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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국내 감귤 생산량은 연간 60만톤 내외로 그 매년

10~16%가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귤류가공공정으

로 생기는 껍질, 즙을 짜고 난 부산물 등 과일의 50%에

해당하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들 부산물에도 다양한 생

리활성성분들이함유되어있고항산화효과가있다고보고

되었으며(1), pinene, linalool 등의 휘발성물질이함유되어

있어항균작용이있다고보고된바있다(2,3). 감귤가공에

있어서 가장많은 비 을 차지하고있는 감귤은 오 지이

*Corresponding author. E-mail：hjan67@korea.kr
Phone：82-64-730-4107, Fax：82-64-730-4111
Received 25 October 2016; Revised 18 November 2016; 
Accepted 22 November 2016.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Food Preservation. All 
rights reserved.

다. 미국의오 지주 생산지인 로리다주의감귤류산업

은오 지주스생산으로유명하며한해 1억 5천만박스가

넘는 오 지 주스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오 지 주스

생산에있어오 지껍질 착즙후찌꺼기 등 70만 톤에

달하는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부분 가축사

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부분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류는 polyphenol류, vitamin류, limonoid류, synepheine

등의다양한화합물을함유하고있으며(4), rutin deosmine

등의 일반 인 flavonoid류, hesperidin, naringin 등 citrus

과일특유의 flavonoid류, 한채소나과일에서는보고되지

않는감귤류고유의 tangeretin, nobiletin 등의 flavonoid류를

함유하고있다(5).특히감귤과피에는 carotenoid류, bioflavonoid

류, pectin terpene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6,7),

이러한성분들의기능성에 한평가로서항산화작용, 순

환계 질병의 방, 항염증, 항알 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지질 하작용, 면역증강작용, 모세 강화작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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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otal flavonoid content, flavonoid composition, and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by-products from five orange cultivars during the period September 2015 to February 2016. Total flavonoid 
content was highest in peel extracts from immature fruit harvested in September. Total flavonoid contents of all 
cultivars mostly decreased while ripening. Among the five cultivars, total flavonoid content was highest in Hamlin 
sweet orange (21.66 mg/g), followed by Sanguinello blood orange (20.39 mg/g), Shamouti orange (18.49 mg/g), 
Tarocco blood orange (18.46 mg/g), and Olinda Valencia orange (17.07 mg/g). With regard to flavonoid composition, 
all cultivar materials had high levels of narirutin and hesperidin, but naringin and neohesperidin were not detected 
in any of the materials. Nobiletin, as polymethoxyflavone, was detected within a 23~40 μg/mL range in the immature 
fruit of all cultivars. Among all cultivars, antioxidant activities were higher in peel extracts than in pulp extrac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peel extracts ranged from 40% to 58% while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ange was 90~94%. The results indicate that orange, by-products, especially peel of immature orange fruit, 
could have application as natural materials with antioxida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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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된 바 있다(8,9).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오 지생과 가공용으로주로

사용되는주요 5가지 오 지 품종의 과피 착즙을 하고

난부산물의 라보노이드성분과유리라디칼소거활성을

성숙시기별로분석하여오 지부산물의천연물유래기능

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오 지(Citrus sinensis) 5품종(Tarocco

blood, Sanguinello blood, Hamlin sweet, Shamouti, Olinda

valencia)는 제주도 서귀포시 감귤연구소 유 자원하우스

에서 재배된 과실을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수확하여 사용하 다. 수확한 과실은비상품

과들을선별하고흐르는수돗물로깨끗이세척한후, 물기

를제거한 다음과피와과육을분리하고, 과육은착즙기를

이용하여 과즙을제거하고 남은 부산물을사용하 다. 분

리한 과피와 즙을 제거한과육부산물은 60℃건조기에서

12~48시간 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사용하 다.

메탄올 추출물 제조

각품종별, 부 별추출물은건조분말 20 g에 70% 메탄

올 1 L를가하여 3시간씩 3회추출한다음추출액을여과한

후감압농축기를이용하여용매를완 히제거하 고동결

건조하여 -20℃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라보노이드함량은 Moreno 등의방법(10)을이용하

여 비색정량하 다. 추출물 15 μL에 diethylene glycol 150

μL, 1 N NaOH 15 μL를첨가하여혼합한후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UV-Spectrophotometer(Molecular devices,

SpectraMax M2,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420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표 물질

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고 라보노이드 함량은 건조

시료 량 당 mg quercetin equivalent(QE/g dry weight)로

나타내었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분석

과피 추출물의 성분분석은 HPLC(Waters, model E2695

Separation module, Milford, MA, USA)를통해확인하 으

며(11-13), 모든 시약은 HPLC grade를 사용하 다. 이동상

용매인 acetonitrile과 acetic acid는 Merck(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

물질은 Sigma-Aldrich 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Waters

2489 UV visible detector, 분석 column은 YMC Pro C18

RS (250×4.6 mm; YMC Co., Kyoto, Japan)을 사용하 다.

Column 온도는 40℃, 유속은 1 mL/min으로 유지하 고

UV 280 nm에서 검출하 으며, 이동상 용매는 0.1% acetic

acid를 포함하는 증류수 (A)와 acetonitrile (B)를 이용하

다. 이동상 용매조건은 기 20% B로시작하여, 0~5 min

10~25% B, 5~30 min 25~40% B, 30~35 min 40~100% B,

35~43 min 100~10% B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분석하 다.

분석 S/W는 Waters의 Empower system을 사용하 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은 변형된 Blois 등의 방법(14)을 이용하여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free radical에 한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을 측정하 다. 추

출물의 자공여능 측정을 해, 시료 20 μL에 0.2 mM

DPPH 용액 180 μL를 넣고 10분간 반응시킨 후 UV-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잔존하는 DPPH free radical

을 517 nm에서측정하 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시료

용액의첨가구와무첨가구사이의흡 도차이를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1-(Asample-Ablank/Acontrol)}×100

Acontrol : DPPH용액의 흡 도

Asample : DPPH용액과 시료 반응액의 흡 도

Ablank : 시료 자체의 흡 도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소거활성은 Pellegrini 등의 방법(15)에 따라

측정하 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 후 실온 암소에서 15시간

동안방치하여 radical을형성시킨후이용액을 734 nm에서

흡 도값이 0.70±0.02가되도록희석하 다. 희석된 ABTS

용액 180 μL에추출물 20 μL를가하여실온에서 15분동안

방치한 다음 734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시료용액의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결과는

SAS package(version 9.2, Cary, NC, USA)를 이용하여평균

과표 편차로 나타냈다. 각 실험군의 유의 차이가있는

항목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의하여 p<0.05 수 에

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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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총 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에 리분포되어있는 라보노이드성분 역시 항

산화능을비롯한여러생리활성기능이최근많은연구에서

밝 지고있고(16-18), 이러한 라보노이드함량은일반

으로 시료의 품종, 성숙시기, 과일의 부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19). 오 지 5품종을 상으로미성숙기인 9월부

터성숙기인 2월까지의 과일을 과피와 과육부분으로 나

어 각 시료의 라보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숙시기에 따른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모든

시료에서 성숙이진행된 과일 보다미성숙 상태의 과일인

9월에수확한과일에함량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성숙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Quercetin 등

량값으로표시할때건조시료 g당부 별로는과피추출물

에서의함량은 17.07~21.66 mg으로 측정되었고, 과육추출

물의함량은 8.5~10.14 mg으로측정되었다. 품종간에는과

피 추출물의 경우 Hamlin(21.66 mg) > Sanguinello blood

(20.39 mg) > Shamouti(18.49 mg), Tarocco blood(18.46 mg)

> Olinda valencia(17.07 mg)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육 추출

물의 경우는 Hamlin(10.14 mg) > Olinda valencia(9.69 mg)

> Sanguinello blood(9.25 mg) > Shamouti(8.87 mg) >

Tarocco blood(8.5 mg) 순으로과피추출물과는차이가있음

을 알 수 있었다. Kubola 등(20)에 따르면 과일의 부 별

라보노이드 함량은 과피 부분이 과육이나 씨 부 보다

3배이상높았다고보고하 는데, 본연구 결과에서도 5품

종모두과피추출물이과육추출물에비해 2배이상 라보

Table 1. Total flavonoid contents of peel extracts (A) and pulp extracts (B) from five orange cultivars harvested at different maturation
stages

(unit: mg QE/g dry weight)1)

(A)

Cultivar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Tarocco blood 18.46±2.3c2) 12.86±0.6d 15.08±3.6d 11.55±4.7a 9.68±0.7c 9.17±0.4d

Sanguinello blood 20.39±1.4b 13.29±2.4cd 11.87±1.9cd 9.06±0.8b 10.19±4.2b 9.40±2.0d

Hamlin 21.66±2.2a 20.52±4.7a 14.17±2.4a 11.40±2.0a 10.90±0.6a 11.03±3.0b

Shamouti 18.49±0.1c 13.52±1.6c 11.59±5.9c 11.41±5.5a 9.28±1.1d 11.39±0.6a

Olinda valencia 17.07±3.7d 16.04±1.8b 12.81±0.4b 11.50±0.8a 10.11±1.7b 10.55±0.3c

(B)

Cultivar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Tarocco blood 8.5±1.5e 7.62±1.2c 7.04±1.1c 7.09±1.0d 6.72±0.4d 6.95±0.7d

Sanguinello blood 9.25±0.7c 8.27±0.6b 7.45±0.3b 7.50±0.9c 6.73±0.3d 7.82±0.4b

Hamlin 10.14±0.2a 9.14±1.7a 8.30±2.7a 8.14±1.1a 7.24±0.3b 8.22±0.6a

Shamouti 8.87±0.9d 8.03±2.1b 6.95±0.4b 7.75±1.6b 6.9±0.6c 6.88±0.3d

Olinda valencia 9.69±2.0b 8.98±0.7a 8.27±1.0a 7.98±1.6ab 8.06±0.6a 7.18±0.2c

1)Expressed as mg QE/g of dry weight.
2)Means with a different letter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노이드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HPLC에 의한 라보노이드 정성 분석

페놀계 화합물질 라보노이드는 C6-C3-C6의 기본골

격을 가지고 있다. 라보노이드는 분자 구조에 의해

flavones, flavanones, flavonols, isoflavones, anthocyanidins

and flavanols 6개 그룹으로 분류된다(21). 감귤에서 라보

노이드성분의종류와함량은품종에따라다르고(22), 특히

감귤과피에많이함유되어있으며 부분의 라보노이드

화합물은 naringin hesperidin으로배당체 형태로존재한

다(23). Tarocco blood, Sanguinello blood, Hamlin, Shamouti,

Olinda valencia 오 지 5품종 과피 추출물의 성숙시기별

라보노이드함량변화는 Table 2와같다. 5품종모두성숙

시기가 9월인미숙과에 라보노이드함량이가장높음을

알수있었으며, 성숙이진행될수록함량이큰폭으로감소

하 다. Flavanone류에서 narirutin의 경우 Hamlin이 171.24

μg/mL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Shamouti

135.13 μg/mL, Olinda valencia 77.83 μg/mL, Sanguinello

blood 71.44 μg/mL, Tarocco blood 54.86 μg/mL 순으로함유

되어 있었다. Hesperidin은 Hamlin 92.80 μg/mL, Tarocco

blood 70.50 μg/mL, Sanguinello blood 69.36 μg/mL,

Shamouti 63.79 μg/mL, Olinda valencia 41.95 μg/mL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naringin 과 neohesperidin은 모든시료

에서 검출이되지 않았다. Elisa 등(24)은 glycoside 형태의

flavanone 에서도구조 인 차이로 두개의그룹으로 성

분을분류할 수있는데, neohesperidoside에 속하는 naringin

과 neohesperidin, 이두 성분은 쓴맛에 여하는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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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flavonoid contents of peel extracts from five orange cultivars harvested at different maturation stages

(unit: μg/mL)

Cultivar Date
Flavone Flavanone Polymethoxylflavones

Rutin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Nobiletin Tangeretin

Tarocco blood 9/15 9.47 54.86 ND1) 70.50 ND 23.96 2.11

11/15 3.13 19.67 ND 14.65 ND 7.68 0.92

1/15 3.71 20.01 ND 14.87 ND 8.51 1.10

Sanguinello blood 9/15 11.32 71.44 0.29 69.36 ND 28.70 4.13

11/15 3.46 31.35 ND 18.28 ND 13.86 1.85

1/15 5.47 19.06 ND 16.38 ND 6.32 ND

Hamlin sweet 9/15 26.51 171.24 ND 92.80 ND 40.22 6.60

11/15 20.41 95.17 ND 34.14 ND 15.08 2.21

1/15 4.82 42.22 ND 18.50 ND 5.50 0.60

Shamouti 9/15 7.28 135.13 ND 63.79 ND 22.93 3.01

11/15 5.77 40.19 ND 20.15 ND 10.20 1.15

1/15 3.25 22.64 ND 12.72 ND 5.71 ND

Olinda valencia 9/15 7.64 77.83 ND 41.95 ND 36.47 3.80

11/15 3.57 31.51 ND 21.47 ND 16.50 1.73

1/15 4.64 19.32 ND 14.01 ND 10.47 0.91
1)ND, not detected.

주로 grapefruit, bitter orange에있으며, rutinoside에 속하는

narirutin과 hesperidin은 맛에 향을미치지않는성분으로

주로 오 지, 만다린, 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하 는다. 본실험의결과에서도쓴맛이 없는일반생식용

오 지에서 naringin과 neohesperidin이검출되지않은것은

이러한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단되었다. Flavone류

다른 채소, 과일에는 거의 없고 감귤류에만 있는

polymethoxyflavone류는 9월 수확한 Hamlin 미성숙과에

nobiletin이 40.22 μg/mL로가장많이함유되어있었고, 다음

으로 Olinda valencia 36.47 μg/mL, Sanguinello blood 28.70

μg/mL, Tarocco blood 23.96 μg/mL, Shamouti 22.93 μg/mL

순으로검출되었다. 9월이후에는큰폭으로함량이감소하

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DPPH 라디칼소거활성은 비교 간단하면서 량으로측

정이가능한항산화측정법이다. DPPH는라디칼 비교

안정한 화합물로 황 함유 아미노산, ascorbic acid, 페놀성

화합물 등의 항산화 물질로부터 자나 수소를 제공받아

DPPH-H로 환원되면서 자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동시에 식물체의

항산화활성과도연 성이매우높기때문에많이이용되고

있는방법이다(25). 9월 15일수확한과일의과피추출물과

과육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ulp and peel extracts
of fruits harvested on 15th Sep.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Fig. 1과같다. 각시료 1,000 μg/mL 농도처리에의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품종에서 과육

추출물보다과피추출물의 DPPH 라디칼소거활성이우수

하 으며, 품종 에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값을나타낸것은 Olinda valencia 오 지로 58.04%를나타

냈으며, 그다음으로 Tarocco blood(55.76%), Shamouti(52.06%),

Hamlin(47.30%), Sanguinello blood(43.78%) 순으로 나타났

다. Kim 등(18)은 자생식물과 생약자원을 상으로 DPPH

라디칼소거활성과 폴리페놀 라보노이드와의상

계를보고하 는데, 부분의 시료들에서폴리페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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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이드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일 된 상 계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하 으며, Lee 등(26)은 11종 과일의

껍질을 상으로폴리페놀, 라보노이드, 비타민 C 함량과

항산화능 측정법과의상 계를분석한결과 DPPH 라디

칼소거활성은비타민 C함량에서양의상 계를나타냈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라보노이드

함량이제일낮았던 Olinda valencia 오 지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련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폴리페놀 라보노이드뿐만

아니라 오 지에포함되어있는 여러가지 항산화 성분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부분의페놀성물질이유리라디칼을효과 으로제거

하지만라디칼의기질에따라선택 으로작용하는페놀성

물질이 존재하기때문에 DPPH와 ABTS 라디칼소거활성

을 측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들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 다. 9월 15일 수확한 과일의과피 추출물과 과육

추출물의 ABTS 라디칼소거활성을측정한결과는 Fig. 2와

같다. 각시료 1,000 μg/mL 농도처리에의한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품종에서 과육 추출물

보다 과피추출물의 소거활성이 우수하 으며, 과육 추출

물은 74.3~88.85%의소거활성을 보여주었고, 과피추출물

은 90.07~94.22%로모든품종이매우높은 소거활성을가

지고있음을알수 있었다. 그러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체 인 소거활성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소거활성을

보여 DPPH 라디칼소거활성과차이가나지만품종간에서

도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가장 높았던 Olinda valencia

오 지의 ABTS 소거활성(93.08%)은낮았고, DPPH 라디칼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ulp and peel extracts
of fruits harvested on 15th Sep.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소거활성이가장낮았던 Sanguinello blood 오 지의 ABTS

소거활성(94.04%)은높음을보여주어두측정법간에역의

계가나타남을알수있었고, 한총 라보노이드함량

이 높은 오 지 품종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활성간에차이가 있음을알수 있었다.

요 약

오 지 생과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주요 5가지

오 지품종의과피 착즙을하고난부산물의 라보노

이드성분과유리라디칼소거활성을성숙시기별로분석하

여오 지 부산물의 천연물유래 기능성 소재로써의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성숙시기에

따른총 라보노이드함량은모든시료에서성숙이진행된

과일보다미성숙상태의과일인 9월에수확한과일에함량

이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성숙이진행될수록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품종간에는 과피 추출물의 경우

Hamlin(21.66 mg/g) > Sanguinello blood(20.39 mg/g) >

Shamouti(18.49 mg/g), Tarocco blood(18.46 mg/g) > Olinda

valencia(17.07 mg/g) 순으로 조사되었다. 라보노이드 성

분 변화에서는 모든 시료에 narirutin과 hesperidind의 함량

이 높았으며, naringin과 neohesperidin은 검출되지 않았다.

PMF 성분 에는 9월에수확한미성숙과의과피추출물에

nobiletin이 23~40 μg/mL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

다. 유리라디칼소거활성에서는모든 품종에서 과피추출

물이과육추출물에비해우수하 고, 과피추출물의 DPPH

라디칼소거활성은 40~58%, ABTS 라디칼소거활성에서는

90~94%의 소거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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