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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머루 과피에서 분리한 proanthocyanidin 획분의 항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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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anthocyanidin fraction was isolated from the wild grape (Vitis amurensis) peel and its antioxidant
capacities were examined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wild grape by-products. The 70% acetone crude extract of the wild
grape peel was fractionated with hexane, ethyl acetate, and water. The ethyl acetate fraction was applied to a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 which was eluted with 50% methanol, 75% methanol, and 75% acetone. The
proanthocyanidin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isolated fractions were investigated by the vanillin-H

2
SO

4 
and BuOH-

HCl methods. Fraction 6 had the highest proanthocyanidin content (49.35±2.75 g%) among the isolated fractions.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proanthocyanidin fraction were examin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FRAP assay, and total
phenolic contents. The FRAP values and total phenolic contents of the fractions ranged from 3.54 to 32.25 mmol/kg and
from 4.48 to 50.80 g/100 g, respectively. The proanthocyanidin contents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values, and total phenolic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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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머루(Vitis amurensis)는 갈매나무목(Rhamnales) 포도과(Vita-

ceae)에 속하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동북아시아 지역, 중국 및 한

국 북반구의 해발 100-1,300 m 부근에 자생하며 포도와 형상이

비슷하나 내한성과 내병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재배면적이 500 ha, 농가 수 16,600호, 생산량 850 M/T 정도로 매

년 조금씩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1). 산머루는 포

도에 비하여 떫은맛과 신맛이 강하여 주로 주스나 술로 가공되

고 있다. 산머루에 관한 연구로는 개량 머루주의 감산에 관한 연

구(2), 머루즙과 머루주의 이화학적 분석(3), 머루를 이용한 발효

제품의 제조(4) 등이 있으나 연구 자료가 비교적 많지않다.

Proanthocyanidin은 포도 과피와 씨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5),

또한 항산화활성(6), 항염증(7), 심장혈관 보호 작용(8), 항종양(9),

시토크롬(cytochrome) P450 효소 저해(10)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포도를 가공할 때 약 15%의 포도 과피와 3%정도

의 씨가 부산물로 버려지므로 이들 중에서 proanthocyanidin의 소

재화를 위한 논문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11-13). 본 연구진도

선행연구(6)에서 가공 부산물 중 산머루씨에서 proanthocyanidin

성분을 분리하여 구조적 특성과 항산화활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서 금번에는 산머루 과피에서 proanthocyanidin 획분을 분리

하고 그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고 관련

성분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으므로 국내의 건강기능소재의 개

발에 일익을 더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산머루(Vitis amurensis) 과피는 2006년도 11월

경남 함양군에 있는 두레마을(Doorae Inc., Hamyang, Korea)에서

착즙하고 남은 과피를 제공받아서 그늘에서 말린 후 냉동 보관

(−20oC)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기구 및 시약

UV-Vis 분광광도계는 Shimadzu사(UV 1601 PC, Kyoto, Japan)

제품, TLC(thin layer chromatography) plate(Silica gel 60, Art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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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mstadt, Germany)는 Merck사 제품, Sephadex LH-20(Uppsala,

Sweden)은 Amersham Pharmacia Biotech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2,4,6-tripyridyl-s-triazine

(TPTZ), Folin-Ciocalteu’s 시약, (+)-catechin, vanillin과 6-hydroxy-

2,5,7,8-tetramethyl chroman-2-carboxylic acid(Trolox) 등의 시약은

Sigma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모든 유기용매

는 Merck사(Darmstadt, Germany) 제품을 사용하였다.

Sephadex LH-20 chromatography에 의한 proanthocyani-

din 획분의 분리

Proanthocyanidin 획분의 분획은 선행된 산머루 씨의 방법(6)에

준하여 추출, 분리하였다. 즉, 산머루 과피 100 g에 70% 아세톤

을 가하여 2회 추출한 후 여과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N series,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이를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및 물층으로 순차적으로

용매 분획하였다.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523 mg)은 Sephadex LH-

20 gel slurry를 칼럼(40×400 mm)에 충진 하였다. 칼럼 안을 이동

상으로 치환한 후 시료를 겔에 흡착시키고, 이동상으로 50% 메

탄올, 75% 메탄올, 75% 아세톤 순으로 300 mL씩 용출하여 각

획분을 얻었다. TLC의 조건은 Andriambeloson 등(14)의 방법을

변용하였으며, 분리한 획분을 silica plate에 spotting한 후 toluene/

acetone/formic acid(6:6:1, v/v/v)의 혼합용매로 전개하였다. 발색제

로 70% hydrochloric acid에 녹인 1% vanillin 용액을 사용하여

(+)-catechin을 표준품으로 하여 확인하였다.

Proanthocyanidin 분석

Proanthocyanidin 정량은 vanillin-H2SO4법(15)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200 µL에 1.2% vanillin 용액 500 µL와 20% H2SO4용액

500 µL을 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다음 50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proanthocyanidin함량은 g catechin equivalents

(CE)/100 g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분획 시료 500 µL에 BuOH/HCl

(95:5)용액 300 µL와 2% FeSO4용액 100 µL을 가한 다음 혼합하

여 95oC 항온 수조에 40분 동안 방치한 후 450-600 nm에서 흡수

패턴을 조사하였다(16).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 assay

FRAP 방법은 Benzie와 Stranin(17)의 방법을 변용하였다. 반응

용액(stock solution) 23 mM acetate buffer(pH 3.6), 10 mM TPTZ

및 20 mM FeCl3·6H2O를 10: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 전까

지 37oC를 유지하였다. 이 용액에 시료용액 25 µL과 stock solution

175 µ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mmol trolox equivalents(TE)/kg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Blois(18)의 방법에 따라서 시료 100

µL와 DPPH용액(100 µM) 900 µL을 실온, 암실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50% 흡

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I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19)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00 µL에 2 N Folin-ciocalteu’s 시약 50 µL를 가하여 발색시

키고, 20% Na2CO3 300 µL를 가하여 15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시

켰다. 그리고 방치 후 1 mL 증류수를 넣은 다음 725 nm에서 측

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 equivalents(GAE) g/100 g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 반복으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평균치±표준편차

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에 의한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roanthocyanidin 획분 분리 및 화학적 특성

현재 한국에는 머루(Vitis coignetiae), 왕머루(V. amurensis), 새

머루(V. flexuosa), 까마귀머루(V. thunbergii var. sinuata) 및 개머루

(Ampelopsis heterophylla)의 5종의 머루가 자생하고 있으며, 이밖

에도 야생머루와 포도주용 포도인 콩코드와 교배하여 육성한 개

량머루가 있다(20).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6)에 준하여 70% 아세

톤으로 산머루 과피를 추출하고 다시 아세톤 조추출물은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및 물층으로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그 중 에틸아

세테이트 획분을 Sephadex LH-20 칼럼으로 분리하여 9개의 획분

을 얻었다. Table 1에 Sephadex LH-20 칼럼 분획물의 수율과

vanillin-H2SO4법으로 측정한 proanthocyanidin함량을 나타내었다.

Fr. 3은 분홍색, Fr. 6, 7, 8은 갈색의 용출액을 얻었다. 그리고 Fr.

8이 가장 진한 갈색을 나타내었으며 수율이 34.66%로 가장 높았

다. Vanillin-H2SO4법은 proanthocyanidin을 빠르게 정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21)으로서 catechin monomers 뿐만 아

니라 그의 polymer인 여러 proanthocyanidin 성분들을 특이적으로

발색시키기 때문에 catechin류의 정성 및 정량분석법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Proanthocyanidin은 산성 하에서 vanillin과 결합하여

적색을 띄게 된다(21).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에

서 분리한 분획물의 proanthocyanidin 함량은 2.81-49.35 g/100 g이

었으며, 그 중 Fr. 4와 Fr. 6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p<0.05). Xu 등(22)은 vanillin-H2SO4법으로 측정하여 포도 씨와

과피에서 proanthocyanidin 함량이 각각 6.13 g/100 g, 0.74 g/100 g

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Cosme 등(5)은 포도씨는 3.48-9.19

g/100 g, 과피는 0.11-0.59 g/100 g, 와인은 0.74-1.23 g/L의 함량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산머루 과피의 proanthocyanidin 함량은 포도 부

Table 1. The yields and proanthocyanidin contents of Sephadex

LH-20 fractions from wild grape (Vitis amurensis) peel

Fractions 
Yield 
(%)

Proanthocyanidin
contents

 (g CE1)/100 g)2) 

Fr. 1  0.67g3)  2.81±0.38e

Fr. 2 19.49b  3.46±0.48e

Fr. 3  5.90e 31.81±1.94c

Fr. 4  5.88e 49.00±4.38a

Fr. 5  7.97d 23.62±3.10d

Fr. 6 12.63c 49.35±2.75a

Fr. 7  5.37f 33.35±3.07c

Fr. 8 34.66a 41.37±3.06b

Fr. 9  0.75g 34.74±2.26c

1)CE, catechin equivalents.
2)The concentration of test solution was 1,000 ppm.
3)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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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나 씨, 과피 등의 함량보다 약 5-100배 높은 함량이었으며,

산머루씨의 함량(6)도 포도보다 높았다. 분리한 산머루 과피의

proanthocyanidin획분을 TLC로 확인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Fr.

5-8은 선명한 적색을 나타내었고 Fr. 6은 catechin과 동일한 위치

(Rf 0.55)에서 band가 확인되었으며, Fr. 7, 8에는 수종의 미세한

spot이 확인되었다. BuOH-HCl 방법을 이용하여 수율과 proantho-

cyanidin 함량이 높은 Fr. 6 ,7, 8의 450 nm에서 600 nm까지의 흡

수스펙트럼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BuOH-HCl 방

법은 proanthocyanidin의 중합을 분해하는 산 촉매반응으로 낮은

pH에서 적색을 띄는 anthocyanin 색소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16). 따라서 획분 중 Fr. 6, 7, 8에서 모두 550 nm 부근의 흡

수대가 확인되었으며. Fr. 8의 흡광도가 가장 높았다.

Proanthocyanidin획분의 항산화 활성

최근 활성산소종의 발생을 억제하고 질병 예방이나 노화 억제

와 관련있는 다양한 식품의 건강기능성분에 대하여 많이 연구되

고 있으며, 그 중 채소 및 과일류의 생체 항산화 성분의 하나인

proanthocyanidin에 관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23). 산머루 과피

에서 분리한 proanthocyanidin 획분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FRAP 방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각 획분 중 75% 메탄올로 용출시킨 Fr. 5부

터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그 중 Fr. 6의 IC50값이

20.73 µg/g으로 가장 강한 활성을 보였다. FRAP 방법에 의한 항

산화 활성 측정법은 낮은 pH에서 ferric tripyridyltriazine(Fe3+-

TPTZ)복합체가 환원성 물질(antioxidant)에 의해서 청색의 ferrous

tripyridyltriazine(Fe2+-TPTZ) 복합체로 산화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17). FRAP값은 Fr. 4-6에서 다른 획분보다 높은 함량이

나타났으며, 대개 방법 별로 75% 메탄올, 75% 아세톤으로 분리

한 획분의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획분은 proan-

thocyanidin의 함량도 높았다. 산머루 과피에서 분리한 각 획분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4.48-50.80 g/100 g이었으며 Fr. 8이

50.80 g/100 g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Yoo 등(11)은 포도 과피 추

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10-30 mg/100 g로 보고하였으며, Negro 등

(24)은 포도씨와 과피의 총 페놀 함량이 각각 0.29 g/100 g, 0.11 g/

100 g 정도로 보고한 바 있다. 산머루 과피에서 분리한 각 획분

의 proanthocyanidin 함량과 총 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 활

성, FRAP값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Proanthocyanidin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 활성 및 FRAP값과

의 상관계수는 각각 0.829, 0.865 이었으며 총 페놀함량과는 0.836

Fig. 1. TLC chromatogram of Sephadex LH-20 fractions from

wild grape (Vitis amurensis) peel. The spots were visualized by
spraying with a 1% vanillin solution in 70% hydrochloric acid. C,
(+)-catechin; 1-9, Fr. 1-9.

Fig. 2. UV-Vis absorption spectra for BuOH-HCl reaction of

Sephadex LH-20 fractions from wild grape (Vitis amurensis)

peel. A, Fr. 6; B, Fr. 7; C, Fr. 8.

Table 2.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values

and total phenolic contents of Sephadex LH-20 fractions from

wild grape (Vitis amurensis) peel 

Fraction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values 
Total phenolic 

contents

IC50
1) (µg/g)2) (mmol TE7)/kg)3) (g GAE8)/100 g)4)

Trolox5) 6.25±0.39a6) - -

Fr. 1 370.67±45.79d  6.21±0.16f 6.91±0.38f

Fr. 2 390.67±29.85d  3.54±0.97g 4.48±0.97f

Fr. 3 90.92±5.94c 17.14±1.03e 22.75±0.68e

Fr. 4 70.31±2.44bc 32.25±1.49a 32.99±0.62d

Fr. 5 40.43±3.87ab 30.98±0.95a 37.47±0.29c

Fr. 6 20.73±0.57a 31.08±0.19a 44.04±0.97b

Fr. 7 30.36±1.84ab 22.98±0.16c 38.65±0.58c

Fr. 8 30.53±3.70ab 25.43±0.35b 50.80±3.74a

Fr. 9 40.55±2.09ab 20.91±0.89d 43.62±3.11b

1)IC50 represents the concentration of a sample for 50% scavenging
activity of the DPPH radical.
2)The concentrations of test solutions were measured at 100 ppm
3)The concentrations of test solutions were measured at 100 ppm
4)The concentrations of test solutions were measured at 1,000 ppm.
5)Trolox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6)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7)TE, trolox equivalents
8)GAE, gallic acid equivalents.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oanthocyanidin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values
and total phenolic contents of the Sephadex LH-20 fracti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values
(mmol of TE2)/kg)

Total phenolic 
contents

(g GAE3)/100 g)

Proanthocyanidin 
contents

(g CE1)/100 g)
0.829 0.865 0.836

1),2),3)The same as Table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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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측

정한 식물 추출물 중의 항산화 활성과 proanthocyanidin 함량 사

이에 상관성이 높다는 보고(25)와 같이 산머루 과피의 항산화 활

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은 proanthocyanidin 성분일 것으로 추

정된다.

본 연구에서 산머루 과피로부터 Sephadex LH-20 칼럼으로 분

리한 proanthocyanidin 함량이 높은 획분은 항산화 건강기능성 소

재로 활용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동물실험에 의한 효용

검증과 제품화 연구가 요망된다.

요 약

산머루 부산물을 기능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머루 과피

에서 proanthocyanidin 획분을 분리하고 그 항산화 특성을 조사하

였다. 산머루 과피의 70% 아세톤 조추출물을 헥산, 에틸아세테

이트 및 물층으로 순차적으로 분획하였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물을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에 의하여 50%

메탄올, 75% 메탄올, 75% 아세톤으로 용출하여 9개의 획분을 얻

었다. Proanthocyanidin 특성 및 함량은 BuOH-HCl 방법과 vanillin-

H2SO4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Fr. 6의 proanthocyanidin 함량

(49.35±2.75 g%)이 가장 높았다. 각 획분의 FRAP값과 총 페놀 함

량은 각각 3.54-32.25 mmol/kg과 4.48-50.80 g/100 g이었으며 proan-

thocyanidin 함량은 DPPH radical 소거활성, FRAP값, 총 페놀 함

량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산머루 가공 부산물 중의 proan-

thocyanidin 획분은 향후 항산화성 건강기능 소재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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