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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캠벨얼리 포도의 총 안토시아닌과

총 페놀의 초음파 추출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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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ultrasound-assisted extraction of anthocyanins and
phenolic compounds from campbell early grape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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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ltrasound-assisted extraction conditions of total anthocyanins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from
Campbell early grape (Vitis labruscana) were optimized vi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using a Box-Behnken design.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solid-liquid ratio (1/30-1/50 g/mL), extraction time (2-10 min), and amplitude (20-
100%), significantly affected total anthocyanin content.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of these variables was observed in
the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 The optimized extraction conditions were solid-liquid ratio of 1/48.13 g/mL,
extraction time of 2 min, and amplitude of 20%. Under these conditions, the predicted values of total anthocyanins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were 94.96 and 1,661.16 mg/100 g dry weight (DW),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values of
total anthocyanins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were 88.25 and 1,554.37 mg/100 g DW, respectively, which is well
matched with the predicted values within 7.5%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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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캠벨얼리(Vitis labruscana)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포도 품종으로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74.4%를 차지하고, 나머지

는 거봉(12.9%), Muscat Bailey A (5.0%), Sheridan (4.9%) 순이

다(Song, 2008). 포도는 안토사이아닌을 포함한 페놀 화합물을 다

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wney와 Rochfort, 2008;

Ghafoor 등, 2008; Wu와 Prior, 2005). 안토사이아닌의 산화방지

및 항염증(Folts, 2002; He와 Giusti, 2010; Yoo 등, 2007) 효과가

알려지면서 식품산업에서 건강보조제, 착색제 등의 기능성 식품

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포도에 존재하는 안토사이아닌을 포

함한 생리활성물질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 보고되

었다(Ghafoor와 Choi, 2009; Mané 등, 2007; Rajha 등, 2014).

안토사이아닌은 용매를 사용하여 열을 가해 진탕하는 일반적

인 용매추출법(conventional extraction)이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

었으나, 최근에는 초음파, 마이크로파, 초임계 추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Ghafoor 등, 2010; Jiang 등, 2017;

Varadharajan 등, 2016; Zhang과 Ma, 2017). 초음파는 일반적인

용매추출법에 비해 생리활성물질의 추출효율을 6-35% 증가시킨

다고 보고되었다(Vilkhu 등, 2008). 초음파(>20 kHz)는 추출용매

에 bubble cavitation을 생성하게 하는데, 이것은 식물 세포벽을

붕괴시켜 조직 내로 용매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세포 내에 존재

하는 물질을 용매로 더 많이 확산시킨다(Chowdhury와 Viraragha-

van, 2009; Jiang 등, 2017; Picó, 2013; Soria와 Villamieal,

2010). 초음파 추출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용매추출법에

비해 사용되는 용매의 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추출효율을 높일 수 있다(Pingret 등, 2013). 특히 안토사이아닌은

고온에서 불안정한 물질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단시

간에 추출하는 초음파 추출방법이 시도되고 있다(Camel, 2000;

Lapornik 등, 2005).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은 종속변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고 그 독립변수들 사

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실험 모델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예측된 모델을 통해 최대의 종속변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종류와 수준을 최적화 할 수 있다(Bezerra 등,

2008; Said와 Amin, 2015). 독립변수의 특정 조건에서 실험한 결

과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으로 종속변수의 최적 조건을 예측

하기 때문에 시간·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다(Agcam 등,

2017; Das 등, 2017; Pompeu 등, 2009).

포도가공의 부산물인 과피, 종자, 과육에 존재하는 총 안토사

이아닌과 총 페놀의 초음파 추출조건을 최적화한 연구는 보고되

었지만(Ghafoor 등, 2009; Ghafoor 등, 2011), 포도 전체의 안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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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닌과 페놀 화합물을 초음파 추출로 최적화한 연구는 아직 보

고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추출을 사용하여

캠벨얼리 포도에 존재하는 안토사이아닌과 페놀 화합물의 추출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료-용매 비율, 추출시간, 초음파의 진

폭을 변수로 하여 반응표면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Cyanidin-3-glucoside, 폴린시오칼토 시약, 갈산, 아세트산소듐, 염

산, 염화포타슘, 탄산소듐은 시그마 알드리치(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캠벨얼리 포도(Vitis labruscana)

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과수과(Wanju,

Korea)에서 분양받았다. 포도알을 손으로 분리하여 증류수로 씻

은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과피, 종자, 과육을 포함한 포

도를 냉동건조기(EYELA freeze-drier FDU-12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기(IKA A10 basic ana-

lytical mill, Staufen, Germany)로 1분간 분쇄한 후 20 mesh (≤850

mm) 체에 내려 −35ºC 이하에서 보관하였다.

실험계획

캠벨얼리 포도에서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의 추출을 최대

로 하는 최적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였

다. 반응표면분석법은 Box-Behnken design을 사용하였으며(Said와

Amin, 2015), 독립변수는 시료-용매 비율(X1, g/mL), 추출시간(X2,

min), 초음파의 진폭(amplitude)(X3, %)이었다. 독립변수의 수준은

−1, 0, 1로 부호화하여 5개의 중심점을 포함한 17가지 실험횟수

로 추출하여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

험 결과는 아래와 같은 2차 다항식에 적합하였고, 이 식을 통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Y: 종속변수, β0: y절편, βi, βii, βij: 1차, 2차, 교차 회귀계수,

Xi, Xj: 종속변수의 수준, k: 실행된 종속변수의 개수(k=3)

추출과정

비커에 일정량의 시료(0.8-1.3 g)와 증류수 40 mL를 첨가하여 시

료-용매 비율(1/30-1/50 g/mL)을 조정하고 추출시간(2-10분)과 초

음파기(UP100H ultrasonic system, 100 W, 30 kHz, Hielscher,

Germany)의 진폭(20-100%)을 설정하였다. 초음파 추출과정에서

시료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료가 담긴 비커를

얼음과 물의 혼합액에 잠기게 하여 온도를 일정하게(21±3ºC) 유

지하였다.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프로브(probe)는 직경이 7 mm인

원통형이었으며, 비커 바닥으로부터 1 cm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

였다. 초음파 추출 후에는 추출물을 14,981×g의 속도로 13분간

원심분리(2236R, Labogene, Daejeon, Korea)하였다. 상층액은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 함량을 측정에 사용되었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 측정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은 AOAC (Association of Analytical

Communities) 방법인 pH differential method (Lee 등, 2005)로 측

정되었다. 0.025 M 염화포타슘 용액과 0.4 M 아세트산소듐 용액

은 염산을 이용하여 각각 pH 1.0과 4.5인 완충액으로 제조되었

다. 추출물은 두 가지 완충액으로 5배 희석된 후 분광광도계

(Biochrom Libra S22, Santa Barbara, CA, USA)를 사용하여 520

nm와 700 nm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포도 추출물의 총 안토사이

아닌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mg/100 g dry weight (DW)로

환산되었다.

Total anthocyanins content (cyanidin-3-glucoside equivalents, mg/L)

A: pH 1.0 (A520 nm-A700 nm)-pH 4.5 (A520 nm-A700 nm),

MW: cyanidin-3-glucoside의 분자량(449.2 g/mol),

DF: 희석배수, ε: cyanidin-3-glucoside의 몰 흡광계수(26,900 L/mol×cm)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폴린시오칼토 방법(Singleton과 Rossi, 1965)에

따라 측정되었다. 10배 희석된 포도 추출물 0.25 mL와 10배 희

석된 폴린시오칼토 시약 0.25 mL를 2분간 섞었다. 반응액에 증류

수 2 mL와 10% 탄산소듐용액 0.25 mL를 첨가하고 실온 암소에

서 1시간 반응시켰다.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갈산을

사용하여 표준정량곡선을 작성하고 mg 갈산/100 g DW으로 환

산하였다.

통계처리

Design Expert version 11 software (Stat-Ease Inc., Minneapo-

lis, MN,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3차

원의 반응표면 곡선으로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영향을 확

인하였다. 2차 다항식의 모든 항은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평

가하였고 모델의 적합성은 R2값과 모델의 F-value를 통해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 함량

의 추출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합성(desirability)을 최대로 적

용하여 독립변수의 수준과 종속변수의 예측 값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모델의 적합성

Table 1에 종속변수의 회귀계수(β), 결정계수(R2), F-value를 나

타내었다.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 함량의 R2 값은 각각 0.9360

과 0.7105로 총 페놀은 낮은 가변성(variability)을 나타냈다. 총 안

토사이아닌은 회귀모델의 F-value가 11.38 (p<0.01)로 유의한 반

면, 총 페놀의 F-value는 1.9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이 총 페놀 함량보다는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의 변화

17개의 총 안토사이아닌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

었으며, 분석 결과로 예측된 2차 다항식은 아래와 같다.

Y=67.88+7.90X1−9.93X2−4.68X3+6.19X1
2+4.63X2

2−1.07X3
2

+3.43X1X2−4.54X1X3−2.57X2X3

3가지 독립변수 모두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에 유의적으로 영

향을 주는 인자이었으며 특히, 추출시간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추출을 사용하여 포도 과피의 총 안토

사이아닌 함량을 측정한 Ghafoor 등(2011)의 연구와 포도 종자의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을 측정한 Ghafoor 등(2009)의 연구에서 에

탄올의 농도, 추출온도, 추출시간이 유의적인 독립변수였으며, 총

Y β0 βiXi

i 1=

k

∑ βiiXi

2

i 1=

k

∑ βijXiXj

i j>

k

∑+ + +=

A MW× DF× 10
3

×

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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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사이아닌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용매 비율(β1=7.90)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추출시간(β2=

−9.93)과 진폭(β3 = −4.68)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가지 독

립변수가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의 반응

표면곡선으로 나타낸 결과(Fig. 1A-1C), 시료-용매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

료-용매 비율이 높아질수록 안토사이아닌의 추출률이 증가되었다

는 블랙커런트(Cacace와 Mazza, 2003)와 오디(Zou 등, 2011)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안토사이아닌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Celli 등, 2015;

Ghafoor 등, 2009; Ghafoor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추출시간과

진폭이 증가할수록 안토사이아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Fig. 1A-1C). 이러한 결과는 초음파 추출과정에서 물 분자

로부터 생성된 하이드록시 라디칼(•OH)에 의해 안토사이아닌이

파괴되었거나(Saint-Cricq de Gaulejac 등, 1999), 안토사이아닌이

서로 또는 다른 화합물들과 중합체를 생성(Liao와 Haslam, 1992)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색옥수수에서 안토사이아닌을 초음

파 추출한 Muangrat 등(2017)의 연구에서 진폭은 유의적인 변수

였으며, 진폭이 증가할수록 안토사이아닌 함량이 증가하다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Espada-Bellido 등(2017)의 연구에

서는 오디의 안토사이아닌 추출에서 진폭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

타나지 않았다.

Quadratic effect는 시료-용매 비율만 양의 유의성을 보였고 추

출시간과 진폭이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interaction effect

는 3가지 독립변수들 사이에서 모두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은 Table 2에서와 같이 57.00-94.96 mg/100

g DW의 범위였다. 이는 에탄올을 이용한 일반적인 용매추출법

으로 추출한 적포도 찌꺼기의 안토사이아닌 함량인 54-619 mg/

100 g DW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으나(Da Porto와 Natolino,

2018), 포도 부산물(grape byproducts)에 함유된 안토사이아닌 함

량과 비슷하였다(Rajha 등, 2014).

총 페놀 함량의 변화

Box-Behnken design으로 설계된 17개의 실험 결과로 예측된 2

차 다항식은 아래와 같았으며,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

내었다.

Y=1571.71+14.84X1+38.08X2+5.69X3−83.69X1
2−146.30X2

2

+202.09X3
2−200.38X1X2−17.37X1X3−56.66X2X3

Table 1. Regression coefficients and analysis of the model for

content of total anthocyanins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Source
Total

anthocyanins
Total phenolic 

compounds

Intercept 67.88 1571.71

Linear X1 7.90**1) 14.84

X2 -9.93*** 38.08

X3 -4.68* 5.69

Quadratic X1
2 6.19* -83.69

X2
2 4.63 -146.30

X3
2 -1.07 202.09*

Interactions X1X2 3.43 -200.38*

X1X3 -4.54 -17.37

X2X3 -2.57 -56.66

R2 0.9360 0.7105

F value (lack of fit) 3.63 67.54***

F value (model) 11.38** 1.91

1)Level of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Fig. 1. Response surface plots showing the effects of extraction variables on total anthocyanins (A-C)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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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독립변수 모두 총 페놀 함량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인

자는 아니었다. 포도 종자와 포도 과피의 총 페놀을 초음파 추출

한 연구에서는 추출용매인 에탄올의 농도, 추출온도, 추출시간이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독립변수였다(Ghafoor와 Choi, 2009;

Ghafoor 등, 2009). 포도 찌꺼기의 초음파 추출에서는 추출시간이

총 페놀 함량에 높은 유의성을 나타냈다(Gonzlez-Centeno 등,

2014).

총 페놀 함량의 3차원의 반응표면곡선을 Fig. 1D-1F에 제시하

였다. 추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시료-용매 비율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지만, 추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시료-용

매 비율이 감소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D). 시료-용매 비율과 추출시간은 상호적으로 총 페놀 함

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진폭의

중간 지점(40%)에서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낮고, 진폭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총 페놀 함량이 높아서 안장점(saddle point)를 갖

는 3차원 반응표면곡선이 나타났다(Fig. 1E, 1F).

캠벨얼리 포도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범위는 876.79-1,806.07

mg/100 g DW였다(Table 2). 캠벨얼리 포도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총 페놀 함량은 과피에 2,262 mg/100 g DW, 종자에 1,974 mg/100

g DW, 과육에 169 mg/100 g DW으로 부위에 따라 달랐다(Chang

등, 2013). 캠벨얼리의 유사품종인 Vitis labruscana의 부위별 중량

비율은 과피가 19.6%, 종자가 3.7%, 과육이 76.7%라고 보고되었

다(Sridhar와 Charles, 2019). 위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환산된

Chang 등(2013)의 캠벨얼리 포도의 총 페놀 함량은 646 mg/100

g DW으로, 본 연구의 총 페놀 함량보다 낮았다. 이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포도의 페놀화합물을 추출하는 것이 기존의 추출방법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의 최적 추출조건

두 가지 화합물의 최적 추출조건을 예측하기 위해 desirability

기능을 사용하였다. 0부터 1까지의 desirability는 종속변수의 값이

최적인지를 나타낸 값으로, 1과 가까울수록 추출된 종속변수의

함량은 최대가 되고 0과 가까울수록 함량이 낮아진다. 본 연구에

서는 2가지 종속변수의 desirability 값이 1이었으므로, 선정된 최

적 추출조건이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을 모두 최대로 추출

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적 추출조건은 시료-용매 비율

이 1/48.13 g/mL, 추출시간이 2분, 진폭은 20%이었다. 이러한 조

건에서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 함량의 예측 값은 94.96±4.29

mg/100 g DW과 1,661.16±164.59 mg/100 g DW이었다(Table 3).

최적 추출조건에서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놀 함량의 실측 값

은 88.25±3.03 mg/100 g DW과 1,554.37±59.79 mg/100 g DW이었

다. 실측 값이 예측 값의 오차범위이지만 총 페놀 함량이 실험군

의 최고값(1,806.07 mg/100 g DW)보다 낮았다. 이는 총 페놀 함

량의 회귀모델이 총 안토사이아닌보다 적합도가 낮았으며, 총 페

놀 함량의 반응표면곡선에서 변곡점이 두 개 존재하는 안장점

(saddle point)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 약

포도의 안토사이아닌과 페놀 화합물의 고효율 추출을 위해 초

음파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조건을 최적화하

였다. Box-Behnken design을 사용하여 시료-용매 비율, 추출시간,

초음파의 진폭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총 안토사이아닌과 총 페

놀 함량을 최대로 하는 추출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총 안토사이아

닌 함량은 3가지 독립변수가 유의적인 요인으로 시료-용매 비율

Table 2. Box-Behnken design and the obtained responses from Campbell early grape under different extraction combinations (mg/100 g

DW)

Run

Independent variables Experimental (predicted) values

Solid-liquid ratio
(g/mL, X1)

Time
(min, X2)

Amplitude
(%, X3)

Total anthocyanins Total phenolic compounds

1 -1 (30) -1 (2) 0 (60) 86.83 (84.16) 0876.79 (1088.43)

2 +1 (50) -1 (2) 0 (60) 90.99 (93.09) 1486.55 (1518.87)

3 -1 (30) +1 (10) 0 (60) 59.52 (57.43) 1597.65 (1565.34)

4 +1 (50) +1 (10) 0 (60) 77.42 (80.10) 1405.90 (1194.26)

5 -1 (30) 0 (6) -1 (20) 65.30 (65.23) 1723.80 (1652.20)

6 +1 (50) 0 (6) -1 (20) 94.96 (90.12) 1608.90 (1716.63)

7 -1 (30) 0 (6) +1 (100) 60.12 (64.95) 1806.07 (1698.34)

8 +1 (50) 0 (6) +1 (100) 71.60 (71.67) 1621.68 (1693.27)

9 0 (40) -1 (2) -1 (20) 80.74 (83.48) 1667.13 (1527.08)

10 0 (40) +1 (10) -1 (20) 66.60 (68.76) 1612.64 (1716.54)

11 0 (40) -1 (2) +1 (100) 81.41 (79.25) 1755.68 (1651.78)

12 0 (40) +1 (10) +1 (100) 57.00 (54.25) 1474.57 (1614.61)

13 0 (40) 0 (6) 0 (60) 64.14 (67.88) 1581.57 (1571.71)

14 0 (40) 0 (6) 0 (60) 70.38 (67.88) 1519.71 (1571.71)

15 0 (40) 0 (6) 0 (60) 69.45 (67.88) 1590.86 (1571.71)

16 0 (40) 0 (6) 0 (60) 65.27 (67.88) 1572.24 (1571.71)

17 0 (40) 0 (6) 0 (60) 70.14 (67.88) 1594.15 (1571.71)

Table 3. Predicted and experimental values at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mg/100 g DW)

Dependent variables Predicted value Experimental value % difference

Total anthocyanins 94.96±4.29 88.25±3.03 7.32

Total phenolic compounds 1661.16±164.59 1554.37±59.790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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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수록, 추출시간과 진폭은 감소할수록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총 페놀 함량은 3가지 독립변

수 모두 유의적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안토사이아

닌과 총 페놀 함량의 예측 값과 실측 값이 유사하여 본 연구에

서 예측된 회귀식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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