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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포도와 수입산 포도의 페놀계화합물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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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lic compounds in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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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ruit phenolics were investigated with using LC/MS and HPLC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Campbell Early’, ‘Kyoho’, ‘Heukbosuk’, and ‘Hongju SDS’) and imported (‘Crimson SDS’
and ‘Thomson SDS’) grapes. In the case of fruit characteristics, imported grape ‘Crimson SDS’ and ‘Thompson SDS’, had
lighter skin weight (300-350 mg/berry) and hard flesh (5.2-5.6 kg·f) than domestic grape cultivar. The phenolic compound
contents of ‘Crimson SDS’ skin was higher, but resveratrol (25-29 mg/kg), quercetin (350-380 mg/kg), and myricetin (31-
32 mg/kg) contents were similar in to those of ‘Hongju SDS’. The anthocyanin content was different from differed
between grape cultivars. ‘Hongju SDS’ grape was showed higher in Delphinidin-3-glucose (D3G) levels, and ‘Crimson
SDS’ was showed higher in Peonidin-3-glucoside (P3G) levels. The contents of phenolic compounds were investigated
differently for each grape berry part.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 B1, and B2 were found in grape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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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도는 세계적으로 778만 톤이 생산되며, 그 중 양조용이 약

443만 톤, 생식용은 약 273만 톤이 유통된다(OIV, 2019). 생식용

포도의 대부분은 자국에서 소비되지만 칠레, 페루 등 몇몇 국가

에서는 주요 수출품목으로 포도가 생산되어 유통되는데, 주품종

인 ‘Red Globe’, ‘Thompson Seedless (SDS)’, ‘Flame SDS’,

‘Crimson SDS’와 같은 품종들은 당도가 높으며 저장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발효 이후 칠레산

‘Thompson SDS’, ‘Red Globe’, ‘Flame SDS’와 같은 저장성 높은

종자 없는 생식용 포도 품종의 수입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

리나라의 포도 소비 트렌드는 종자 없이 껍질째 먹는 포도로 옮

겨가고 있다. 관세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외국에서 수입된

신선 포도는 약 65,165 ton, 금액으로는 189,728천 달러로 2009

년 28,436 ton, 57,112천 달러에 비해 중량으로는 1.8배, 금액으로

는 약 2.4배 상승하였다(KCS, 2019).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대

부분 생식용으로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포도는 대

부분 우리나라 기후에서 재배가 용이한 품종인 ‘Campbell Early

(캠벨얼리)’와 ‘Kyoho (거봉)’과 같은 미국종(Vitis labrusca) 또는

구미잡종(Vitis hybrid) 품종이다. 이들 두 품종은 모두 종자가 있

는 품종이며 ‘Kyoho’ 품종의 경우 GA 처리를 통해 종자가 없는

(Seedless, 무핵, 無核) 포도를 생산하여 유통하기도 한다. 수입산

포도가 이미 일반화된 현재, 기존에 많이 소비되던 국내산 포도

품종의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포도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여러 polyphenol류를 가지고 있

으며 anthocyanin, flavanol, flavonol, stilbenen (resveratrol), phe-

nolic acid 등이 주요 페놀계 화합물이다(Xia 등, 2010; Chang 등,

2011; Chang 등, 2013). 포도에 존재하는 페놀계 화합물은 크게

flavonoids와 non-flavonoids로 나눌 수 있는데, flavonoids 물질은

kaempferol, quercetin, myrisetin, anthocyanin, catechin 등이 대표

적이고 non-flavonoids 물질로는 hydroxycinnamic acid, caftaric

acid, gallic acid, resveratrol 등이 대표적이다(Buchanan 등, 2000;

De Rosso 등, 2015). 위에 언급한 거의 모든 물질이 인체에 기능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중 대표적으로 과피에

많이 함유된 resveratrol은 estrogen과 유사한 구조와 활성을 가져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로 널리 알려진 물질이며(Gehm 등, 1997;

Jang 등, 1997), 색소 anthocyanin도 높은 항산화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n 등, 2019; Rivero-Perez 등, 2008).

최근 국내에서 육성한 포도 품종인 ‘Hongju SDS (홍주 씨들리스)’

는 수입산 외국 품종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으로(Roh 등, 2018),

과피가 얇고 과육에서 잘 분리되지 않아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종

자가 흔적으로만 존재해 이물감 없이 과실 전체를 섭취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새로 육성된 포도 품종과 기존에 유통

되는 국내산 포도 품종들이 가진 페놀계 화합물의 함량을 수입산

포도품종들과 비교함으로써 품종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 하고 포도

품종 간의 비교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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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과실특성조사

완주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비가림 개량일자형으

로 재식 중인 포도 품종 중 종자 없는 생식용 포도 품종으로 3

년생 ‘Hongju SDS’, 종자 있는 포도로 4년생 ‘Campbell Early’,

‘Kyoho’, ‘Heukbosuk (흑보석)’ 품종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이

들 품종의 과실을 수확기에 일주일 단위로 수확하여 냉장 보관

한 뒤, 동일한 비교를 위해 당산비 30 내외의 적숙기에 수확된

과실을 꺼내 특성조사에 이용하였다. 비교를 위해 수입포도인

‘Crimson SDS’, ‘Thompson SDS’ 품종의 경우에는 수입량이 많

은 11-1월 중 시중에서 구입한 과실을 이용하였다.

각 품종 별 과방 20개를 대상으로 중간크기의 과립 20개를 선

별하여 과립중을 측정하였고, 동일한 과립의 종경 및 횡경을 디

지털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용성고형물(total soluble

solids, TSS) 함량은 무작위로 10개의 과립을 선택하여 착즙한 후

굴절 당도계(PAL-1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적정산도(Titratable acidity, TA)는 동일한 과즙을 20%로 희석한

뒤 자동산도분석계(Titroline easy, Schott, Germanay)를 이용하여

pH 8.2로 적정하는데 소요된 0.1 N NaOH양에 해당하는 산도를

tartar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

과 산 함량은 총 3반복으로 측정하였다. 과육의 경도는 껍질을

포함하여 8 mm probe를 사용하여 20립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과피색 측정을 위한 CIRG 값은 Choi 등(2014)의 방법을 따랐다.

물질분석을 위해 각 품종별 포도 과립 20개를 무작위로 골라 각

각 과피와 종자로 분리하였다. 품종 당 총 3 반복으로 시료를 구

분하여 분석에 이용할 때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Phenolic compound 분석

냉동 보관된 각 포도 품종의 과피, 종자 시료는 액체질소와 함

께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균질화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위적

으로 종자를 없앨 수 있는 ‘Kyoho’, ‘Heukbosuk’ 품종의 종자는

GA처리하지 않은 과실에서 종자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각 품

종의 과피시료는 0.5 g씩 정량하여 MeOH 5 mL를 넣었고, 종자

시료는 0.2 g에 각각 메탄올 2 mL을 넣고 암소에서 24시간 추출

하였다. 추출물은 원심분리(15,000 rpm, 20분)하여 상층액을 취한

후 0.2 µm nylon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분석조건은 Chang

등(2013)의 조건을 사용하여 LC-MS/MS로 분석하였다. 검량선은

quercetin, trans-cinnamic acid, (+)-catechin, (−)-epicatechin, caf-

taric acid, kaempferol, myricetin, resveratrol, procyanidin B1,

procyanidin B2 표준품(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을 각

각 1 g/L의 stock solution을 만들고 이를 MeOH로 희석하여 100

mg/L의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를 각각 혼합하여 10 mg/L의

혼합 표준용액을 만든 후 0.1, 0.5, 1.0, 5.0, 10 mg/L의 working

standard solution을 만들었다. 이들 농도별 standard를 각각 10 µL

씩 LC-MS/MS에 주입하여 나타난 chromatogram상의 피크면적을

기준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분석기기는 Shiseido사의 HPLC

(5100 Auto Sampler NASCA, 3301 Dual pump MSI, 3014

oven, Tokyo, Japan)에 연결된 API 3200 (AB Sciex,  Framing-

ham, MA, USA)를 이용하여 컬럼은 Unison사의 UK-C18 (2×100

mm, 3 µL)을 사용하였다. Gradient조건을 위해 용매 A는 0.1%

formic acid, 5 mM ammonium formate in D.W.를 용매 B는

0.1% formic acid, 5 mM ammonium formate in methanol을 이용

하여 0.3 mL/min의 속도로 16분간 분석하였다. 시료는 10 µL씩

주입하였고 페놀계 물질분리를 위해 5-7분까지 용매 A를 90%,

용매 B를 10%, 7-10분까지 용매 A를 45%, 용매 B를 55%, 10-

13 분까지 용매 A를 0, 용매 B를 100%로 농도구배를 주었으며,

다음분석을 위해 3분 동안 용매 A 95%, 용매 B 5%를 흘려준

뒤 분석을 계속하였다.

Anthocyanin 분석

냉동 보관된 포도 과피 분쇄시료 0.5 g을 50 mL의 conical tube

에 넣은 후 10% formic acid/MeOH 10 mL을 넣고 암소에서 24

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원심분리(4,000 rpm, 10oC, 10분)를 하

여 상층액을 취한 후 0.2 µm nylon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Anthocyanin 분석은 Kim 등(2015)의 분석조건을 변형하여 분석

하였다. Anthocyanin standard로는 각각 cyanidin-3-galactoside

(C3G), delphinidin-3-glucoside (D3G), malvidin-3-glucoside (M3G),

peonidin-3-glucoside (Pe3G), petunidin-3-glucoside (Pt3G),

malvidin-3,5-diglucoside (M35G), peonidin-3,5-diglucoside (Pe35G)

(Extrasnthese, Genay, France)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standard는 증류수로 희석하여 혼합 표준용액을 제조하고,

이들 농도별로 0.1, 0.5, 1.0, 5.0, 10, 20 mg/L의 희석액을 만든

뒤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사용한 기기는 HPLC (Shiseido, Nano-

space SI-2, Tokyo, Japan)에 Shiseido capcell pak C18 MG col-

umn (250 mm×4.6 mm I.D., 5 µm)을 사용하였다. 용매는 gradient

조건에서 용매 A는 5% formic acid 수용액으로, 용매 B는 aceto-

nitril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처음 5분까지 용매 A는 95%, 용

매 B는 5%에서 시작하여 5-55분까지 용매 A는 60%까지, 용매

B는 40%까지 농도구배를 이용하여 0.7 mL/min의 속도로 분석하

였다. 다음 분석을 위해 7분 동안 용매 A 95%, 용매 B 5%를 흘

려준 뒤 분석을 계속하였다. Anthocyanin 분석은 PDA detector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 통계 처리는 통계용 프로그램인 The R-Commander

A Basic Statistics GUI for R (version 3.5.0)의 ‘Rcmdr’ package

(Ver. 2.5.3.)를 이용하였고, 분산분석은 Tukey’s multiple range test

를 이용하여 품종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과실특성비교

국내에서 육성한 종자 없는 포도 품종인 ‘Hongju SDS’와 수입

포도 품종인 ‘Thompson SDS’, ‘Crimson SDS’을 포함한 국내유

통 주요 품종인 ‘Campbell Early’, ‘Kyoho’, ‘Heukbosuk’의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1). ‘Hongju SDS’ 품종의 총 가용성 당

함량(TSS)은 18.6oBx로 수입 포도인 ‘Crimson SDS’의 22.9oBx,

‘Thompson SDS’의 20.0oBx 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식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 함량은 품종별로 0.51-0.62%까지 다

양하게 나타났다. 산 함량 대비 당 함량인 당산비는 과실의 품질

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양조용 포도에서는 양조

적기 판단기준으로 35이상을 제시한다(Jackson, 2014). 국내에서

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탑프루트 프로젝트(2006-2014)의 목표

품질기준으로 당산비를 환산하면 ‘Campbell Early’ 품종의 경우

는 25 (15oBx 이상, 0.6% 이하), ‘Kyoho’ 품종의 경우 30 (18oBx,

0.6% 이하)으로 제시할 수 있다(Jung 등, 2012). 본 시험에서는

과실특성 비교를 위한 과실 적숙기 기준을 ‘Kyoho’ 품종에 해당

하는 수치인 당산비 30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당산비로 환산하여 포도 품종을 비교하면, 수입품종인 ‘Cr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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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는 42.0, ‘Thompson SDS’는 39.3으로 국내산 품종에 비해

당산비가 월등히 높았다.

과립 중량은 ‘Crimson SDS’ 품종과 ‘Thompson SDS’ 품종이

7.5-8.5 g으로 ‘Hongju SDS’ 품종의 5.5 g보다 무거운 것으로 나

타났다. ‘Crimson SDS’ 품종과 ‘Thompson SDS’ 품종의 경우 원

래 종자가 없는 품종으로 실제 3-4 g 내외의 작은 과립이 착립

된다. 이에 두 품종의 경우 GA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실 크기

가 너무 작아 일반적으로 과립 비대를 위해 GA 처리가 필수적

인 처리이다. ‘Hongju SDS’ 품종의 경우 종자가 발달도중 퇴화

된 흔적이 존재하며, 과립중이 ‘Campbell Early’ 품종과 유사한

5-6 g을 나타낸다(Table 2). 4 배체 포도인 ‘Kyoho’, ‘Heukbosuk’

품종의 경우에는 종자를 없애기 위해 GA를 처리하는데 그에 대

한 반응으로 과립비대도 같이 이루어져 12-14 g 정도의 과립중을

나타낸다.

한편 과립의 경도는 외국 수입산 포도 품종이 5 kg·f 이상으

로 국내산 포도 품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그 중 ‘Hongju SDS’

품종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우리나라 포도 품종 중 가장 높은 3.3

kg·f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과립의 경도가 높으면 유통 시 자체

무게로 인한 압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간 저장해도 과육 물

러짐이 적기 때문에 수출이나 유통 시 경도가 높은 품종을 선호

한다. 수입산 ‘Crimson SDS’ 품종과 ‘Thompson SDS’ 품종의 경

우 과육의 경도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Table 1), 장기 저장조건에

최적화된 품종으로 이미 세계적인 포도 유통의 주품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품종의 과립중 대비 과피무게는 ‘Campbell Early’

품종이 12%로 가장 높았고 ‘Hongju SDS’ 품종이 4%로 가장 낮

았다(Table 2). 포도의 기능성물질의 대부분이 과피에 존재하므로

실제 과실을 섭취할 때 이는 중요한 품종간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종자를 가지고 있는 ‘Campbell Early’ 품종과 달

리 ‘Hongju SDS’ 품종의 경우 퇴화된 종자(9 mg)가 평균 3.4개

존재하였다(Table 2).

페놀계화합물의 LC-MS/MS 분석

포도 과피와 종자의 페놀계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과피의 주

요 물질은 quercetin, resveratrol, 종자의 주요물질은 catechin, epi-

catechin, procyanidin B1, B2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앞서 보

고된 연구결과에서도 공통으로 보고되는 내용으로(Xia 등, 2010;

Chang 등, 2013; Chang 등, 2011), 품종 간 차이는 존재하나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몇몇 페놀계 화합물은 품종별로 특이적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Campbell Early’ 품종에서는

caftaric acid (40.9 mg/100 g)가, ‘Crimson SDS’ 품종에서는 cat-

echin (86.8 mg/100 g), proanthocyanidin B1 (94.6 mg/100 g) 등이

과피에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포도에 존재하는 페놀계화합물 중에서, non-flavonoids 물질은

hydroxycinnamic acid, caftaric acid, gallic acid, resveratrol 등이

대표적이고 flavonoids 물질은 kaempferol, quercetin, myrisetin,

anthocyanin, catechin, anthocyanin 등이 있다. Flavonol에 hydroxyl

기가 붙는 위치, 개수에 따라 kaempferol, qurcetin, myricetin 이

결정되며, glucoside, galactoside가 붙어 anthocyanin류가 결정된다.

Catechin의 경우에는 flavonol에서 oxyl기가 빠진 형태로 epicat-

echin 등 여러 iso-form이 있다(Xia 등, 2010; De Rosso 등,

2015; Buchanan 등, 2000). 먼저 flavonoid류의 함량을 살펴보면

수입포도인 ‘Crimson SDS' 품종의 과피에 존재하는 flavonoid류

의 함량이 국내산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Hongju

SDS’ 품종의 경우 kaempferol의 함량이 17.5 mg/100 g으로

11.8 mg/100 g인 ‘Crimson SDS’ 보다 높았고 나머지 유사 flavonol

인 quercetin, myricetin의 함량은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3). 같은 flavonol류이지만 형태가 약간 다른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의 경우 과피에서의 함량은 수입산 ‘Crimson SDS’보

다 낮았지만 국내산 포도인 ‘Campbell Early’, ‘Heukbosuk’,

‘Hongju SDS’ 품종의 종자에서의 함량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3). 이는 포도의 과피에는 주로 resveratrol, quercetin이 종

Table 1. Fruit character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

Cultivar
Total soluble
solids (oBx)

Titratable
acidity (%)

Sugar/acid
ratio

Berry hardness 
(kg·f)

CIRG2) Skin color

Domestic Campbell Early 016.3±0.7d1) 0.56±0.05a 29.0±1.6c 1.9±0.8c 6.7±0.9a Black

Kyoho 19.6±0.2b 0.64±0.09a  31.1±4.1bc 2.4±0.4c 5.8±0.8b Black

Heukbosuk  17.7±0.8cd 0.57±0.08a  31.3±4.7bc 2.0±0.3c 7.3±1.5a Black

Hongju  18.6±0.1bc 0.62±0.03a 29.8±1.6c 3.2±0.6b 4.4±0.4c Red

Imported Crimson SDS 22.9±0.9a 0.55±0.01a 42.0±1.8a 5.6±0.7a 3.0±0.3d Red

Thompson SDS 20.0±0.4b 0.51±0.03a  39.3±2.7ab 5.2±0.4a 1.1±0.1d White

1)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Tukey’s HSD, Mean±SD (n=20), TSS, TA and S/A ration (n=5).
2)CIRG: Color Index for Red Grape, Choi et. al. (2014).

Table 2. Differences of skin and seed weight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

Cultivar
Berry length

(mm)
Berry width

(mm)
Berry weight

(g)
Skin weight

(mg)
Seed weight

(mg)
Seed number 

(Avg.)

Domestic Campbell Early 020.7±0.9d1)  19.4±0.6cd 05.4±0.5e 0679±228b 137±28 3.5±0.7

Kyoho 27.1±0.9b 23.3±1.0a 14.1±1.4a 1,110±234a - -

Heukbosuk 25.6±1.7c 22.7±1.3a 12.2±1.0b 1,143±299a - -

Hongju 21.3±0.8d 19.3±0.5d  5.5±0.4e 307±99c  9±0.1 3.4±0.7

Imported Crimson SDS 27.4±0.8b 20.3±0.6b  7.5±0.5d 482±81c - -

Thompson SDS 31.9±1.3a  20.2±0.8bc  8.5±0.8c 350±93c - -

1)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Tukey’s HSD, Mean±SD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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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는 주로 catechin, epi-catechin이 함유되어 있으며 품종 간 차

이를 보인다는 앞선 보고와 동일한 결과였다(Iacopini 등, 2008;

Perez-Navarro 등, 2019). Flavonol류 중 대표적인 quercetin은 포도

의 주요한 polyphenol로 햇빛에 닿는 부분의 함량이 월등히 많다

(Price 등, 1995). 또한 antibacterial activity를 가지고 있으며(Rod-

rigues-Vacuero 등, 2007), 섭취 시 free radical 소거능과 세포의

생장,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anthocyanin과 함께 항암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arah 등, 2014; Sun 등, 2010). Myrice-

tin은 quercetin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동일하

게 항암효과를 가진 물질로 quercetin 보다는 함량은 적게 나타

났지만 항암효과는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Devi 등, 2015). 마

찬가지로 kaempferol도 quercetin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과피에

서 UVB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인체에서 항암, 항산화, 항염

증, 항균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7). 종자에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flavonoid 중 대표적으로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류가 있는데 이들도 인체에서 항산화작용

을 하며, 항염증, 항암효과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Cai 등, 2011).

Non-flavonoid류 물질 중 resveratrol은 ‘Crimson SDS’ 품종과

‘Hongju SDS’ 품종의 함량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caftaric acid

의 함량은 ‘Campbell Early’ 품종에서 월등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Caftaric acid는 포도의 페놀산 중 하나로 caffeic acid의 중합체로

와인의 산화와 관련된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다(Singleton 등,

1986; Burin 등, 2014). Caftaric acid는 주로 청포도에 많이 분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색포도 품종에도 함량이 일부 보고

되고 있다. 주로 항산화 기능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체

에서의 작용기작도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Resveratrol은

포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phytoalexin으로 주로 진균의 침입에 대

항하기 위해 과피에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그런데 resveratrol은 합

성 estrogen인 diethylstilbestrol (DES)와 유사한 구조와 활성을 가

진 것으로 밝혀졌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

(Gehm 등, 1997). 이외에도 resveratrol이 가진 항산화, 항돌연변이,

항염증 작용으로 발암억제제로의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Jang 등,

1997). 이들 페놀계화합물은 재배방법, 기후에 따라서도 큰 영향

을 받는 물질이지만, 적숙기에 수확한 품종 간 대략적인 profile

을 비교한 결과로만 본다면 ‘Crimson SDS’ 품종의 페놀계 화합

물이 단위 무게 당 함량이 가장 높고, 국내산 포도인 ‘Hongju

SDS’의 경우 다른 국내산 품종과 다르게 ‘Crimson SDS’ 품종의

profile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도 anthocyanin의 HPLC 분석

포도의 anthocyanin은 품종별 조성이 다르며 동일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함량이 기후, 재배조건에 따라 달라진다(Perez-Navarro

등, 2019). 포도의 anthocyanin 종류와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포도

과피에 존재하는 anthocyanin의 종류별 함량은 품종별로 많은 차

이를 나타내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청색계열 anthocyanin인 mal-

vidin 계열의 anthocyanin함량이 유럽종(Vitis vinifera)보다 미국종

과의 잡종(Vitis labruscana)에서 많이 존재하고, 특히 malvidin-3-

5-glucoside의 함량은 ‘Heukbosuk’ 품종의 경우 1,165 mg/100 g으

로 특히 많았다(Table 4). 따라서 포도 품종의 특성상 검은색과피

Table 3. Phenolic compound content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

Cultivar
Resveratrol

Caftartic
acid

Quercectin Myricetin Kaempfero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 

B1
Procyanidin

B2

Skin (mg·100 g-1, FW)

Campbell Early  0.6±0.1c1) 40.9±3.7a 21.2±1.2b 02.8±0.2cd 02.4±0.1e  5.0±0.5bc 1.4±0.1b 010.0±0.7cd 4.2±0.2c

Kyoho 0.5±0.1c 03.1±0.2b 17.8±1.7b 4.0±0.4a 06.3±0.6c  6.3±0.5bc 1.1±0.1b 32.5±3.1b 6.2±0.5b

Heukbosuk 0.2±0.1d 00.7±0.1b 12.4±0.8c 03.5±0.3ab 04.0±0.4d 1.6±0.1c 0.4±0.1c 008.8±0.8cd 1.3±0.1d

Hongju 2.5±0.2a 01.2±0.1b 35.3±2.4a 03.1±0.1bc 17.5±0.9a  7.8±0.5bc 0.7±0.1c 15.6±1.0c 2.3±0.2d

Crimson SDS 2.9±0.2a 02.8±0.3b 38.1±3.3a 03.2±0.2bc 11.8±0.9b 86.8±5.7a0 3.1±0.3a 94.6±6.8a 18.2±0.9a0

Thompson SDS 1.7±0.2b 00.5±0.1b 07.1±0.7d 2.4±0.1d 03.1±0.2de 10.1±0.9b0 0.4±0.1c 03.9±0.2d 1.2±0.1d

Seed (mg·100 g-1, FW)

Campbell Early 0.9±0.1a 02.5±0.2b 00.7±0.1b 4.5±0.3b 3.9±0.3b 88.3±5.4b0 74.5±5.9b 48.5±4.0b 63.1±4.6b

Heukbosuk 1.7±0.2b 03.1±0.2b 01.0±0.1b 5.0±0.4b 3.1±0.3b 310.5±26.1a0 264.3±20.0a 89.1±2.7a 93.9±4.0a

Hongju 7.1±0.6a 09.8±0.6a 05.0±0.3a 8.3±0.6a 9.5±0.8a 87.6±4.8b0 72.9±7.0b 46.5±2.9b 11.5±0.8c

1)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Tukey’s HSD, Mean±SD (n=3).

Table 4. Skin anthocyanin content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

　 Cultivar
D3G1) M3G M35G Pt3G C3G Pe3G Pe35G

(mg·100 g-1, FW)

Domestic Campbell Early 027.8±2.1b2) 07.1±0.5c 356.4±5.8c 01.5±0.1c 03.7±0.3bc <0 22.1±1.7a

Kyoho 16.7±1.0c 17.5±1.8b  619.5±87.2b 06.4±0.5b 2.2±0.2c 3.3±0.3b 13.3±0.5b

Heukbosuk 15.4±1.7c 24.5±3.1a 1,165.7±159.5a 16.3±1.6a 1.2±0.1c 4.3±0.6b 08.5±0.9c

Hongju 43.3±3.2a 06.9±0.5c 05.0±0.4d 05.3±0.6b 33.8±2.9a0 27.2±2.2a0 00.9±0.1d

Imported Crimson SDS 25.6±2.3b 020.4±2.7ab 11.8±0.5d 07.7±0.7b 7.1±0.7b 27.1±1.7a0 00.9±0.1d

1)C3G; Cyanidin-3-galactoside, D3G; Delphinidin-3-glucoside, M3G; Malvidin-3-glucoside, Pe3G; Peonidin-3-glucoside, Pt3G; Petunidin-3-
glucoside, M35G; Malvidin-3,5-diglucoside, Pe35G; Peonidin-3,5-diglucoside.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Tukey’s HSD,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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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내산 포도품종들의 과피색 지수인 CIRG 값도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1). ‘Campbell Early’, ‘Kyoho’ 품종의 경우 여름철

무더운 기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도록 미국종 포도와 교배된 품

종이며, 특히 ‘Heukbosuk’ 품종은 여름철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되도록 개량된 품종이다. 따라서 이들 품종의 경우 청색계열의

anthocyanin 함량은 수입포도 품종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포도의 주요 anthocyanin은 5종류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delphinidin 계열의 anthocyanin은 malvidin과 petunidin계열의 전구

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malvidin, petunidin의 함량보다 작으며,

peonidin계열의 전구체인 cyanidin의 경우에도 peonidin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난다(Carreno 등, 1997). 포도 anthocyanin의 기본골격

에 hydroxyl기를 조절하는 효소인 F3'H의 경우 변색기전 발현이

시작되어 점점 그 발현량이 감소하고, F3'5'H의 경우 변색기 이

후에 발현이 시작되어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때 과

피색이 붉은 품종에서는 F3'5'H의 발현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과피색이 진한품종은 높은 발현량을 유지한다(Castellarin과 Gaspero,

2007). Anthocyanin 계열에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anthocyanin 계

열에서도 3'-OH, 3'5'-OH 형태의 조성에 따라서도 외부로 드러나

는 과피색에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anthocyanin

역시 인체에서의 항산화, 항암, 항염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보고되어 있다(Han 등, 2019). Anthocyanin 함량은 기후

조건, 재배방법, 수확시기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함량이 크

게 좌우되지만 품종별 profile 비교를 통해 나타난 차이는 해당

품종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포도섭취 시 페놀계 화합물의 함량

국내산 주품종인 ‘Campbell Early’ 품종의 경우 종자가 너무 높

은 경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고, ‘Kyoho’,

‘Heukbosuk’ 품종은 종자의 페놀계 화합물 함량은 높지만(Table

3), 주로 종자 없는 포도로 유통이 되므로 종자에 함유된 페놀계

화합물의 이용은 어렵다. 게다가 국내산 포도 품종인 ‘Campbell

Early’ 품종은 과피가 질겨 먹기 힘든 품종이며, ‘Kyoho’, ‘Heuk-

bosuk’ 품종은 대립계 큰 과립으로 인해 과피 무게도 타 품종에

비해 무거워 과피를 먹기에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품종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품종에 부위별로 함유되어 있는

페놀계 화합물은 함량이 적지 않음에도 생식용으로 종자와 껍질

을 먹을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섭취는 결과적으로 어렵다. 그러

나 수입포도는 과피가 질기지 않고 과육과 과피분리가 되지 않

아 흔히 과피와 함께 포도를 섭취하며, ‘Red globe’ 품종의 경우

종자의 경도가 낮아 쉽게 씹어 섭취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포도에 있는 페놀계 화합물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피와 종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과피와 종

자가 먹기에 적당한 정도의 경도와 식감을 가진 포도품종이 필

요하다. 최근 육성된 ‘Hongju SDS’ 품종의 경우 과피를 먹을 수

있고 또한 섭취 가능한 퇴화종자(10 mg 이하)가 다수 존재하여

수입산 포도와 유사하게 섭취할 수 있다(Table 2).

실제 포도 100 g에 포함된 과피, 종자를 먹었을 때를 가정한

페놀계 화합물의 함량은 Table 5와 같다. 포도 100 g의 포도 과

립수와 과립 당 종자 수, 과피 무게, 종자 무게 및 단위 무게 당

페놀계 화합물의 함량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종자

없이 과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포도 품종인 ‘Hongju SDS’,

‘Crimson SDS’, ‘Thompson SDS’ 품종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

‘Crimson SDS’ 품종에서 대부분의 페놀계 화합물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단위 무게 당 함량을 확인하면 ‘Crimson

SDS’와 ‘Hongju SDS’ 품종의 차이는 줄어드는데(Table 3), 이는

Table 5. Phenolic compounds in 100g of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1)
Quercectin Resveratol Myricetin Kaempferol Caftartic acid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 
B1

Procyanidin 
B2

(µg)

Campbell Early 247.6±15.8a2) 07.2±1.2c 3.3±0.4a  2.8±0.2cd 482.9±87.4a 05.9±0.6c 16.1±1.2ab 11.8±1.6c 05.0±0.8b

Kyoho 138.9±11.2b 04.0±0.4d 3.2±0.5a 4.9±0.6b 024.6±0.6b 04.9±0.4c 08.4±1.4bc 25.4±1.9b 04.8±0.5b

Heukbosuk 128.7±14.8b 01.7±0.1d 3.6±0.4a  4.2±0.4bc 007.2±0.8b 01.7±0.1c 04.1±0.5c  9.1a±1.1c 01.4±0.1d

Hongju 156.0±24.7b 12.1±0.1b  1.5±0.1bc 7.8±0.9a 007.0±0.2b 18.2±8.1b  15.6±7.2ab 14.7±3.5c 02.9±1.0c

Crimson SDS 240.8±28.8a 18.3±1.8a 2.0±0.2b 7.5±0.6a 017.6±1.6b 54.7±3.4a 19.5±1.1a 59.6±4.0a 11.5±0.4a

Thompson SDS 029.4±5.2c 07.2±1.5c 1.0±0.2c 1.3±0.2d 002.2±0.1b 04.2±0.8c 01.7±0.4c 01.6±0.2d 00.5±0.1d

1)‘Campbell Early’, ‘Hongju SDS’ grape used skin and seed phenolic compounds; ‘Kyoho’, ‘Heukbosuk’, ‘Crimson SDS’, ‘Thompson SDS’ only
use skin phenolic compounds.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Tukey’s HSD, Mean±SD (n=3).

Table 6. Anthocyanin contents in 100g of domestic and imported grape

　 Cultivar
 D3G1) M3G M35G (×1000) Pt3G C3G1) Pe3G Pe35G

(µg)

Domestic Campbell Early  326.9±47.6a2) 82.4±3.6b 4.3±0.5b 17.2±1.1c  43.2±6.9b <0 261.1±46.6a

Kyoho 131.0±16.9b 136.5±3.1a0 4.8±0.6b 50.0±0.4b 17.4±1.9c 25.8±3.6c 104.7±10.4b

Heukbosuk 158.7±8.6b0 253.6±36.6a 12.0±1.8a0 168.9±25.4a 12.0±0.3c 44.2±4.8c 87.2±7.9b

Hongju 189.8±22.7b 30.5±5.0c 0.022±0.003c  23.4±4.5ab 148.9±26.7a 117.5±15.3b 03.9±0.5c

Imported Crimson SDS 161.5±18.9b 128.2±12.5bc 0.074±0.003c  48.3±2.7ab 44.6±4.4b 170.8±9.9a0 05.8±0.3c

1)C3G; Cyanidin-3-galactoside, D3G; Delphinidin-3-glucoside, M3G; Malvidin-3-glucoside, Pe3G; Peonidin-3-glucoside, Pt3G; Petunidin-3-
glucoside, M35G; Malvidin-3,5-diglucoside, Pe35G; Peonidin-3,5-diglucoside.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Tukey’s HSD,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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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무게인 경우 과립중이 작아 더 많은 과피를 섭취할 수 있

는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Table 2). 마찬가지로 실제 포도를

먹을 때를 가정한 anthocyanin 함량을 비교하면, Table 6과 같이

국내산 포도인 ‘Campbell Early’, ‘Kyoho’, ‘Heukbosuk’ 품종의

과피 anthocyanin 함량이 수입산 포도보다 많다. 만약 껍질까지

먹는다면, 수입산 보다 많은 기능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겠지만

국내산 포도품종 껍질의 섭취는 어렵기 때문에 껍질의 섭취가 가

능한 수입산 포도 품종과의 섭취량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Antho-

cyanin 종류별 품종 별 차이는 단위 무게 당 차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같은 적색 과피색을 지닌 ‘Crimson SDS’ 품종과 비교

하였을 때, ‘Hongju SDS’ 품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색 anthocy-

anin 함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입산 포도와 유사하게 유럽종 포도로 육성된 ‘Hongju SDS’

품종의 경우 과피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과실특

성 및 anthocyanin 함량을 포함한 페놀계 화합물의 함량은 다른

유럽종 수입산 포도에 뒤지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1). 이

와 같은 수입산과 국내산 포도 품종의 페놀계 화합물 함량비교

는 이들 포도품종의 가공적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능성 물질의 활용에도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요 약

국내산 포도 품종 ‘Campbell Early’, ‘Kyoho’, ‘Heukbosuk’,

‘Hongju Seedless (SDS)’와 수입 포도 ‘Crimson SDS’, ‘Thomson

SDS’의 페놀계 화합물을 비교하기 위해 LC-MS/MS와 HPLC를

이용하여 함량을 비교하였다. 수입포도 ‘Crimson SDS’와 ‘Thomp-

son SDS’ 품종은 국내산 포도 품종보다 가벼운 과피무게(300-350

mg)와 단단한 경도(5.2-5.6 kg·f)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Crim-

son SDS’ 품종의 과피에 함유된 페놀계 화합물 함량은 다른 포

도 품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resveratrol (25-29 mg/kg),

quercetin (350-380 mg/kg), myricetin (31-32 mg/kg) 함량은 ‘Hongju

SDS’ 품종과 유사하였다. Anthocyanin 함량은 포도 품종에 따라

달랐는데, ‘Hongju SDS’ 품종은 Delphinidin-3-glucoside의 함량이

높았고, ‘Crimson SDS’ 품종은 Peonidin-3-glucoside의 함량이 높

았다. 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포도 부위별 다른 함량을 나타냈고,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 B1, B2는 포도 종자에서 전형적

인 화합물이었다. 과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포도품종은 과피에

포함된 유용한 phenolic compounds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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