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8(5), 535～540(2009)  DOI: 10.3746/jkfn.2009.38.5.535

Cellulase와 Pectinase를 이용한 사과껍질 폴리페놀 추출  항산화 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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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ellulolytic (Viscozyme) and pectolytic (Pectinex) enzyme treatments on extraction of total 
polyphenol and antioxidant activity of extract from apple peel have been examined. Extraction was carried out 
with a dosage of 0.1, 0.25, 0.5, 1 and 2% (v/v) of Viscozyme, Pectinex and Viscozyme＋Pectinex at 30～50oC 
for 12～24 hours. Total polyphenol contents (mg/mL) of extracts obtained with 2% of Viscozyme, Pectinex or 
Viscozyme＋Pectinex treatment for 12 hours were 0.30±0.02, 0.16±0.01, and 0.33±0.02 at 30oC, 0.34±0.01, 
0.19±0.01, and 0.35±0.02 at 40oC and 0.34±0.01, 0.22±0.01, and 0.38±0.02 at 50oC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Viscozyme was more effective than Pectinex at all experimental temperatures, and Viscozyme＋ 
Pectinex resulted in the highest phenolic content at 50oC. Antioxidant activities determined by DPPH, ABTS 
and FRAP assays were increased with concentrations of extracts produced by 2% of Viscozyme＋Pectinex 
treatment, which ranged from 0.10 to 0.40 vit. C eq mM for 5～25 mg of dried matters, from 0.09 to 0.28 vit. 
C eq mM for 1～5 mg of dried matters, and from 0.06 to 1.85 FeSO4 eq mM for 1～5 mg of dried matt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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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ellulase  pectinase는 식물세포벽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펙틴 등을 분해하여 젖산 는 에탄올 

발효를 한 당을 생산하거나(1,2) 과일가공 산업에서 수율 

 여과성을 높이거나 청징화를 개선하기 해 주로 사용되

었다(3).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가공공정으로써 특히 식품

가공  발생하는 부산물로부터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기 

해 cellulase  pectinase가 이용되고 있다. Stoll 등(4)은 주

스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당근박으로부터 카로틴 추출을 

한 정 cellulase : pectinase 비율, 농도  pH 등을 보고하

다. 한, 오 지 과피, 고구마  당근을 cellulase  pec-

tinase로 분해하여 세포벽을 괴함으로써 클로로 라스트 

 세포질의 카로티노이드를 추출할 수 있는 효소농도  

반응시간의 계가 보고되었다(5). 토마토  토마토가공 부

산물로부터 라이코펜 추출수율을 증가시키기 한 cellulase

와 pectinase의 효율성이 비교되었으며(6), 포도주 제조 시 

생기는 과피박에 pectinase를  처리함으로써 유기용매에 

의한 폴리페놀 성분의 추출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7). 효소 처리가 유기용매에 의한 기능성 성분의 수

출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추의 캡사이시노이드 추출에

서도 보고되었다(8).

사과는 식이섬유, 비타민 C  폴리페놀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심  질환  암 등 성인병 방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10). 폴리페놀은 사

과의 주된 항산화 활성 성분(11,12)으로 특히 과피에 함유량

이 높아 과육과 비교하여 품종에 따라 약 2～9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13,14). 우리나라에서의 사과 총생산량은 

2006년 기  약 40만 톤이며(15) 가공은 주로 음료  잼 

등 과육을 이용하는데 가공  발생하는 과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합성소재를 신할 기능성 물질과 천연 항산화제로

써 이용가치가 단히 크다. 본 연구에서는 cellulase와 pecti-

nase 활성이 있는 효소로 각각 Novozymes사의 Viscozyme

과 Pectinex를 사용하여 사과껍질을 분해하고 총 폴리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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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수율을 증가시키는 효소농도, 반응온도, 반응시간  추

출액의 항산화 활성정도를 알아보았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Viscozyme(ViscozymeⓇ L, 100 FBG/g)과 Pectinex 

(PectinexⓇ 100L, 5,000 FDU/mL)는 Novozymes A/S 

(Bagsvaerd, Denmark),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microperoxidase-8(MP-8), 2,4,6-tripyridyl- 

s-triazine(TPTZ), FeSO4․7H2O  ascorbic acid(vitamin 

C)는 Sigma(St. Louis, USA), 6-hydroxy- 2,5,7,8-tetrame-

thylchroman-2-carboxylic acid(trolox)  FeCl3․6H2O는 

Aldrich(Steinheim, Germany)로부터 구입하 으며, 기타 

시약은 일반 특 시약을 사용하 다.

사과껍질 효소추출

사과껍질은 공장( 산농산, 충남)에서 사과(Fuji)로부터 

기계 으로 제거된 것을 사용하 으며, 사과껍질 : 증류수를 

1:1(w/v)의 비율로 혼합하고 blender(Waring Co., USA)로 

마쇄한 후 Viscozyme와 Pectinex를 단독 는 혼합하여 마

쇄 액에 하여 0.1%～2%(v/v)가 되도록 첨가하고 진탕배

양기(SJ808H, Sejong, Korea)를 이용하여 온도 30oC～50oC, 

회 속도 80 rpm의 조건에서 12시간 는 24시간 반응시켰

다. 반응액은 2,322×g(Union 32R, Hanil, Korea)로 20분 원

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0.45 mm syringe filter 

(ADVANTEC, Japan)로 여과하고 여액을 총 페놀 함량  

항산화 활성 측정의 시료로 사용하 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시약 원액을 시료와 혼합

하여 페놀 화합물을 발색시키고 760 nm에서 분 도계로 

측정하 다(16). 표 물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 으며 

mg/mL로 표시하 다.

항산화 활성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건조 고형분 함유량이 5～25 

mg 되도록 희석한 시료액 0.5 mL을 0.2 mM DPPH 에탄올 

용액 1 mL와 혼합하고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515 nm

에서 흡 도(VERSA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측정하여 알아보았다(17).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Arnao 등(18)과 Obon 등(19)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 다. 즉, 2 mM ABTS, 0.2 mM 

MP-8  0.1 mM H2O2를 함유한 1 mL의 PBS(potassium 

phosphate-buffered saline, 0.1 M, pH 7.4)와 건조 고형분 

함유량이 1～5 mg 되도록 희석한 시료액 0.1 mL을 혼합하

고 상온에서 6분간 방치한 후 73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DPPH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vitamin C 

 trolox를 표 물질로 하여 vit. C eq mM/mg  trolox 

eq mM/mg으로 표시하 다.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측정은 

Benzie와 Strain(20)의 방법으로 하 다. 즉 300 mM acetate 

buffer(pH 3.6),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TPTZ  20 

mM FeCl3․6H2O를 각각 10:1:1(v/v/v)의 비율로  혼합하여 

FRAP 시약을 제조하 다. 이어서 고형분 함유량이 1～5 

mg 되도록 희석한 시료액 0.15 mL과 3 mL의 FRAP 시약을 

혼합하고 37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결과는 FeSO4․7H2O를 표 물질로 하여 

FeSO4 eq mM/mg으로 표시하 다.

pH, 총산도  
o
Brix

사과껍질 효소 추출액의 pH는 pH meter(420A, Orion 

Research,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총 산도는 2배

로 희석한 시료 10 mL을 취하여 0.1 N NaOH로 정하고 

citr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 다. oBrix는 hand 

refractometer(Atago, Japan)로 측정하 다.

일반성분

사과껍질 효소 추출액의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

분은 식품공 (21) 일반성분시험법에 하여 측정하 다.

색도

사과껍질 효소 추출액의 색도는 색차계(Color JS555,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통계처리

결과는 평균±SD로 표시하 으며, 유의성은 ANOVA와 

Tuckey test로 알아보았다.

결과  고찰

효소농도, 반응온도  시간에 따른 총 페놀 함량 변화

Novozymes 사에 의하면 Viscozyme은 Aspergillus acu-

leatus로부터 분리된 효소 복합체로 cellulase 활성 외에도 

arabanase, β-glucanase, hemicellulase  xylanase의 활성을 

지니며 정 pH는 3.3～5.5 범 이다. Pectinex는 Aspergillus 

niger로부터 생산된 효소로 pectintranseliminase, poly-

galacturonase, pectinesterase의 활성이 있으며 사과주스의 

펙틴분해 시 pH 4.5에서 최 치의 활성을 보이는 효소이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과껍질 효소 추출액은 pH 

3.60±0.21로 두 효소의 정 pH 범 에 근 하므로 본 실험

에서는 특히 효소농도와 반응온도의 향을 알아보았다.

Fig. 1은 30
oC에서 효소반응 시킨 후 측정한 총 페놀 함량

의 변화이다. 0.1%, 0.25%, 0.5%, 1%  2%(v/v)의 효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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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apple peel extract produced by 2% of Viscozyme and Pectinex treatment 
at 50oC for 12 hr

pH
Titratable acidity

(citrate %)
oBrix

Colors2)

L  a  b

3.60±0.211) 0.64±0.04 9.17±0.67 86.5±2.14 -4.28±0.21 29.11±2.13
1)
Each value is mean±SD (n=3).

2)
L: lightness (100=white, 0=black), a: redness (+=red, -=green), b: yellowness (+=yellow, -=blue).

Enzyme(%)                                           Enzyme(%)
0.0 0.5 1.0 1.5 2.0 2.5

G
al

lic
 a

ci
d(

m
g/

m
L)

0.0

0.1

0.2

0.3

0.4

0.5

Viscozyme(V)
Pectinex(P)
V+P

0.0 0.5 1.0 1.5 2.0 2.5
0.0

0.1

0.2

0.3

0.4

0.5

                           
    12hrs, 30oC                                        24hrs, 30oC     12 hrs, 30oC 24 hrs, 30oC

Fig. 1. Total phenolic content extracted with different dosage 
of enzymes at 30

o
C for 12 and 24 hr (mean±SD, n=3).

리에 따라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 으며, 2% 농도로 12시간 

처리한 반응액의 총 페놀 함량(mg/mL)을 비교하면 

Viscozyme, Pectinex  Viscozyme＋Pectinex가 각각 0.30 

±0.02, 0.16±0.01  0.33±0.02이다. 즉, Viscozyme 는 

Viscozyme＋Pectinex가 Pectinex보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를 보이고 있으며(p<0.01), Viscozyme＋Pectinex의 혼합처

리가 Viscozyme 단독처리보다 효과 인 경향을 보이나 통

계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처리한 반응액

의 총 페놀 함량은 0.30±0.02(p<0.01 vs Pectinex), 

0.18±0.02  0.33±0.02(p<0.01 vs Pectinex)로 12시간 처

리와 유사하 다.

Fig. 2는 40oC에서 효소처리한 후 측정한 총 페놀 함량변

화이다. 30oC에서 반응시킨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었으며 

2% 농도로 12시간 처리한 반응액의 총 페놀 함량(mg/mL)

을 비교하면 Viscozyme, Pectinex 는 Viscozyme＋ 

Pectinex가 각각 0.34±0.01, 0.19±0.01  0.35±0.02로 

Viscozyme 는 Viscozyme＋Pectinex가 Pectinex 처리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p<0.01). 24시간 처리의 경우 

0.32±0.02(p<0.01 vs Pectinex), 0.20±0.02  0.34±0.02 

(p<0.01 vs Pectinex)로 나타났다.

Fig. 3은 50oC에서 효소처리한 후 측정한 총 페놀 함량변

화이다. 2% 농도로 12시간 처리한 반응액의 총 페놀 함량

(mg/mL)이 Viscozyme, Pectinex 는 Viscozyme＋ 

Pectinex가 각각 0.34±0.01, 0.22±0.01  0.38±0.02로 

Viscozyme 는 Viscozyme＋Pectinex가 Pectinex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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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henolic content extracted with different dosage 
of enzymes at 40

o
C for 12 and 24 hr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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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phenolic content extracted with different dos-
age of enzymes at 50oC for 12 and 24 hr (mean±SD, n=3).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p<0.01), Viscozyme＋Pectinex

는 Viscozyme 단독처리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5). 24시간 처리의 경우 0.33±0.01(p<0.01 vs 

Pectinex), 0.22±0.02  0.39±0.01(p<0.01 vs Pectinex, 

p<0.05 vs Viscozyme)로 12시간 처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결론 으로 50
oC에서 Viscozyme＋Pectinex 처리가 총 

페놀 함량 증가에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시간과 

24시간의 차이는 없어 효소반응이 12시간 에 최 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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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pple peel extract produced by 2% of 
Viscozyme and Pectinex treatment at 50oC for 
12 hr (mean±SD, n=3).

것으로 사료된다.

식물세포벽은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등의 골격성

분이 펙틴기질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이며(22) 페놀성 물질

은 세포수 에서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데, 불용성 페놀의 

경우 세포벽 성분으로 수용성 페놀은 액포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세포벽 물질의 효소분해를 

통해 페놀성 물질 등 세포내 유용성분을 추출하고자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4-8). 특히, 셀룰로오스  펙틴질 분해

효소의 병행사용이 상승효과를 보여 세포벽 물질의 분해  

유용성분의 추출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2,5,24), 1:1

의 혼합비율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는 펙틴이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cellulase  hemicellulase 활성과 다른 세포벽 성분

의 분해를 해 펙틴질의 분해가 필수 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22,25).

한, 사과의 폴리페놀은 (-)-epicatechin을 주된 합단

로 한 oligomer 는 polymer 형태의 procyanidins이 주를 

이루며 chlorogenic acid, phloretine glucoside, flavonol 

glycoside 등인데(26,27), procyanidine은 마쇄  압착 등에 

의한 세포 괴 시 세포벽 성분과 수소결합  소수성 결합을 

함으로(28,29) 추출수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로 인해 사과주스 생산 시 부분의 폴리페놀이 

사과박에 남게 되며 추출수율을 높이기 해 셀룰로오스  

펙틴 분해효소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다(30).

사과껍질 효소분해 액의 이화학  특성

Table 1은 사과껍질 효소추출 액의 pH, 총산도, 당도  

색도이다. 사과껍질 효소추출 액은 정산도가 0.64로 가용

성 고형분을 약 9.17 함유하며 사과특유의 향이 강하고 투명

한 황색을 띤다.

사과껍질 효소분해 액의 일반성분

Table 2는 사과껍질 효소추출 액의 일반성분 분석결과이

다. 수분이 91.5%, 단백질 0.2%, 회분이 0.6%이며 지방은 

Table 2. General composition of apple peel extract pro-
duced by 2% of Viscozyme and Pectinex treatment at 50oC 
for 12 hr (g/100 g)

Moisture Crude fat Crude protein Ash

91.5 0.0 0.2 0.6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사과껍질 효소분해 액의 항산화활성

Viscozyme과 Pectinex를 각각 2% 농도로 혼합처리하고 

50oC에서 12시간 반응시킨 사과껍질 효소 추출액의 항산화

활성을 DPPH  ABTS radical 소거활성과 FRAP 측정법

으로 알아보았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다양한 시료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해 범 하게 사용되는 방법인데, 시료량 5, 10, 

15, 20  25 mg에서 0.10, 0.21, 0.30, 0.35, 0.40 vit. C eq 

mM  0.11, 0.25, 0.35, 0.41, 0.47 trolox eq mM로 사과껍질 

효소추출액의 건조 고형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활성도 비례 으로 증가하 다(Fig. 4).

본 연구에서 ABTS radical(ABTS
․+)은 horseradish 

peroxidase와 H2O2작용에 의해 ABTS를 산화시키는 방법

으로 생성하 으며, Viscozyme과 Pectinex를 각각 2% 농도

로 혼합처리하고 50oC에서 12시간 반응시킨 사과껍질 효소 

추출액은 ABTS radical에 해서도 소거활성을 보 다. 시

료량 1, 2, 3, 4, 5 mg에서 0.09, 0.17, 0.23, 0.28, 0.28 vit. C 

eq mM  0.08, 0.14, 0.19, 0.24, 0.24 trolox eq mM로 건조 

고형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도가 증가하 으며 4 mg

의 시료농도에서 100%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5). ABTS 

radical은 metmyoglovin/H2O2 는 potassium persulfate에 

의해서도 생성되며(31) 일명 TEAC(trolox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 측정법으로 불리는데 horseradish perox-

idase/H2O2 방법은 반응시간이 단히 빠른 장 이 있으며 

다양한 물질의 항산화활성 측정에 사용되었다(19,32).

FRAP 측정법은 Fe3+을 Fe2+로 환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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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pple peel extract produced by 2% of 
Viscozyme and Pectinex treatment at 50oC for 
12 hr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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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of apple peel ex-
tract produced by 2% of Viscozyme and Pectinex treatment 
at 50

o
C for 12 hr (mean±SD, n=3).

방법으로 Fe2+을 표 물질로 하여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으

며 0.5 mM의 vitamin C  trolox의 환원능과 비교하 다. 

시료량 1, 2, 3, 4, 5 mg에서 0.06, 0.37, 0.95, 1.41  1.85 

FeSO4 eq mM로 시료농도에 따라 Fe2+의 생성이 증가하

으며, 0.5 mM의 vitamin C  trolox의 환원능력이 각각 1.21 

 1.01로 3～4 mg의 시료와 유사하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 6). FRAP 결과는 사과껍질 추출액 성분이 자공

여체로 작용하여 항산화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과의 주된 항산화활성 성분은 폴리페놀(11,12)로 특히 

과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13,14), 페놀성 물질은 자(수

소)공여체 는 속이온 chelator로 작용하며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요   약

본 연구에서는 cellulase와 pectinase 활성을 가진 Visco-

zyme과 Pectinex를 이용하여 사과껍질로부터 폴리페놀을 

추출하고 추출액의 항산화활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건조하

지 않은 사과껍질과 증류수를 1:1(w/v)로 혼합하여 마쇄한 

후 Viscozyme과 Pectinex를 0.1%, 0.2%, 0.5%, 1%  2% 

(v/v)로 개별 는 혼합처리하고 30
oC～50oC에서 12시간과 

24시간 반응시킨 후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 다. 총 페놀 

함량은 효소농도와 반응온도에 따라 증가하 으며, 2% 농

도로 12시간 처리한 추출액의 총 페놀 함량(mg/mL)을 온도

별로 비교하면 30oC에서는 Viscozyme, Pectinex  Visco-

zyme＋Pectinex 처리구가 각각 0.30±0.02, 0.16±0.01  

0.33±0.02, 40oC에서는 각각 0.34±0.01, 0.19±0.01  0.35 

±0.02, 50oC에서는 각각 0.34±0.01, 0.22±0.01  0.38±0.02

로 나타났다. 모든 온도에서 Viscozyme이 Pectinex보다 월등

히 효과 이며(p<0.01), 50oC에서 처리한 경우 Viscozyme

＋Pectinex가 Viscozyme보다 효과 이었다(p<0.05). 그러

나 12시간과 24시간에서의 유의  함량차이는 없어 효소반

응이 12시간 에 최 를 이룬 것으로 사료된다. Viscozyme

＋Pectinex를 2% 농도로 혼합처리하고 50oC에서 12시간 반

응시킨 사과껍질 효소추출액의 항산화활성을 DPPH, 

ABTS(TEAC)  FRAP법으로 측정한 결과 시료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항산화활성도 비례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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