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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otal poly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sunki and C. unshiu peels. The dried C. sunki peels displayed
higher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for older dried peels. In contrast, the dried C. unshiu peels
displayed higher total polyphenol contents for more recently dried and displayed high total flavonoid contents
by order of 2007, 2008 and 200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ried C. sunki peels were high by order
of 2007 (0.25 mg/mL exception), 2006 and 2008, but C. unshiu peels could not confirm clear regularity. In
particular, the dried C. sunki (2008, exception) and C. unshiu peels displayed very high activities of more than
86% in 1.0 mg/mL. Alk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ried C. sunki peels were higher for older dried peels
(2007, 1.0 mg/mL exception), and that of dried C. unshiu peels were higher for more recently dried in below
0.5 mg/mL but were higher for older peels in 1.0 mg/mL.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ies of dried
C. sunki peels were higher for older peels (2007, 2.5 mg/mL exception), on the other hand, dried C. unshiu
were higher for more recently dried. In particular, dried C. unshiu peels displayed high activities of more than
85% in 2.5 mg/mL.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ried C. sunki and C. unshiu peels displayed low
activities compared to other reactive oxygen species as the range of 49.9±2.2~63.5±0.9% in 1.0 mg/mL.
Key words: Citrus sunki, Citrus unshiu, dried peels, antioxidative activities, DPPH radical, hydrogen peroxide, alkyl

radical,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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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귤류는 한방이나 생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성

약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로서, 우리나라는 기상

적, 지리적으로 감귤 재배지 중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한성이 강한 만다린계의 온주밀감이 감귤 생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1). 현재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과실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온주밀감류가 대

부분이며, 제주 자생 재래 감귤 중 진귤(Citrus sunki Hort

Tanaka)은 제주지역에서 ‘산물’로 불리는 것으로 다른 이름

으로는 ‘산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이러한 감귤류는 polyphenol류, vitamin류, lomonoid류,

synepheine 등의 다양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3), ru-

tin 및 deosmine 등의 일반적인 flavonoid류, hesperidin,

naringin 등 citrus 과일 특유의 flavonoid류, 또한 채소나

과일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감귤류 고유의 tangeretin, no-

bietin 등의 flavonoid류가 함유되어 있다(4). 또한 감귤류에

서 지금까지 60여종의 생리활성물질이 밝혀져 있으며, 감귤

류 특유의 flavone을 함유하여 기능성에 대한 평가도 여러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5,6). 특히 감귤 과피에는 페놀성

화합물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flavonoid류의 풍부

한 공급원이 된다(7,8). 감귤류 과피에는 carotenoid류,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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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noid류, pectin 및 terpene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

며(9-11), 고혈압 예방(12), 혈중 LDL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

작용(13) 및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순환계 질환의 예방

및 개선효과(14) 등 다양한 생리적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감귤 가공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감귤 과피는

진피, 귤피 등의 이름으로 한방 처방의 원료인 동시에 비타

민, 유기산, 유리당 등의 영양성분 공급원으로 건강식품의

소재로서 그 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감귤 과피 중

의 펙틴은 예전부터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의 제조에 이용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겔화, 증점, 유화안정 등의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식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15,16). 그러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과피의 이용 방

법이 없어서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단위 감귤

가공공장에서 생기는 폐과피의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이용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예로부터 감귤 과피를 건조시킨 것을 진피라고 하여 기가

뭉친 것을 풀어주고 비장 기능을 강화시켜 메스꺼움, 소화불

량, 해수, 가래를 없애주며 이뇨작용의 효과가 있어서 한약

재로 사용되어 왔다(17). 진귤의 과피를 건조시킨 것을 진피

라 부르는데, 한의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한약재

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 온주밀감의 건조과피를

진피로 잘못 인식하여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방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진피인

진귤(Citrus sunki)과 온주밀감(C. unshiu)의 건조 과피의 항

산화 물질과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진

귤 진피와 온주밀감 건조 과피의 기능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진귤(Citrus sunki)과 온주밀감(C. unshiu)

의 진피(dried peel)는 2006, 2007 및 2008년도에 각각 개별

농가별로 음지에서 건조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유통업체인 금산건강원에서 수집하여 저온

저장(5
o
C)한 것을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 및

용매는 Fluka(Bushes, Switzerland)나 Sigma-Aldrich사

(St. Luois,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수확 연도별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의 수분, 조단백질, 조

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각각 AOAC법(19)으로 수분은 상압

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추출

법 및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의 메탄올 추출물의 제조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 1 kg을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습식

분쇄기로 분쇄하여 -80
o
C에서 냉동 보관한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48시간 건조하였다. 활성성분의 추출은 건조된 과

피 분말 1 g을 순수 메탄올 1,000 mL에 넣어 상온에서 24시

간 추출하였으며, 추출 후 membrane filter(0.45 μm,

Whatman)로 여과하여 사용하고 메탄올로 세척한 다음 40

mL로 조제하여 항산화 시험에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의 추

출수율은 추출 방법에 따라 획득된 양을 %(g/100 g, dry

base)로 계산하였다.

총 폴리페놀 정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시약을 이용하는 방

법(20)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시험관에 각 감귤 진피 메탄올

추출물 1 mL, 95% ethanol 1 mL, 증류수 5 mL, 50%

Foiln-Ciocalteu reagent 0.5 mL를 가하여 실온에 5분간 방

치하여 반응시킨 후, 5% Na2CO3 1 mL를 가하고 어두운 곳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catechin 표준액에 의하여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정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uang 등의 방법(21)에 따라

각 감귤 진피 메탄올 추출물 0.5 mL에 2 mL의 증류수와

0.5 mL의 5% NaNO2를 넣고 혼합한 후 6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10% AlCl3 0.15 mL를 넣고 다시 6분간 반응시켰다.

이어서 2 mL의 4% NaOH를 넣고 총 양을 5 mL로 증류수로

맞춘 후 15분간 반응하였고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 표준품에 의하여 작성한 검량선

에 따라 계산되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의 메탄올 추출물의 DPPH(α,α-

diphenyl-β-picrylhydrazyl) radical 소거활성은 Nanjo 등의

방법(2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60 μL 시료 용액(또는 비타

민 C 용액)에 60 μL DPPH 용액(60 μM)을 첨가하여 10초

동안 교반한 다음 혼합용액을 quartz capillary tube에 옮긴

후 2분 후에 electron spin resonance(ESR) spectropho-

tometer(JEOL Lts.,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스펙트럼

은 scan time: 2 min, field: 337.1±5 mT, time constant: 0.3
sec, power: 1 mW, amplitude: 1×500의 조건으로 기록하였

다. 항산화시료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아래의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ctivity (%)＝(ESR signal intensity for medium

containing the additives of concern/ ESR signal

intensity for the control medium)×100

Hydroxyl 라디칼 소거활성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의 메탄올 추출물의 hydroxyl rad-

ical 소거활성은 Rosen과 Rauckman의 방법(23)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또는 비타민 C 용액) 20 μL에 0.3 M

5,5-dimethyl-1-pyrroline-N-oxide(DMPO) 20 μL,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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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dried C. sunki and C. unshiu peels by harvested year (%)

Component
Citrus sunki Citrus unshiu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Moisture
Crude protein
Carbohydrate
Crude fat
Crude ash

9.6±0.4b
7.8±0.4b
78.0±4.5a
1.1±0.0bc
3.5±0.3b

8.9±0.4a
7.5±0.3b
78.6±6.0a
1.2±0.0bc
3.8±0.3b

11.6±0.5c
7.6±0.3b
76.5±4.6a
1.0±0.0b
3.3±0.3b

10.3±0.4bc
6.3±0.4a
80.0±3.6a
0.9±0.0a
2.5±0.2a

10.4±0.3bc
6.3±0.2a
79.7±5.3a
1.3±0.1c
2.3±0.2a

10.5±0.4bc
6.1±0.2a
79.7±4.5a
1.1±0.0bc
2.6±0.2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Yields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 dry base)

Citrus sunki Citrus unshiu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41.2±2.6b 34.8±1.5a 40.7±1.6b 43.7±0.8bc 45.0±1.0c 42.8±1.5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eSO4 20 μL 및 10 mM H2O2/0.1 M phosphate buffer(pH

7.4) 20 μL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2.5분 방치한 후

quartz capillary tube에 옮겨 ESR spectrophotometer로 측

정하였다. 항산화시료에 대한 hydroxyl radical의 소거활성

계산은 위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Alkyl 라디칼 소거활성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의 메탄올 추출물의 alkyl radical

소거활성은 Hiramoto 등의 방법(24)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또는 비타민 C 용액) 20 μL에 증류수 20 μL을 혼합한

후 40mM 2,2’-azobis(2-methylpropion-amidine)dihydro-

chloride(AAPH) 20 μL를 넣고 40 mM α-(4-pyridyl N-ox-

ide)-N-tert-butylnitrone(POBN) 20 μL를 혼합한 다음

37
o
C에서 30분간 반응 후 quartz capillary tube에 옮겨 ESR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항산화 시료에 대한 alkyl

radical의 소거활성 계산은 위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계

산 방법과 동일하다.

Hydrogen peroxide(H2O2) 소거활성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 메탄올 추출물의 hydrogen per-

oxide 소거활성은 Müller의 방법(25)인 2,2-azinobis(3-eth-

ylbenzthiazolin)-6-sulfonicacid(ABTS)-peroxidase sys-

tem에서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서 시료용액 80 μL, 10

mM H2O2 20 μL phosphate buffer(pH 5.0, 0.1 M) 100 μL를

넣어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1.25 mM ABTS

30 μL와 1 U/mL peroxidase 30 μL를 넣고 혼합한 후 37oC에

서 10분간 반응시키고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

say(ELISA) reader(Sunrise Tecan Co. Ltd., Grödig,

Austria)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3회 반복측정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

를 나타내었으며, SPSS 11.1을 이용하여 실험군간의 유의차

를 ANOVA로 검증한 후 p<0.05 수준에서 상호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제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일반성분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성분은 같은 품종의

감귤 진피의 경우 제조 연도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귤 진피에는 온주밀감 진피에 비하여 조단백질과 조회분

함량이 약간 높은 반면, 온주밀감 진피에는 진귤에 비하여

탄수화물이 약간 높았다.

추출수율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를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 한 후 순수

메탄올로 추출한 다음 제조 연도에 따른 수율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추출수율은 2007년 진귤(34.8± 
1.5%) 진피를 제외하고는 40.7±1.6～45.0±1.00%로서 비슷

한 값을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2차 대사물질로서

수산기를 가지는 방향성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대부

분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세포벽 다당류, 리그닌 등과 에스테

르 결합을 이루고 있거나(26) 중합체로 존재하며(27), 수산

기를 통한 수소공여와 페놀 고리구조의 공명 안정화에 의하

여 항산화능을 나타낸다(28). 즉, polyphenol류는 체내의 항

산화 체계와 함께 자유기로부터 조직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29).

제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온주밀감(460.2±11.0～484.2±5.8 mg/100 g, dry
base) 진피가 진귤(367.9±7.6～432.4±17.5 mg/100 g, dry
base)보다 높았다. 진귤 진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006,

2007 및 2008년 진피가 각각 432.4±17.5, 383.3±4.5 및

367.9±7.6 mg/100 g(dry base)으로 오래된 것일수록 높았

으나, 2007년과 2008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온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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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by manufactured year

(mg/100 g, dry base)

Citrus sunki Citrus unshiu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432.4±17.5b 383.3±4.5a 367.9±7.6a 460.2±11.0c 465.2±4.8c 484.2±5.8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otal flavonoid contents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mg/100 g, dry base)

Citrus sunki Citrus unshiu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62.2±3.0b 60.5±2.6b 50.7±0.9a 54.1±1.3a 63.9±2.0b 63.1±1.5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감 진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006, 2007 및 2008년 진피가

각각 460.7±11.0, 465.2±4.8 및 484.2±5.8 mg/100 g(dry
base)으로 최근에 제조된 것일수록 높았으나, 그 차이는 별

로 크지 않았다. 또한 같은 연도에 제조된 진피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은 온주밀감이 진귤 진피에 비하여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진귤의 진피보다 온주밀감

의 진피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Ahn 등(30)은 동결

건조된 온주밀감의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은

836.8 mg%라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31)은 수확 시기별로

진귤 생과피의 폴리페놀 함량이 126.8 mg%에서 85.2 mg%

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Goinstein 등(32)은 감귤 건조

과피의 대표적인 감귤류인 오렌지, 레몬 등의 과피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140～200 mg% 정도이었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결과 Ahn 등(30)의 결과보다는 약 4배 정도, Kim

등(31) 및 Goinstein 등(32)의 결과보다는 각각 약 3배와 4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재료의 건조조건, 수분함

량, 추출용매, 저장조건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건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진귤(50.7±0.9～62.2±3.0 mg/100 g, dry
base)과 온주밀감(54.1±1.3～63.9±2.0 mg/100 g, dry base)
진피가 서로 비슷하였다. 제조 연도별로 보면, 총 폴리페놀

과 마찬가지로 진귤 진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오래된

것일수록 높은 반면, 온주밀감의 진피는 최근에 제조된 것일

수록 높았다. 특이하게 2008년의 진귤(50.7±0.9 mg/100 g,
dry base)과 2006년(54.1±1.3 mg/100 g, dry base)의 온주

밀감 진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낮았

는데, 이들 시료들은 표준화된 조건에서 건조한 것이 아니라

개별 농가에서 건조하여 보관하던 것을 유통업체에서 수집

하여 배급한 것에 따른 차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008년 진귤 및 2006년 온주밀감

진피를 제외하고는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에서 서로 비슷함

을 알 수 있었다. Yang 등(33)에 의하면 온주밀감 과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약 345.3 mg%(rutin 13.6, naringin

241.8, hesperidin 285.2, neohesperidin 3.6, hesperidin 1.1

mg%)로서 과육(199.4 mg%)보다 약 1.7배 높고 종류도 다양

하게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이들의 결과보다

는 약 4배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재료의 건조조건,

수분함량, 추출용매, 저장조건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제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진귤과 온주밀감의 진피 추출물 첨가량

이 높을수록 높았다. 제조 연도별로 보면, 진귤의 진피는

2007(0.25 mg/mL는 예외), 2006 및 2008년도의 순서로 통계

적인 유의차(p<0.05)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난 반면, 온주밀

감은 뚜렷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1.0 mg/mL

에서는 2008년 진귤(67.8±0.8%)을 제외하고는 86.3±2.2～
92.6±2.8% 범위로서 비타민 C(81.9±1.1%)보다도 더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유용한 기능성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7년 진귤 진피는 92.6

±2.8%로서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같은 해에 제조

된 진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보면, 0.5 mg/mL에서

는 2006년(진귤 40.5±2.6, 온주밀감 56.8±2.6%)을 제외하

고는 온주밀감 진피가 진귤 진피에 비하여 좀 더 높은 활성

을 보였다. 그러나 1.0 mg/mL에서는 2006 및 2007년 진귤

진피가 온주밀감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온주밀감 진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진귤 진피에 비

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한방

에서 한약재로 이용되어 온 진귤 진피를 온주밀감 진피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C50은 2008년 온주밀감(0.23±0.01 mg/mL), 2006
년 진귤(0.25±0.01 mg/mL), 2006년 온주밀감(0.30±0.05
mg/mL), 2007년 온주밀감(0.35±0.02 mg/mL), 2007년 진귤

(0.36±0.02 mg/mL) 및 2008년 진귤 진피(0.56±0.04 mg/
mL)의 순서로서 2008년 온주밀감 및 2006년 진귤 진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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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nd IC50 (mg/mL)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Extracts
(mg/mL)

Citrus sunki Citrus unshiu Vitamin
C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0.125
0.25
0.5
1.0

18.0±1.8b
51.9±1.7d
60.5±2.6c
89.7±1.5cd

20.7±2.0c
37.5±1.7b
65.3±1.7d
92.6±2.8d

13.6±1.2a
28.5±1.3a
47.5±1.5a
67.8±0.8a

22.7±1.7cd
48.8±2.3c
56.8±2.6b
89.2±2.9cd

20.6±0.8c
37.2±1.3b
71.7±2.2e
86.6±2.2c

23.6±0.9d
55.3±1.4e
71.6±2.3e
86.3±2.2c

58.4±0.9e
59.1±1.2e
77.8±0.7f
81.9±1.1b

IC50 0.25±0.01a 0.36±0.02c 0.56±0.04d 0.30±0.05b 0.35±0.02c 0.23±0.01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nd IC50 (mg/mL)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Extracts
(mg/mL)

Citrus sunki Citrus unshiu Vitamin
C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0.25
0.5
1.0
2.0

14.6±1.2b
22.6±1.4b
40.4±1.0b
56.0±1.4b

16.6±1.1c
25.4±2.2c
33.3±1.4a
57.4±2.0b

13.6±1.0ab
15.6±1.1a
31.7±1.1a
63.5±0.9c

17.6±2.1d
43.1±1.7f
51.4±1.8d
58.6±2.0b

12.9±0.9ab
31.1±1.0d
45.0±3.1c
51.9±1.2a

11.6±1.0a
28.9±1.3d
34.5±1.9a
49.9±2.2a

32.5±0.3e
63.0±0.7e
92.1±1.5d

IC50 1.82±0.14c 1.70±0.08bc 1.58±0.03b 0.92±0.10a 1.72±0.08bc 2.00±0.14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e)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You 등(34)은 유자의 용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소거능을 측정하여 유

자의 과육보다 과피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Hydroyl radical 소거활성

제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alkyl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 추출물의 양이 증

가할수록 높았으나, 2.0 mg/mL에서도 60% 전후(49.9±2.2
～63.5±2.0%)로서 다른 활성산소 종들의 소거활성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귤은 1.0 mg/mL 이하에서 오래된

것일수록 활성이 높았으나, 2.0 mg/mL에서는 최근의 것일

수록 높았다. 온주밀감 진피는 모두 오래된 것일수록 활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오래된 것일수록 hydroxy radical 소거활

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한방에서 흔히 오래된 진피가 더 약

효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같은 해에 제조된 진피들을 비교해 보면, 1.0 mg/mL 이

하에서는 온주밀감 진피들이 진귤 진피에 비하여 약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2006년 온주밀감 진피를 제외하고는

50% 이하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 mg/mL에서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진귤 진피들(2006년 56.0±1.4, 2007년
57.4±2.0 및 2008년 63.5±0.9%)이 온주밀감 진피(2006년

58.6±2.0, 2007년 51.9±1.2 및 2008년 49.9±2.2%)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IC50은 2006년 온주밀감(0.92±0.10
mg/mL), 2008년 진귤(1.58±0.10 mg/mL), 2007년 진귤

(1.70±0.08 mg/mL), 2007년 온주밀감(1.72±0.08 mg/mL),
2006년 진귤(1.82±0.14 mg/mL) 및 2008년 온주밀감 진피

(2.00±0.14 mg/mL)의 순서로서 2006년 온주밀감 진피에서

가장 좋았으며, 또한 다량의 추출물을 사용해야 hydroxy

radical 소거활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 추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은 다른 활성산소종의 소거활성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Alkyl radical 소거활성

제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alkyl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Alkyl

radical 소거활성은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 추출물의 양이 증

가할수록 높았다. 진귤은 0.5 mg/mL 이하에서는 오래된 것

일수록 활성이 높았으나(2007년 예외), 1.0 mg/mL에서는

2007년(72.2±0.4%), 2006년(69.0±1.3%), 2008년(68.4± 
0.7%)의 순서로 활성이 높았다. 온주밀감은 0.5 mg/mL 이하

에서는 최근에 건조된 것일수록 활성이 높았으나, 1.0 mg/

mL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2006년 72.2±0.7, 2007년 70.0

±0.8, 2008년 66.4±0.6%) 활성이 높았다. 특히 1.0 mg/mL

에서는 2008년 온주밀감 진피를 제외하고는 비타민 C(69.2

±2.2%)의 활성과 거의 같거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같

은 해에 제조된 진피들을 비교해 보면, 진귤 진피는 0.5

mg/mL 이하에서는 2006년 진귤 진피를 제외하고는 온주밀

감 진피가 진귤 진피보다 비교적 활성이 높았으나, 1.0 mg/

mL에서는 진귤이나 온주밀감 시료들이 거의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alkyl radical 소거활성은 제조된

연도에 따른 뚜렷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0.5 mg/mL

이하에서는 2008년 온주밀감 진피의 활성이 비타민 C와 비

슷한 활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IC50은 2008년 온주밀감

(0.11±0.01 mg/mL), 2006년 진귤(0.16±0.01 mg/mL), 2008
년 진귤(0.21±0.01 mg/mL), 2007년 진귤(0.23±0.01 mg/
mL), 2006년 온주밀감(0.26±0.02 mg/mL) 및 2007년 온주

밀감 진피(0.26±0.02 mg/mL)의 순서로서 2008년 온주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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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lk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nd IC50 (mg/mL)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Extracts
(mg/mL)

Citrus sunki Citrus unshiu Vitamin
C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0.125
0.25
0.5
1.0

40.8±0.7d
46.1±0.7cd
63.2±0.7d
69.0±1.3bc

31.1±0.9b
34.9±0.9b
54.7±0.5b
72.2±0.4d

25.7±0.3a
31.5±0.9a
60.5±0.6c
68.4±0.7b

26.1±0.6a
43.9±0.9c
47.9±0.9a
72.2±0.7d

38.5±0.8c
45.7±0.9cd
47.5±0.8a
70.0±0.8c

41.6±1.0e
55.0±0.9d
65.7±0.9e
66.4±0.6a

52.6±0.7f
55.5±1.0d
66.2±1.0e
69.2±1.1bc

IC50 0.31±0.01b 0.44±0.01d 0.41±0.01c 0.54±0.02e 0.58±0.02e 0.20±0.01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ies (%) and IC50 (mg/mL)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citrus peels

Extracts
(mg/mL)

Citrus sunki Citrus unshiu Vitamin
C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0.0781
0.1562
0.3125
0.625
1.25
2.5

11.2±0.9c
17.2±0.2b
27.5±0.5c
41.8±1.1c
57.7±0.5c
72.1±0.4b

8.9±0.1ab
15.3±0.6c
25.5±0.8b
39.6±1.0b
53.3±0.8b
76.3±0.8c

7.7±0.8a
12.1±0.3a
21.9±0.7a
33.8±0.6a
50.6±0.7a
65.3±0.8a

9.6±0.8b
14.5±0.6b
24.9±0.7b
38.2±0.3b
56.9±0.6c
87.3±1.1d

8.7±0.3ab
16.0±0.5c
28.0±0.8c
46.9±0.2d
60.9±1.2d
85.8±1.9d

12.5±0.4c
18.1±0.3e
30.4±0.7d
48.1±0.8e
65.7±1.6e
90.4±0.2e

52.6±1.3d
54.5±0.8f
77.9±1.4e
82.2±0.4f
92.2±0.9f
96.1±0.3f

IC50 0.76±0.02c 0.88±0.02e 0.98±0.02f 0.82±0.01d 0.61±0.02b 0.56±0.02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진피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온주밀감 진피를

진귤의 진피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

제조 연도에 따른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의 hydrogen per-

oxide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진귤과 온주밀감 진피 추출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진귤의 진피는 2007년 2.5

mg/mL(76.3±9.8%)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래된 것일수록

활성이 높은 반면, 온주밀감은 최근에 건조된 것일수록 높았

다. 특히 온주밀감 진피는 2.5 mg/mL에서 85.8±1.9～
90.4±0.2% 범위로서 비타민 C(96.1±0.3%)에 버금가는 활

성을 나타내었다. 같은 해에 제조된 진피들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온주밀감 진피가 진귤 진피에 비하여 좀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볼 때 온주밀감 진피는 한방에

서 진귤 진피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C50은 2008년 온주밀감(0.56±0.02 mg/
mL), 2007년 온주밀감(0.61±0.02 mg/mL), 2006년 진귤

(0.76±0.02 mg/mL), 2006년 온주밀감(0.82±0.01 mg/mL),
2007년 진귤(0.88±0.02 mg/mL) 및 2008년 진귤 진피

(0.98±0.02 mg/mL)의 순서로서 2008년 온주밀감의 진피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전반적으로 온주밀감 진피들이 진귤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hin 등(35)은 유자 및

온주밀감의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의 hydrogen per-

oxide 소거활성은 21.2～25.8%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결과보다는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

터, 우리는 온주밀감 진피의 항산화 효과는 진귤의 진피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진귤 및 온주밀감 진피의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항산화활성을 조사

하였다. 진귤 진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오래된 것일수록

높았으며, 온주밀감의 진피는 최근의 것일수록 높았다. 진귤

진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오래된 것일수록 높았으며,

온주밀감의 진피는 2007, 2008 및 2006년의 순서로 높았다.

진귤 진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2007, 2006(0.25

mg/mL는 예외), 2008년의 순서로 높았으나, 온주밀감은 뚜

렷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진귤(2008년 예외)과

온주밀감의 진피는 1.0 mg/mL에서 86% 이상의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진귤 진피의 alkyl radical 소거활성은

오래된 것일수록 높았으며(2007년 1.0 mg/mL 예외), 온주밀

감 진피는 0.5 mg/mL 이하에서 최근에 건조된 것일수록 높

았으나 1.0 mg/mL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 높았다. 진귤 진

피의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2007년 2.5 mg/mL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래된 것일수록 활성이 높았으나, 온주밀

감은 최근에 건조된 것일수록 높았다. 특히 온주밀감 진피는

2.5 mg/mL에서 85%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진귤

진피의 hydroxy radical 소거활성은 1.0 mg/mL에서 49.9± 
2.2～63.5±0.9%의 범위로서 다른 활성산소 종들에 비하여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온주밀

감 진피의 항산화 효과는 진귤의 진피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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