORAC 법으로 측정한 산화방지능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2)는 각각 0.988, 0.976, 0.529이었다(Fig. 4A). 한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ABTS 법, DPPH 법, ORAC 법으로 측

정한 산화방지능의 상관계수는 각각 0.994, 0.968, 0.469로 나타

났다(Fig. 4B). 다래의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모두 r2>0.9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ORAC 법을 이용하여 산화방지능은 ABTS 법 및 DPPH

법으로 측정한 산화방지능과 비교하여 총 페놀 함량 및 총 플라

Fig. 3. Antioxidant capacity measured using ABTS (A), DPPH

(B), and ORAC (C) assays of Actinidia arguta × A. deliciosa cv.
Mansoo kiwifruit dried at various drying temperatures.

Fig. 4. Relationship of antioxidant capacity with total phenolic

content (A) and total flavonoid cont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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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이드 함량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산화방지능과 페놀 화합물 함

량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8-30).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래의 산화방지능은 페놀성 생리활성물

질 함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 약

다래 과실(품종명 만수)의 건조 절편을 제조하고자 열풍건조기

를 이용하여 35, 50 및 70oC의 여러 온도에서 생과를 24시간 동

안 열풍건조 하였다. 열풍건조 다래의 총 페놀 함량,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과 산화방지능은 열처리하지 않은 생과(대조구)보다

감소하였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에 기반하여 측정한

산화방지능과 총 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의 상관

관계는 r2이 0.9 이상으로 높은 반면에, ORAC 법을 이용한 산화

방지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건조다래의 제조 시 온도 등 최적 가공 조건을

확립하여, 기능성이 우수한 건조다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고분자 함량이 많은 과피와 함께 과육의 섭취가 가능한 다래

를 활용하여 주스,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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