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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mum conditions were established for anthocyanidin extraction from sweet potato tips and
tubers. The dependent variables of ethanol concentration (X1), citric acid concentration (X2), and extraction temperature
(X3) were designed using a central composite design. All three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ed anthocyanidin extraction,
and the influence of X1 was greater than that of X2 and X3. The highest anthocyanidin content in tips and tubers were
26.58±0.07 and 117.32±0.39 mg/100 g at 50% (X1), 0.3% (X2), and 50oC (X3), respectively.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for the tips were 56.10% (X1), 0.25% (X2), and 52.24oC (X3) and tubers were 55.08% (X1), 0.30% (X2), and
53.06oC (X3). The predicted values under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were 27.45 and 119.61 mg/100 g, and the
experimental values were 27.09±0.11 and 118.72±0.67 mg/100 g, respectively. The extraction conditions were validated by
comparing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with those of 98.69 and 99.2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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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메꽃과에 속하는 작물로서 전 세

계적으로 쌀과 보리 등의 곡류와 함께 주요 식량자원으로 이용

되어 왔으며,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

이다(Bovell-benjamin, 2007). 고구마는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무

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Ishida 등, 2000), 페놀화합물(Jung

등, 2011), 안토시아닌(Park 등, 2011), β-carotene (Huang 등,

1999)과 같은 항산화물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구마의 괴근을 비롯해 끝순과 줄기 등 식물체 전

체를 식용할 수 있으며, 폴리페놀 화합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

에 해외에서는 괴근 뿐만 아니라 끝순을 건조 후 분말로 제조하

여 빵의 반죽이나 아이스크림, 주스 및 차 등에 첨가하여 다양한

식품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Islam, 2006).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고구마의 잎과 잎자루를 나물이나 국으로 식용을 해왔

지만 아직도 괴근보다 이용도가 미흡하여 많이 버려지거나 사료

로만 사용되고 있다(Li 등, 2012).

자연계의 안토시아닌은 식물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수용성

색소성분으로, 꽃, 잎 과일에서 pH에 따라 주황색, 적색, 자주색,

청색 및 보라색을 나타내며, 식품산업에서 천연 식용색소로 이용

하고 있다(Yoshimoto, 2001). 최근 국내에서 육종되어 재배되고

있는 자색고구마(Ipomoea batatas)는 다량의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공합성색소의 안전성 문

제가 야기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합성색소에 대한 사용이 규제되

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천연 색소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Mazza, 2018). 안토시아니딘은 안토시아닌과 달리 당

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채소류 및 과일류에 주로 존재하

는 안토시아니딘은 cyanidin이며, 이외에도 peonidin, petunidin,

delphinidin, pelargonidin 및 malvidin 등이 존재한다(Mazza,

2018). 안토시아니딘은 색소 성분 및 질병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인공색소를 대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안토시아

니딘과 무색 분자들 사이의 공액색소화에 의해 색상의 강도가 더

진해질 수 있다고 한다(Jung 등, 2015). 리포좀 모델 시스템에서

철이온 환원력이 안토시아닌보다 안토시아니딘이 더 높다 하였

으며 이는 안토시아니딘의 항산화 활성이 더 뛰어남을 의미한다

(Seeram과 Nail, 2002). 그러나 고구마의 색소에 관한 연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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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토시아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토시아니딘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구마 끝순과 괴근으로부터 자색색소

인 안토시아니딘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최적 추출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추출온도, 추출용매의 에

탄올 농도 그리고 pH 조절을 위한 citric acid 농도에 따른 안토

시아니딘의 추출특성을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고구마 끝순 및 괴근은 농촌진흥청 바이오

에너지센터에서 2019년에 수확한 것으로 예비실험 결과를 통해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품종을 선정하였다. 끝순은 ‘하얀미’, ‘주

황미’, ‘호감미’ 품종을 사용하였고, 괴근은 ‘신자미’, ‘단자미’ 품

종을 사용하였다. 수확된 시료는 수돗물로 세척한 다음 40oC의

열풍 건조기(WFO-459PD, EYELA, Tokyo, Japan)에서 48시간 동

안 건조 시킨 뒤, 분쇄기(Micro hammer cutter mill type-3,

Culatti AG, Zurich)로 분쇄하여 −4oC에서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

용하였다.

안토시아니딘 추출

건조된 끝순 및 괴근 분말의 안토시아니딘 추출 방법은 Ji 등

(2016)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건조된 끝순 및 괴근 분

말 1 g에 0.3% HCl을 포함하는 80% 메탄올 20배량을 첨가하여

25oC에서 1시간 동안 3회 반복하고 초음파 추출(Ultrasonic Cleaner

SD-350H, Seong Dong, Seoul, Korea) 하였다. 추출물은 2,220×g

에서 원심분리(Centrifuge union 55 R, Hanil, Incheon, Korea)한

다음 여과(Advantec No. 2,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하여 60 mL로 정용하였다.

안토시아니딘 추출조건 최적화

고구마 끝순 및 괴근의 안토시아니딘 추출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심합성 계획법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고, 반응표면 분석

법으로 최적 추출조건을 확립하였다. 추출조건의 독립변수로 선

행연구결과(Jun 등, 2019; Lee 등, 2000)를 바탕으로 안토시아닌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에탄올 농도(X1), citric acid 농도(X2) 그리

고 추출온도(X3)를 −2, −1, 0, +1, +2의 수준으로 설정하여 16가

지 조건으로 추출을 실시한 다음 안토시아닌을 분석하였다.

안토시아니딘 분석

고구마 끝순 및 괴근 추출물과 최적화를 위한 추출조건에서 추

출한 안토시아니딘 추출물 10 mL을 농축하여 1 mL로 정용한 후

2 N HCl 1 mL을 첨가하여 100oC water bath에서 1시간 정도 가

열하여 색소를 완전히 가수분해 시켰다. 가수분해 방법은 Giusti

과 Wrolstad(1996)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가수분해한 색

소액을 냉각한 후 증류수로 2배 희석하여 4 mL로 정용하였다. 희

석액에 isoamyl alcohol 1 mL을 첨가하여 강하게 흔든 후, 잠시

방치한 다음 상층액을 취하여 0.20 μm PTFE 필터로 여과 한 뒤

HPLC (ACME 9000 system, Younglin, Anyang, Korea)로 분석하

였다. 표준품은 cyanidin (Sigma Chemical Co.)과 peonidin

(Polyphenols Laboratories Co.)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샘플은 3회

분석하였다. Column은 Mightysil RP-18 GP column (4.6 mm×

250 mm, 5 μm, Kanto Chemical Co.,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UV (520 nm), 이동상은 5% formic acid in ACN (A)과

5% formic acid in water (B)를 gradient 조건으로 흘려주었고

gradient 조건은 Kim 등(2017)의 방법을 참고하여 A:B를 초기

10:90 (%, v/v)에서 24분에 40:60, 25분에 100:0, 28분에 100:0,

29분에 10:90, 40분에 10:90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속은 0.7 mL/

min으로 흘려주었으며 주입량은 20 μL로 하였다.

통계분석

SAS v. 9.3 (2002-2010) (SAS Ins. Inc., Cary, NC, USA)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조건 최적화의 다항식 회귀 모델을

확립하였으며, 통계분석은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고구마 끝순 및 괴근의 안토시아니딘 함량

고구마 품종별 끝순과 괴근의 안토시아니딘 함량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안토시아니딘 표준품과 시료의 chromatogram

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고구마에 함유된 자색색소는 대부분

peonidin 및 cyanidin계로 존재하며 항암,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shimoto 등, 2001). 안토시아니딘 함량은

배당체 형태가 아닌 고구마 끝순 및 괴근으로부터 추출한 안토시

아닌을 가수분해하여 aglycone 형태의 각각의 peonidin 및 cyanidin

함량을 측정하여 total anthocyanidin으로 나타내었다. 고구마 끝순

중 함량이 가장 높은 품종은 하얀미로 29.63±0.37 mg/100 g이었으

며, 주황미는 1.61±0.04 mg/100 g 그리고 호감미는 1.48±0.02 mg/

100 g의 함량을 나타내어 품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괴근의 경

우 신자미 품종이 124.29±0.21 mg/100 g으로 높았으며, 단자미 품종

은 34.87±0.16 mg/100 g을 나타내었다. 신자미는 주로 peonidin과

cyanidin 계열의 안토시아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peonidin 함량이

cyandin에 비해 3배 정도 높다고 하였는데(Kim 등, 2012), 본 연구

에서도 신자미 품종의 peonidin과 cyandin 량이 각각 92.28±0.18,

32.01±0.21 mg/100 g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Anthocyanidin content on tips and tuber of different sweet potato cultivars

Sample1) Cyanidin (mg/100 g) Peonidin (mg/100 g) Anthocyanidin (mg/100 g)

Tips

Hayanmi 23.39±0.39 06.24±0.06 29.63±0.37

Juhwangmi ND 01.61±0.04 01.61±0.04

Hogammi 00.38±0.11 01.10±0.03 01.48±0.02

Tuber
Sinjami 32.01±0.21 92.28±0.18 124.29±0.210

Danjami 14.21±0.07 20.66±0.09 34.87±0.16

1)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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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시아니딘 추출에 미치는 추출조건의 영향

하얀미 끝순과 신자미 괴근으로부터 안토시아니딘 추출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추출조건의 영향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출조건에 대한 수준은 예비실험

을 통해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안토시아니딘 추출 최대값은 에탄

올 농도 50%, citric acid 농도 0.3%, 추출 온도 50oC에서 끝순은

26.58±0.07 mg/100 g을 나타내었고 괴근은 117.32±0.39 mg/100 g으

로 나타났다. 안토시아니딘 함량에 대한 추출조건별 반응표면 분

석결과를 나타낸 Fig. 2를 살펴보면 에탄올 농도와 citric acid 농

도가 증가할수록 안토시아니딘의 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Fig. 2A 및 2D). 에탄올농도가 10에서 50%로 그리고 citric

acid 농도가 0.1에서 0.3%로 증가함에 따라 끝순은 8.72±0.16에서

26.58±0.07 mg/100 g으로 증가하였으며, 괴근은 42.09±0.69에서

117.32±0.39 mg/100 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이상으로

에탄올 농도와 citric acid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토시아니딘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안토시아니딘 함량은 0.3% 이상의

citric acid 농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현

상은 안토시아닌 색소는 pH가 낮으면 추출 효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분해가 진행되어 감

소된 것이라 판단된다(Ji 등, 2015). 에탄올 농도와 추출 온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Fig. 2B 및 2E를 보면 에탄올 농도 50-70%,

추출 온도 50-60oC 사이에서 끝순의 안토시아니딘 함량은 18.24±

0.14-26.58±0.07 mg/100 g으로, 괴근의 함량은 72.44±0.92-117.32±

0.39 mg/100 g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citric acid와 추출

Fig. 1. HPLC chromatograms of ‘Cyanidin’, ‘Peonidin’ STD (A), sweet potato tip ‘Hayanmi’ (B).

Table 2. Experimental combination and anthocyanidin content of different sweet potato cultivars at various extraction conditions

No. 
Independent variables Total anthocyanidin (mg/100 g)

X1
1) X2 X3 Hayanmi tips Sinjami tuber

1 -2(10) 0(0.3) 0(50) 008.72±0.162) 042.09±0.69

2 -1(30) -1(0.2) -1(40) 18.48±0.45 048.30±1.10

3 -1(30) -1(0.2) 1(60) 19.40±0.43 054.94±0.93

4 -1(30) 1(0.4) -1(40) 16.60±0.14 063.49±0.37

5 -1(30) 1(0.4) 1(60) 19.58±0.41 072.28±0.98

6 0(50) -2(0.1) 0(50) 24.40±0.40 072.44±0.92

7 0(50) 0(0.3) -2(30) 20.50±0.31 060.65±0.42

8 0(50) 0(0.3) 0(50) 26.58±0.07 117.32±0.39

9 0(50) 0(0.3) 0(50) 26.48±0.50 117.30±0.22

10 0(50) 0(0.3) 2(70) 22.64±0.17 109.75±0.61

11 0(50) 2(0.5) 0(50) 18.24±0.14 106.64±0.13

12 1(70) -1(0.2) -1(40) 21.76±0.26 092.63±1.51

13 1(70) -1(0.2) 1(60) 25.99±0.11 116.70±0.43

14 1(70) 1(0.4) -1(40) 15.24±0.57 091.05±0.56

15 1(70) 1(0.4) 1(60) 18.39±0.39 096.81±0.78

16 2(90) 0(0.3) 0(50) 20.26±0.85 074.87±0.25

1)X1: Ethanol concentration (%), X2: Citric acid concentration (%), X3: Extraction Temperature (oC)
2)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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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안토시아니딘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ig. 2C 및 2F). 추출 온도 50-60oC 사이에서 안토시아니딘 함

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Lee 등(2000)의 연구에서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추출온도 20-60oC에서는 증가하나 60oC부터

는 감소한다는 결과와 같으며 색소가 고온에 노출됨에 따라 분

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산 농도나 추출 온도보다는 에탄올 농도가 안토시아니딘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Table 4).

추출조건 최적화

각각의 추출조건에서 실험값과 반응표면 분석결과의 예측값 그

리고 각각의 최적조건은 Table 3과 같다. 고구마 끝순에 대한 안

토시아니딘의 최적 추출조건은 에탄올 농도 56.10%, citric acid

농도 0.25% 그리고 추출온도 52.24oC이였으며, 괴근의 최적 추출

조건은 에탄올 농도 55.08%, citric acid 농도 0.30% 그리고 추출

온도 53.06oC이었고 추출 최적조건에서 예측된 안토시아니딘 함

량은 각각 27.45, 119.61 mg/100 g이었다. 이와 같은 예측결과에

대한 모델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Li 등, 2014) 예측된 최

적 조건에서 추출한 결과 안토시아니딘 함량은 끝순과 괴근에서

각각 27.09±0.11, 118.72±0.67 mg/100 g으로 예측값과 비슷하게 나

타났다. 끝순 및 괴근의 안토시아니딘 함량에 대한 실측값은 통

계적 예측값의 각각 98.69, 99.26%로 나타나 추출조건의 유효성

이 인정되었다.

통계분석

추출조건에 따른 안토시아니딘 함량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와

반응표면 회귀식의 상수값을 Table 4 및 5에 나타내었다. 회귀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끝순 및 괴근의 종속변수인 안토시아니딘 모

델식이 적합한지 평가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안토시아니딘 함량의

모델이 유의적이었고 R2는 각각 0.9015, 0.8756으로 유의성을 보

였다. 적합성 결여 검정은 끝순 및 괴근의 안토시아니딘 함량에

대해 p<0.001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반응표면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는 산 농도와 온도와의 상호관련성의 부족에 의한 결

과라 판단된다. 세가지 독립변수 모두 안토시아니딘 함량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p<0.001), 산 농도나 추출 온도보다는

에탄올 농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추출에 관한 연구에서도 에탄올 농도가 산

농도 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Kim 등, 2014)와 같이 본

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anthocyanidin content of Hayanmi tips and Sinjami tuber.

Table 3. Predic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response variable at the given condition of optimum condition

Cultivars
Independent variables Predicted value

(mg/100 g)
Experimental value

(mg/100 g)2)
X1

1) X2 X3

Hayanmi tips 56.10 0.25 52.24 027.45 27.09±0.11

Sinjami tuber 55.08 0.30 53.06 119.61 118.72±0.67

1)X1: Ethanol concentration (%), X2: Citric acid concentration (%), X3: Extraction Temperature (oC)
2)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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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에탄올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구마 끝순과 괴근으로부터 자색색소인 안토

시아니딘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에탄올 농도

(10-90%), citric acid 농도(0.1-0.5%) 그리고 추출온도(30-70oC)를

변수로 중심합성계획법으로 설계하고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최적

화 하였다. 세가지 변수 모두 안토시아니딘 추출에 유의적인 영

향을 주었으며, 산 농도나 추출 온도보다는 에탄올 농도의 영향

력이 컸다. 각각의 추출조건 중 에탄올 농도 50%, citric acid 농

도 0.3%, 추출 온도 50oC에서 끝순은 26.58±0.07 mg/100 g을 나

타내었고 괴근은 117.32±0.39 mg/100 g으로 가장 높았다. 반응표

면분석에 의한 최적추출조건은 끝순은 에탄올 농도 56.10%, citric

acid 농도 0.25% 그리고 추출 온도 52.24oC이었으며, 괴근은 각

각 55.08, 0.30, 53.06oC이었다. 최적추출조건에서의 예측값은 각

각 27.45, 119.61 mg/100 g이었으며, 실측값은 각각 27.09±0.11,

118.72±0.67 mg/100 g이었다. 예측값과 비교할 때 각각 98.69,

99.26%로 나타나 추출조건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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