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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functional enhancement of apples, the effects of CuEDTA and FeEDTA foliar spray were investigated
on the antioxidant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in ‘Hongro’ fruit, which is a representative early season
harvesting apple cultivar, at 30 days before harvest. The polyphenolic content of pe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uEDTA (1,228.6 mg/100 g) and FeEDTA (1,210.0 mg/100 g) spraying treatment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998.8 mg/100 g). The flavonoid content of peel showed the same trend as that of polyphenolic
content. The ascorbic acid content of peel 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uEDTA and FeEDTA spraying
treatment groups, but anthocyanin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control group (560.6 mg/100 g). The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higher in the CuEDTA and FeEDTA spraying treatment groups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reducing pow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reatm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3% CuEDTA and FeEDTA spraying treatments at 30 days before harvest can be used
to effectively enhance antioxidant contents in ‘Hongro’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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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체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병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체

내 산소가 반응성이 큰 독성물질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으로 변환되어 세포막 분해, 광합성

억제 등 생리적 기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고사되기도 한다(1,2). 하지만 식물체는 산

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산화효소

및 저분자 항산화물질을 생성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한다(3). 이와 같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식

물체 방어기작인 항산화물질은 비타민을 포함해 폴리페놀,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4), 이들은 활성산소를 산소와 물과 같은 보다 반응

성이 약하고 안정한 분자로 변화시키거나 반응을 차단함으

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5,6). 이러한 항산화물질은 식물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이 이를 섭취했을 때 인체 내 활성산소 또는

활성질소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과일과 채소를 일상적으로 섭취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7).

따라서 각종 성인병과 암 발생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어

하기 위해 채소 및 과일 등 다양한 식물소재로부터 천연 항

산화물질을 탐색하고 있으며(8,9), 식물체에 인위적 스트레

스를 줌으로써 항산화효소 활성 및 항산화물질의 함량을 증

가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 Ali 등(10,11)은

인삼에 구리 이온을 처리하여 항산화물질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Kampfenkel 등(12)은

철 이온의 과다 처리로 인해 담배의 항산화효소 활성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구리와 철과 같은 금속

이온을 처리하여 식물체내 항산화물질 함량을 증가시키는

연구는 특용작물과 맥류 등 일부 작물에 국한되어 있고 과수

작물에서는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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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Malus domestica)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

해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과피에는 안토시아

닌과 같은 천연 항산화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최근에) 대표적 과수작물

중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과의 주품종 중 하나인 ‘홍로’ 사과에 킬레이트화된

구리와 철을 엽면 살포함으로써 과실 내 항산화물질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과의 기능성 측면에서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재료 및 엽면살포 처리

충북 청주시 소재 사과농가의 수세와 착과량이 비슷한 4

년생 ‘홍로’/M9을 공시하여 처리구당 1주를 1반복하여 총

3반복으로 실험구를 배치하였다. 처리구는 대조구(증류수)

와 3% CuEDTA(ethylendiamine tetraacetic acid copper

disodium salt tetrahydrate, Junsei Co. Ltd., Tokyo, Japan),

3% FeEDTA(EDTA ferric sodium salt trihydrate, Sam-

chun Co. Ltd., Seoul, Korea) 수용액 등 총 3 처리로 수확

30일 전인 2011년 8월 19일에 1주당 1 L를 엽면 살포한 후

9월 18일 수확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의 제조

각 처리구의 과실을 과피와 과육으로 분리하여 동결건조

후 마쇄하였다. 마쇄된 시료 5 g에 100% 메탄올 100 mL를

각각 가한 뒤 상온에서 24시간 교반하면서 추출하였다. 추출

후 고형분은 filter paper(Advantec, Tokyo, Japan)를 이용

하여 분리하였고, 상징액은 감압농축기(EYELA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40oC 이하에서 용매를 완전히 휘

발시켰다. 잔사는 100% 메탄올을 이용하여 25 mg/mL가 되

도록 재용해 하였으며 질소 충진 후 -20o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Dewanto 등(14)의 방법에 따라 실행하였으며 각 추출액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와 50% Folin-Ciocalteu re-

agent 100 μL를 가하였다. 5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Al-

drich Co. Ltd.,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시료 g중의

100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각 추출액 200 μL에 증류수 1.25 mL,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6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하고 1 M NaOH 500 μL를 가하였다. 510 nm에서 반응

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 0.02% (＋)-catechin

을 사용하여 구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g중의 100 mg cat-

echin으로 나타내었다(15).

안토시아닌 함량

메탄올 추출물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pH differential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6). 각 추출액 일정량에

0.025 M potassium chloride buffer(pH 1.0)와 0.4 M sodium

acetate buffer(pH 4.5)를 각각 혼합하여 5,000 rpm에서 2분

간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을 취해 각각 510 nm와 700 nm의

흡광도 값에서 측정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mg/L)은

cyanidin-3-glucoside의 몰 흡광계수(ε＝26,900 M-1cm-1)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Anthocyanin content (mg/L)＝×
×××

A(absorbance)＝(A510-A700)pH1.0-(A510-A700)pH4.5

MW(molecular weight of cyanidine-3-glucoside)＝ 449.2

DF(dilution factor)＝시료의 희석배수

ε(cyaniding-3-glucoside molar absorbance)＝26,900 M-1

cm
-1

V＝추출물의 부피

Ascorbic acid 함량

일정량의 마쇄된 시료를 3% metaphosphoric acid 25 mL

로 균질화시킨 후 이 용액을 50 mL mass flask에 3% meta-

phosphoric acid로 정용하였다. 정용 후 12,000 rpm에서 3분

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CrestPak C18S(5 μm,

4.6×150 mm, Jasco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flow rate는 0.8 mL/min이었으며 이동상은 water : trifluoro-

acetic acid(99:1, v/v)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20 μL

로 UV detector를 이용하여 254 nm에서 측정하였다(17).

ABTS radical을 이용한 총 항산화력

Re 등(18)의 방법에 따라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 방치하여 ABTS

radical anion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0이 되도록 몰 흡광계수(ε＝1.6×104 mol-1cm-1)를 이

용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액 3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60분 후에 측정하

였다. 표준물질로서 동량의 L-ascorbic acid를 이용하여 표

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ascorbic acid equiv-

alent antioxidant capacity, AEAC)을 계산하였다.

DPPH radical을 이용한 총 항산화력

DPPH radical 제거능은 Kim 등(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행하였다. DPPH 용액 0.2 mM,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 520 nm에서 3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

질로서 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였다. DPPH radical 제

거능은 ABTS radical 제거능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계산되

었으며 AEAC값으로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Reducing power(환원력)

메탄올 추출물 25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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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ntration of total polypenolics, flavonoids, anthocyanin and ascorbic acid as affected by CuEDTA, FeEDTA
foliar sprays in peel and flesh of 'Hongro' apples (mg/100 g)

Treatment
Polyphenolic1) Flavonoid2) Anthocyanin3) Ascorbic acid4)

Peel Flesh Peel Flesh Peel Flesh Peel Flesh

Cont.
CuEDTA
FeEDTA

998.8±28.5b5)
1228.6±14.8a
1210.0±21.4a

576.0±18.9a
577.3±9.9a
585.6±12.4a

665.7±76.9b
988.5±32.9a
847.6±50.1ab

317.1±17.3a
363.3±11.4a
327.5±32.3a

560.6±3.9a
544.6±6.0b
542.9±5.3ab

32.0±2.2a
27.4±6.1a
22.3±3.0a

40.9±0.4b
44.8±1.0a
47.2±0.6a

14.9±0.0a
11.7±0.0b
17.6±1.0a

1)
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mg gallic acid equivalents per 100 g of sample as dry weight basis.
2)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mg (＋)-catechin equivalents per 100 g of sample as dry weight basis.
3)
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mg cyanidin-3-glucoside equivalents per 100 g of sample as dry weight basis.
4)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mg metaphosphoric equivalents per 100 g of sample as dry weight basis.
5)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K3Fe(CN)6)

250 μL를 각각 혼합하여 50o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 trichloroacetic acid(CCl3COOH, w/v)를 가하였다. 위 반

응액을 5,0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 500 μL

에 증류수 500 μ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FeCl3․

6H2O) 100 μL를 가하여 반응액의 흡광도 700 nm에서 측정

하였다(20).

통계분석

부위별 처리구와 대조구의 항산화 성분 함량 및 항산화

활성 등 각 항목의 측정값은 SAS version 9.1(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고, 각 처리구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과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함량

CuEDTA와 FeEDTA 엽면살포 시 ‘홍로’ 사과의 건조중

량 당 항산화물질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과피와 과육의 항산화물질의 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피

가 과육에 비해 항산화물질의 함량이 2배 이상 높았으며

CuEDTA와 FeEDTA 처리에 의해 크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페놀성 화합

물이 과피에 집중적으로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1,22)

본 실험에서의 CuEDTA와 FeEDTA를 엽면살포 하는 등

외생처리에 의해 과피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과피 내 존재하는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구가

998.8 mg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CuEDTA와

FeEDTA 처리구에서 각각 1,228.6, 1,210.0 mg으로 크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놀화합물의 대표적인 성분

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역시 대조구(665.7 mg)에 비해

CuEDTA, FeEDTA 처리구에서 각각 988.5, 847.6 mg으로

증가하여 인삼에 구리를 처리했을 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

이드가 증가했다는 Ali 등(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는 구리와 철이 세포내에서 일련의 Fenton 반응을 수행해

산화적 변형을 일으키는데(23) 이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폴

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물질을 생성했기 때문

이라고(2) 생각되었다. 또한 CuEDTA 처리구가 FeEDTA

처리구에 비해 높은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

낸 것은 철보다 구리가 식물체의 에틸렌 생성 및 광산화작용

을 촉진시키는 등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24) 폴리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생성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과피의 ascorbic acid는 대조구보다 금속이온 처리구에

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FeEDTA 처리구에서 47.2

mg으로 CuEDTA의 44.8 mg에 비해 높아 앞서 언급한 폴리

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구리

와 철이 항산화 성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여하지만

작용 범위가 다른 것이라 추정되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체

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축적되며,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이다. 하지만 본 실험

에서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CuEDTA와 FeEDTA 처리구에

서 각각 544.6, 542.9 mg으로 대조구(560.6 mg)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나타내 다른 항산화물질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CuEDTA와 FeEDTA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안토시아닌 자체의 안정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토시

아닌 함량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CuEDTA와

FeEDTA의 엽면살포 시 에틸렌 생성에 의해 낙엽율이 크게

증가하여(자료 미제시) 동화산물의 축적이 저해되었기 때문

에 당을 기질로 이용하는 안토시아닌 합성에 타격을 받아

함량이 감소한 것(25)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금속이온

의 엽면살포가 안토시아닌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해야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과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항산화 활성은 일반적으로 과실의 기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ABTS와 DPPH radical

의 소거활성 및 환원력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과피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조사한 결과(Fig. 1),

FeEDTA(1,267.5 mg AEAC/100 g), CuEDTA(1,224.9 mg

AEAC/100 g), 대조구(1,161.1 mg AEAC/100 g) 순으로 높

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또한 FeE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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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 affected by
CuEDTA, FeEDTA foliar sprays in 'Hongro' apple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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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 affected by
CuEDTA, FeEDTA foliar sprays in 'Hongro' appl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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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ducing power activity as affected by CuEDTA,
FeEDTA foliar sprays in 'Hongro' apples.

와 CuEDTA 처리가 각각 1,048.8, 1,042.7 mg AEAC/100

g으로 대조구의 868.7 mg AEAC/100 g보다 소거활성이 높

아 ABTS radical 소거능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2).

이는 FeEDTA와 CuEDTA의 처리에 의해 폴리페놀, 플라보

노이드, ascorbic acid 등 항산화물질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

에 전자공여 작용으로 높은 항산화력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

진다(26).

환원력은 항산화성을판정하는 기준의 하나로(27) CuEDTA

와 FeEDTA 처리에 따른 사과 과피의 메탄올 추출물의 환원

력은 Fig. 3과 같다. 환원력은 항산화성을 판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환원력이 클수록 산화 예방 및 항산화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free radical 소거능 방법으로 측정한 항산

화 활성과 유사한 경향으로, CuEDTA와 FeEDTA에서는

0.324, 0.311로 대조구(0.26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없었다(p>0.05). 이는 항산화물질의 작용이 연속적 수소 제

거의 방해와 같은 여러 기작들과 관련 있으므로 측정 대상과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28) 생각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했을 때 ‘홍로’ 사과에 CuEDTA와

FeEDTA를 엽면살포한 결과, 과피의 항산화물질 함량과 활

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홍로’ 사과의 항산화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확 전 30일에 CuEDTA와 FeEDTA

를 수관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사과의 기능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CuEDTA와 FeEDTA의 처리농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수확기 30일 전 CuEDTA, FeEDTA 엽면살포

가 ‘홍로’ 사과 과실의 항산화 성분 및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물질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과피의 폴리페놀은 CuEDTA와 FeEDTA

에서 1,228.6, 1,210.0 mg/100 g으로 대조구의 998.8 mg/100

g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CuEDTA, FeEDTA가 988.5, 847.6 mg/100 g으로 대조구

665.7 mg/100 g보다 높게 나타났다. Ascorbic acid의 함량은

FeEDTA가 47.2 mg/100 g으로 가장 높았고 CuEDTA(44.8

mg/100 g), 대조구( 40.9 mg/100 g) 순이었다. 안토시아닌은

대조구가 560.6 mg/100 g으로 CuEDTA, FeEDTA의 544.6,

542.9 mg/100 g에 비해 높았다. 항산화 활성 분석 결과, 과육

은 처리구별 항산화 활성이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p>0.05), 과피에서는 처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ABTS radical을 이용한 과피의 총 항산화력은

FeEDTA(1,267.5), CuEDTA(1,224.9), 대조구(1,161.1) 순으

로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DPPH radical 소거능 또한 대조구

의 868.7 mg AEAC/100 g에 비해 FeEDTA, CuEDTA 처리

구에서 1,048.8, 1,042.7 mg AEAC/100 g으로 높았다. 하지만

환원력은 처리구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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