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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일 주스와 식 의 유기산 함량과 Xanthin Oxidase 해 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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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Xanthine oxidase (XO) inhibi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reatment of gout and many other diseases 
related to superoxide anion metabolism. In this study, four commercial fruit juices and three vinegars were evaluated 
for their inhibitory activity of XO (XOI), as well as contents of organic acids by HPLC with UV detection. Five 
different organic acids were detected in commercial samples: acetic acid and malic acid were the most prominent 
in vinegars and fruit juices, respectively. The vinegars showed high XOI activity (33.8∼64.9%) related to the great 
concentration of acetic acid (R2=0.7192). The presence of acetic acid in vinegar could be responsible for its XOI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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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Xanthin oxidase(XO)는 superoxide anion radical과 같

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노화와 암 발생은 물론, 

xanthin 또는 hypoxanthine으로부터 urate를 형성하여 염

증과 통풍(gout)을 유발하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효소이다

(1). 보통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은 고요산혈증(hyperurice-

mia)의 상태는 통풍뿐 아니라 신부전증, 심부전증, 췌장염, 

동맥경화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전조 증세로 진단되고 있

다(2). 따라서 xanthin oxid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에 

대한 탐색 및 표적 화합물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보고되

어 왔다(3-5). Hayashi 등(6)은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flavonoids류를 분리하고 xanthin oxidase 저해능을 관찰

한 결과 hydroxy기의 위치에 따라 저해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최근에 Lin 등(7)은 자가 제조 식초의 XO 

저해 활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련 물질로써 Maillard 반응 

중간물질인 5-hydroxymethyl-2-furfural(5-HMF)과 1- 

methyl-1,2,3,4-tetrahydro-β-carboline-3-carboxylic 

acid(MTCA)를 동정하여 폴리페놀 화합물이 아닌 물질에서

도 XO 저해 활성 존재를 규명하였다. 현재 고요산혈증과 

통풍을 치료하기 위해 유일하게 사용하는 allopurinol은 간

과 신장 독성의 문제로(8) 논란이 제기되지만 아직 적절한 

대체재는 없는 실정이다.

자연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오늘날, 천연 발

효 식초는 조미식품의 범주를 넘어 기능성 음료의 일종으로 

과일 주스와 함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건강식품의 분야

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

한 종류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현대인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대사성 질환의 발생과 역의 상관성이 입증됨으로

써 가장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

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이들 식품의 생리활성 

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화합물과의 인과관계

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

인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대사와 관련된 XO의 저해 활성에 

미치는 과일 주스와 식초음료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건강적 측면에서 ‘천연 

혹은 자연’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는 몇 가지 시판 천연 

과일 주스류와 발효 식초류를 임의로 선정하여 유기산 함량

과 XO 저해 활성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과일 주스류는 천연의 과즙을 주성분으

로 하는 사과 주스(브랜드 2개), 포도 주스(브랜드 3개), 오

렌지 주스(브랜드 3개)와 자몽 주스(브랜드 2개)를 소재별

로 선택하여 혼합한 다음 균질화한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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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ajor ingredients of commercial fruit juices and vinegars 
Samples Major ingredients

Juices

Apple
Grape
Orange
Grapefruit

Concentrated apple juice, water, apple puree, vitamin C
Concentrated grape juice, water, flavor
Concentrated orange juice, water
Concentrated grapefruit juice, grapefruit pulp, water

Vinegars

Persimmon
Pomegranate

Brown rice

Concentrated persimmon juice, acetic acid, water
Pomegranate vinegar 48.9%, concentrated mixed fruit juice, water, oligosugar, vitamin B 

complex, citrate, maltodextrin
Unpolished rice vinegar 48%, concentrated mixed fruit juice, water, fructo-oligosugar, 

polydextrose, vitamin E

다. 식초류 또한 천연 원료를 발효시킨 감식초(브랜드 3개), 

홍초(브랜드 3개)와 흑초(브랜드 2개)를 소재별로 선택하여 

고르게 혼합한 후에 균질화한 다음 시료로 각각 사용하였다. 

각 제품의 주요 원재료명 및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일반 현미식초, 2배 현미식초, 그리고 3배 

현미식초를 구입하여 아세트산 함량에 따른 XO 저해율을 

비교하는 데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시판 과일 주스류와 

식초류는 서울 시내의 대형마켓에서 구입하여 냉장고(2~4 

°C)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활용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

시료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Singleton 등(10)의 방법을 일

부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5 μL에 증류수 1 mL, 

Na2CO3 용액 300 μL, Folin-Ciocalteu 시약(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75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킨 후 700 nm에서 흡광도(DU-650, Beck-

man Coulter, Anaheim, CA, USA)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mg gallic acid equivalent(GAE)/100 

mL로 나타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료 속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1)

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5% 

NaNO2를 20 μL 첨가하여 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10 

% AlCl3 20 μL와 1 M NaOH 150 μL를 혼합하여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catechin 

(Sigma-Aldrich Co.)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g catechin equivalent(CE)/100 

mL로 나타내었다.

유기산 함량

시료의 유기산 함량은 Sep-pak C18 카트리지로 모든 시

료를 전처리하여 HPLC(Azura, Knauer, Germany)로 분리 

정량하였다(12). 표준물질로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ascorbic aci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칼럼은 LunaTM(250 mm×4.6 mm, 5 μm, Phe-

nomenex, Torrance,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용매는 25 mM KH2PO4를 pH 2.5 조건으로 적용하였고 

flow rate는 0.8 mL/min으로 하였다. Ascorbic acid와 나

머지 유기산의 농도는 UV 검출기로 각각 254 nm와 210 

nm에서 검출하여 정량하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시판 과일 주스와 식초 시료의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은 Stirpe와 Della Corte(13)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액 100 μL에 125 mU의 xanthine oxi-

dase(Sigma-Aldrich Co.) 200 μL 및 0.1 M phosphate 

buffer(pH 7.5) 600 μL를 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시

켰다. 여기에 0.1 mM과 1 mM xanthine(Sigma-Aldrich 

Co.) 200 μL를 각각 가하여 다시 2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중에 생

성된 uric acid를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xanthine oxidase(XO) 저해 활성으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7, IBM,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

으며, 실험군 간의 결과 비교 및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여 P< 

0.05 수준에서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수산기를 가지는 방향성 화합물의 총

칭으로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2차 대사산물로써 수산기를 

통한 수소공여와 페놀 구조의 공명안정화에 의해 항산화 활

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천연의 기능성 성분이다(5). 시판 

과일 주스와 식초류에 함유된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과일 주스류에서는 사과 주스의 

총페놀 함량(mg GAE/100 mL)과 플라보노이드 함량(mg 

CE/100 mL)이 각각 157.6±7.1 mg과 85.8±3.4 mg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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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in commercial fruit 
juices and vinegars

Samples Total polyphenol1) Flavonoid2)

Juices

Apple
Grape
Orange
Grapefruit

157.6±7.1a

136.2±6.4b

 90.4±3.2d

 86.2±2.6d

85.8±3.4a

55.3±2.6b

31.5±1.9c

27.1±2.7c

Vinegars
Persimmon
Pomegranate
Brown rice

 82.8±1.8d

100.1±4.2c

106.3±6.7c

15.7±1.1d

36.8±2.4c

37.2±3.3c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each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sults (P<0.05).
1)Expressed as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 per 100 mL 

of juice.
2)Expressed as mg catechin equivalent (CE) per 100 mL of 

vinegar.

Table 3. Organic acids in commercial fruit juices and vinegars                                            (mg/100 mL)
Samples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Ascorbic acid

Juices

Apple
Grape
Orange
Grapefruit

     ND
  50.2±5.6c

     ND
   9.7±0.8d

  95.6±3.2c

  16.8±1.4d

 776.1±11.3b

 782.9±12.1b

361.5±8.2b

216.1±6.4c

173.4±2.1c

355.6±3.5b

ND
65.6±3.9b

ND
ND

64.7±2.4a

 8.4±0.3c

26.1±1.8b

31.9±2.6b

Vinegars
Persimmon
Pomegranate
Brown rice

4,413.7±13.1a

 688.3±9.2b

 813.9±10.4b

     ND
1,238.3±16.4a

 744.3±10.6b

 ND
 ND

 616.5±10.8a

88.7±4.2a

19.2±2.4c

36.2±4.6c

 ND
 ND
 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3). ND: not detecte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sults (P<0.05).

장 높았으며, 자몽 주스는 각각 86.2±2.6 mg과 27.1±2.7 

mg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포도 주스도 136.2±6.4 mg과 

55.3±2.6 mg으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오렌지 

주스는 자몽 주스와 비슷한 농도로 평가되어 사과와 포도 

주스가 감귤류 주스보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 한편 시판 발효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 함량

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현미 발효 식초인 흑초가 각각 

106.3±6.7 mg과 37.2±3.3 mg으로 가장 높았으나 사과와 

포도 주스보다 낮은 함량으로 비교되었다. 감식초의 경우 

각각 82.8±1.8 mg과 15.7±1.1 mg으로 나타나 식초류에서

는 가장 낮은 함량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일 주스는 

식초류보다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21.9%와 

68.5% 더 높게 함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식초

에 함유된 페놀화합물의 농도는 원료 과즙에서 유래된 함량

의 차이 및 발효 제법에 따라 달라진다. Kim 등(14)은 시판 

과일식초의 발효방법에 따른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다량의 농축과즙으로 알코올 발효와 초산발효를 할 때가 

소량의 과즙으로 초산발효만 할 때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유기산 조성

일반적으로 과일 주스에 함유된 유기산의 종류는 원료와 

가공법에 따라 다르지만 식초의 유기산 종류와 함량은 원료

는 물론 미생물의 종류나 발효기법 등에 따라 변화되므로 

발효공정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15,16). 

시판 과일 주스와 천연발효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 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과일 주스의 경우 총 5종의 유기산이 

확인되었는데 오렌지와 자몽 주스에서는 citric acid가 776.1 

~782.9 mg/100 mL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malic 

acid(173.4~355.6 mg)도 주요 유기산으로 확인되었으나 

tarta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과 주스와 포도 주스에

서는 malic acid가 각각 361.5±8.2 mg과 216.1±6.4 mg으

로 가장 높은 함량이었으나 citric acid의 함량은 미량으로 

검출되었고, 특히 tartaric acid는 시료 중 유일하게 포도 

주스에서만 65.6±3.9 mg/100 mL로 측정되었다. Malic 

acid는 네 가지 과일 주스 시료에 173.4~361.5 mg으로 나

타나 citric acid와 함께 과일 주스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유

기산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식초의 주성분인 acetic acid

는 포도와 자몽 주스 이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

귤류가 원료가 되는 오렌지 주스와 자몽 주스는 citric acid

가 주요 유기산인 반면에 사과 주스와 포도 주스는 malic 

acid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포도 주스의 주요 유기산

이 tartaric acid로 보고된(16) 내용과는 차이나는 것으로 

원료의 품종이나 제조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시판 발효 식초에 함유된 주요 유기산은 당연

히 acetic acid로 나타났으나 홍초의 경우 citric acid가 

1,238.3±16.4 mg으로 측정되어 acetic acid의 688.3±9.2 

mg보다 2배 정도 높은 함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이 제조공정 중에 첨가된 구연산염 

때문으로 드러났다. 감식초의 경우 일반 과실 식초의 acetic 

acid의 함량보다 매우 높은 농도인 4,413.7±13.1 mg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주성분의 정보에서(Table 1) 아세트산이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tartaric acid

가 미량(88.7 mg/100 mL)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흑초로 

판매되는 현미 발효식초는 acetic(813.9±10.4 mg), cit-

ric(744.3±10.6 mg), malic acid(616.5±10.8 mg)가 골고

루 비슷한 농도로 함유되었으며, tartaric acid는 36.2±4.6 

mg 검출되었다. 한편 ascorbic acid의 경우 식초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과일 주스에서 8.4~64.7 mg/100 mL의 

농도로 측정되었으며 제조공정 중에 비타민 C가 첨가된 사

과 식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Malic acid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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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in commercial fruit 
juices and vinegar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by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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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anthin oxidase inhibitory activity of organic acids and 
allopurinol.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by Student's t-test.

식초발효 공정 중 보통 알코올 발효가 진행할수록 malolac-

tic 발효를 통해 lactic acid로 전환되어 그 함량이 미량이거

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5). 이 같은 결과

는 tartaric acid와 malic acid의 경우 10종의 쌀 식초 중 

3종에서만 분석되었고 citric acid의 경우 10종의 시료 중 

1종에서만 분석되었다는 Chung 등(17)의 결과와 유사한 경

향으로 식초의 유기산 종류와 함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용하는 발효 미생물의 종류 및 발효방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시판 과일주스와 발효식초에 함유된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천연물 시료에 

함유된 XO 저해물질 대부분은 약초나 향신채 등에 함유된 

총 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그 원인 물질로 보고되

어 왔다(3-5). 특히 차류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중

에서 gallolyl기를 함유한 flavonoid 화합물과 polyphenol 

화합물이 xanthine oxidase를 경쟁적으로 저해한다는 연구

가 보고된 바 있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과일 

주스류와 식초류의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XO 저

해 활성과의 상관성 평가에서 각각 R2=0.078과 R2=0.081

로 나타나 시료에 함유된 이들 성분이 XO 저해 활성에 그다

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와 같이 XO 

저해 활성의 결과는 포도 주스가 과일 주스 중에서 가장 높

은 49.8%를 나타냈지만 사과 주스는 22.7%로 가장 낮은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자몽 주스의 XO 저해율은 44.1%, 오

렌지 주스는 30.6%로 나타나 과일 주스의 XO 저해율의 순

서는 포도> 자몽> 오렌지> 사과 주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초에서는 현미식초인 흑초가 가장 높은 저해율인 64.9%

로 나타났으며 홍초의 49.3%에 이어 감 식초가 33.8%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시료의 XO에 대한 전체

적인 평균 저해 활성은 과일 주스류에 비해 유기산 함량이 

높은 식초류의 저해 활성이 34.2% 더 높은 것으로 비교되었

다. 특히 흑초의 64.9%의 저해율은 XO 저해제이면서 통풍 

치료제인 0.1 mM의 allopuronol의 저해율(63.5%)과 비슷

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현미발효 식초가 잠재적인 XO 저해 

활성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XO 저해 활성과 관련된 

대부분 지표물질이 총 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보

고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3-5,18)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찍

이 통풍질환의 민간요법의 치료제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

하였다는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본 실험의 결과는 어느 

정도 그 맥락이 상통할 수 있다. 그러나 식초류에 함유된 유

기산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XO 저해 활성과의 상관성 연구

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식초 

시료에 함유된 유기산의 농도와 XO 저해율과의 상관계수는 

물론 표준물질로 사용된 각 유기산의 농도에 따른 XO 저해

율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Xanthin oxidase 저해 활성과 유기산 함량과의 상관관계

시판 발효 식초류에 함유된 유기산의 농도와 XO 저해 활

성과의 상관계수는 R2=0.6594로 나타났으며, 각 유기산의 

XO 저해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네 종류의 유기

산 중 acetic acid의 저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arta-

ric> ascorbic> malic> citric acid의 순서대로 XO 저해율

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일 농도(0.1 mM)에서 측정한 al-

lopurinol(63.5%)에 비하면 이들 유기산의 저해율은 3.5~ 

13.9%로 미미하여 유기산 단독의 활성은 그다지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ascorbic acid의 XO 저해율이 90% 이상

으로 매우 높게 보고된(14) 기존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

서는 acetic acid의 활성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측정에 사용된 ascorbic acid의 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사용한 농도의 1/10 수준

의 낮은 농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시판 식초류에 함유된 

각 유기산의 농도와 XO 저해 활성과의 상관관계 지수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Acetic acid의 함량과 시료의 XO 

저해 활성 간의 상관도는 R2=0.7192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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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near regression of the organic acids and % xanthine 
oxidase inhibition rate in commercial fruit juices and vinegars

Organic acids y=ax+b
a b R2

Acetic acid (n=5)
Citric acid (n=6)
Malic acid (n=5)
Tartaric acid (n=4)
Ascorbic acid (n=4)

-115.3
10.055
6.2962

-1.6686
0.5403

7663.6
171.03
77.428
134.99
53.134

0.7192
0.1055
0.3609
0.4715
0.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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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of 
commercial unpolished rice vinegars by their acidity level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3). Means with the differ-
ent letters by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를 나타내어 식초 중의 acetic acid 함량은 in vitro 실험에

서 XO 저해 활성에 정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As-

corbic acid(R2=0.6962) 역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

었으며 tartaric acid와 malic acid도 미약하나마 시료의 XO 

저해 활성에 정의 상관성을 보여 식초 중의 유기산 성분들이 

XO 저해 활성과 대부분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현미 식초(acetic acid 함량, 6~ 

7%)와 2배 현미식초(13~14%), 3배 현미식초(18~19%)를 

시료로 하여 XO 저해 활성을 평가한 결과, acetic acid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해 활성도 증가하여 XO 저해 활성

이 acetic acid 농도에 의존적이었다(Fig. 3). 흥미롭게도 

3배 현미식초의 67.8%의 저해율은 비록 통계적 유의차는 

없지만(P>0.05), 0.1 mM allopurinol의 63.5%의 저해율보

다 높게 산출되어 식초에 함유된 acetic acid가 in vitro에서 

xanthine oxidase의 저해 활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Acetic acid의 주요 생리적 활성은 콜레스테

롤과 지방산 합성의 중추적 물질인 acetyl-CoA와 HMG- 

CoA의 양을 감소시켜 간에서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합성

을 줄임과 동시에 지방산 분해를 증가시켜 지질대사로 인한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20).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식초의 치료적 효능의 주된 범위는 항산화

능과 함께 고혈압, 2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대사

성 질환의 증세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9-21). Samad 등(9)은 최근에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은 하루에 15 mL(acetic acid 750 mg)의 식초를 매일 

마시는 것이라 하여 식초의 치료적 효능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통풍 등과 같은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과 식초와의 

생리적 기전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현재 식초에 함유된 

acetic acid의 표준 농도의 세계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FDA가 규정하는 식초의 정의는 100 mL 중에 최소한 ace-

tic acid 4 g이 함유되어야 한다(22)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식초의 아세트산이 in vivo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기전으로 urate 생성을 억제하는지의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요   약

시판 과일 주스와 발효식초의 총 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유기산 함량, 그리고 xanthine oxidase(XO) 저해 활성

을 비교하였다. 과일 주스와 식초에 함유된 총 페놀(mg gal-

lic acid equivalent/100 mL)과 플라보노이드(mg catechin 

equivalent/100 mL) 함량은 각각 82.8~157.6 mg과 15.7 

~85.8 mg으로 측정되었다. 주스류에서는 사과 주스, 식초

류에서는 흑초가 각각 가장 높은 총 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

드를 함유하였다. 유기산의 함량 중 citric acid, malic acid, 

ascorbic acid는 주로 과일 주스에서 검출되었다. Acetic 

acid가 주성분인(688.3~4,413.7 mg/100 mL) 식초류 중에

서 흑초는 acetic acid뿐 아니라 citr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를 함유하여 유기산의 분포가 가장 다양하였

다. XO 저해 활성은 과일 주스보다 식초가 평균 34.2%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흑초는 64.9%로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유기산의 종류 중에서 아세트산의 함량과 

XO 저해 활성 간에 높은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여(R2=0.7192) 

식초류의 XO 저해 활성의 주요 지표물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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