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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changes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mulber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ripeness between greenhouse (GH) and open field (OF) cultivation. 
The mulberries were divided into five degrees of ripeness.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pH, acidity, antioxidant 
activity, and contents of free sugar, organic acid, polyphenols, flavonoids, and anthocyanins were investigated. pH 
level increased slightly while acidity decreas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ripeness. Fructose and glucose were detected 
in mulberries as the major free sugar. Fructose and glucose increased rapidly during ripening. Citric acid was major 
acid and decreased considerably during ripening.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flavonoids, and anthocyanins increased 
considerably in the last stage of ripening. Contents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 mulberry from OF were higher 
than from GH.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rapidly in mulberries of the last degree. Contents 
of functional components were not greatly different between GH and OF, whereas content of free sugar in GH was 
higher than that i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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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디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뽕나

무(Morus alba L.)의 열매이며, 뽕나무는 온대에서 아열대

까지 넓은 지역에 서식하고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재배

된다(1). 5월에서 6월까지 과실이 녹색에서 자주색으로 익

으면 수확하여 식용이나 약재로 이용한다.

오디의 주요 성분은 당, 유기산 및 펙틴이며 미량 성분으

로는 무기질(칼륨, 칼슘, 인), 비타민(A, B1, B2) 등이 있고 

더하여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다(2-5). 최근

에는 항암, 항염증, 항산화, 항당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6-10). 

또한 오디를 이용해 음료, 잼, 와인, 식초 및 드레싱 소스 

등 다양한 가공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1-15). 이렇듯 최근 

오디에 대한 기능성이 부각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2년 

생산면적은 1,878 ha, 생산량은 6,150톤에 이르렀으며, 최

근 전북 부안과 남원 장성을 비롯하여 경남 함양, 경북 김천, 

상주, 예천 및 영덕 등을 중심으로 해마다 재배면적 및 생산

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6).

시설 재배는 동해 및 서리 피해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관수의 조절이 가능해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기출하 및 안정적인 생산의 장점이 있어 그 면

적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온 및 가온을 

통해 수체의 생육 및 과일의 숙기를 촉진하여 단기간 내에 

수확이 가능하다(17). 비가림 재배에 따른 오디의 수확량 

및 저온과 병해충 피해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고(18), 

복숭아의 개화기 촉진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19), 석류의 

병해충 피해 감소를 보고한 적이 있다(20). 특히 오디의 수

확기는 대개 장마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노지 재배 시 품

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시설 

재배법이 꾸준히 보급되어 점차 시설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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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다. 

반면 시설 및 노지 재배 오디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기능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숙도

별 오디 성분에 대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풍미가 우수하고 재배면적이 넓은 오디 품종을 이용해

서 시설 및 노지 재배한 오디의 숙기별 품질 특성 조사를 

통해 고품질 오디 생산과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오디(mulberry)는 과상 2호 품종으로 

2014년 7월에 전라북도 부안지역의 농가에서 시비 및 급수 

등은 동일한 조건 하에 시설 및 노지로 구분되어 재배된 오

디를 채취하였다. 육안으로 보이는 색깔로 판단하여 숙도별 

5단계로 나누어 수확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수집한 오디는 

즉시 아이스 팩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넣어 밀봉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동결건조 한 다음 분쇄하고 성분 분석 시료로 사용

하였다.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Folin- 

Ciocalteu reagent, gallic acid 등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그 밖의 시약은 an-

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pH 및 적정산도

오디 100 g을 취하여 전 부위를 파쇄한 후 2겹의 거즈를 

이용하여 착즙, 여과한 액의 pH 및 적정산도를 측정하였다. 

pH는 여과액 5 g을 취하여 증류수 15 g을 넣어 희석한 후 

pH meter(Orion 4 STAT, Thermo Fisher Scientific, 

Beverly, MA, USA)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로 나타내

었다. 적정산도는 여과된 5 mL를 취하여 0.1 N NaOH로 

pH 8.3까지 적정하고 소요된 0.1 N NaOH 용액의 양을 cit-

r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유리당 함량

유리당 함량은 동결건조 된 시료 0.50±0.05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200 rpm, 3 h, 40°C에서 진탕 추출 후 

Whatman No. 2 여과지(Whatman Internal Ltd., Maid-

stone, UK)로 감압여과 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추출물

은 0.20 μm membrane filter(Millipore Corp.,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HPLC system(Palo Alto, CA, USA)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column으로 Asahipak NH2P-5-4E(5 μm 4.6× 

250 mm, Shodex,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ELSD(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70% 

acetonitrile을 1.2 mL/min 속도로 흘려주었고 10 μL를 주

입하여 분석하였다. Standard marker로는 fructose, glu-

cose, maltose, sucrose를 사용하였다(21).

유기산 함량

동결건조 된 시료 0.50±0.05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

여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Whatman No. 2 여과지

(Whatman International Ltd.)로 여과하여 50 mL로 정용

하였다. 추출물은 0.20 μm membrane filter(Millipore 

Corp.)로 여과하여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HPLC system으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Aminex HPX-87H 

ion exclusion column(7.8×300 mm, 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UV detector로 215 nm

에서 검출하였으며, 이동상은 0.008 N sulphuric acid 용액

을 0.6 mL/min 유속으로 흘려주었고 20 μL를 주입하여 분

석하였다. 표준물질로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fumaric acid를 사용하였다(22).

총 폴리페놀 함량

동결건조 된 시료 0.50±0.05 g에 70% ethanol 100 mL

를 가하여 40°C에서 4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Whatman 

No. 2 여과지(Whatman International Ltd.)로 감압여과 하

여 100 mL로 정용한 후 총 폴리페놀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

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였다.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2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동결건조 된 시료 0.50±0.05 g에 시료액 500 μL에 5% 

NaNO 275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10% AlCl3 150 μL를 첨가하였다. 이 용액에 1 M NaOH 

0.5 mL와 증류수 275 μL를 첨가한 다음 51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catech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작성

한 검량곡선으로 함량을 계산하고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

물 함량을 추출물 mg당 μg catechin으로 나타내었다(24). 

총 안토시아닌 함량

오디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pH differential method에 따

라 측정하였다. 동결건조 된 시료 0.50±0.05 g에 1% HCl- 

methanol 50 mL를 가하고 40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원심

분리(12,000 rpm, 15 min) 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 0.5 mL에 각각 0.025 M potassium 

chloride buffer(pH 1.0)와 0.4 M acetate buffer(pH 4.5) 

4.5 mL를 혼합한 다음 510 nm 및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cyanidin-3-glucoside의 

몰흡광계수(ε=26,900 M-1cm-1)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

라 산출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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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mulberries cultivated in 
greenhouse and open field conditions during maturation

Samples      pH Titratable acidity 
(%, as citric acid)

Green 
house

 RS11)

RS2
RS3
RS4
RS5

3.77±0.02c2)3)*

3.52±0.03d

3.75±0.01c**

4.23±0.02b**

4.91±0.02a**

2.63±0.05a**

2.52±0.05b**

1.62±0.02c**

0.88±0.01d**

0.47±0.01e**

Open 
field

RS1
RS2
RS3
RS4
RS5

3.84±0.02b

3.52±0.02c

3.53±0.03c

3.84±0.02b

4.70±0.02a

2.19±0.07a

2.25±0.06a

1.77±0.02b

1.14±0.02c

0.43±0.01d

1)RS1∼5 indicate 5 ripe stages of mulberries.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mong sample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nd **P<0.01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eenhouse and open field by t-test. 

Anthocyanin content (mg/L)=
A×MW×DF×1000

ε×V

A (absorbance value)=(A510－A700) pH 1.0－(A510

－A700) p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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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dilution factor

ε (cyanidin-3-glucoside molar absorbance)=26,900 

M-1cm-1

V=volume of extract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시료에 대한 항산화 활성은 DPPH(1,1-diphenyl-2- 

picrylhydrazyl)에 의한 전자공여능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0.2 mL에 1×10-4 M DDPH 용액 0.8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초간 진탕하고 30분 후에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서 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였

고, 전자공여능은 AEAC(ascorbic acid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로 표현하였다(26).

총 항산화력 측정

시료에 대한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27)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Aldrich Co.) 7.4 mM과 2.6 mM의 potassium persul-

fate(Sigma-Aldrich Co.)를 하루 동안 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가 되도록 물의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

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시료 50 µ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

로서 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였다. 총 항산화력은 as-

corbic acid에 해당하는 항산화력(AEAC)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고 처리군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재

배 방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및 적정산도

pH 및 적정산도는 과일류의 숙성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전 연구 보고에서는 오디의 pH, 적정산도는 각

각 4.08~5.10%, 0.26~0.73% 수준이었고, 품종, 재배 방법 

및 환경, 수확시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2). 적정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에서 오디의 pH 및 적정산도는 시설의 경우 각각 3.52~ 

4.91 및 0.47~2.63% 범위였고, 노지의 경우 각각 3.52~ 

4.70 및 0.43~2.25% 범위로 숙도 단계에 따라 유의적인

(P<0.05) 차이를 보였다. 숙도별로 pH는 점차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냈고, 적정산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재배 방

법별로는 시설 재배 오디의 pH는 숙도 후기 단계로 갈수록 

유의적으로(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산도의 경

우 시설 재배한 오디가 숙도 1, 2 단계에는 유의적으로(P< 

0.01)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단계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숙기별 오디의 pH 및 적정산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pH는 

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적정산도는 

pH와 반대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28). 복분자딸기를 분석한 경우에는 과실이 성숙할수록,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높아질수록 pH는 낮아졌는데(29) 이

는 유기산의 함량이 점차 증가하는 과실 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유리당 함량

오디의 주요 당으로 fructose와 glucose가 검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함량은 각각 0.44~4.85% 및 

0.43~4.79% 범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숙도에 따라 유의

적으로(P<0.05)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배 방법별로는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설 재배

의 유리당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Lee와 Choi(5) 및 

Kim 등(30)은 당 함량이 1.86~7.34% 및 2.15~7.33% 범위 

수준으로 품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체로 당 

함량은 광합성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는 광도, 일조

량, 온도 및 습도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원인이 된다(31). 

Kim 등(32)의 연구에서 뽕나무 시설 재배 시 광량은 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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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e sugar contents of mulberries cultivated in green-
house and open field conditions during maturation    (unit: %)

Samples   Fructose    Glucose     Total

Green 
house

 RS11)

RS2
RS3
RS4
RS5

0.47±0.00e2)3)**

0.90±0.01d**

3.32±0.03c**

4.24±0.08b**

4.85±0.06a**

0.48±0.00e**

0.82±0.01d**

3.36±0.06c**

4.34±0.13b**

4.79±0.10a*

0.95±0.00e**

1.72±0.02d**

6.68±0.09c**

8.57±0.05b**

9.64±0.06a**

Open 
field

RS1
RS2
RS3
RS4
RS5

0.44±0.01d

0.48±0.01d

1.55±0.03c

2.40±0.03b

4.22±0.05a

0.43±0.00d

0.45±0.01d

1.53±0.05c

2.45±0.02b

4.34±0.15a

0.87±0.01d

0.93±0.02d

3.08±0.05c

4.85±0.04b

8.56±0.14a

1)RS1∼5 indicate 5 ripe stages of mulberries.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mong sample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nd **P<0.01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eenhouse and open field by t-test. 

Table 3. Organic acid contents of mulberries cultivated in greenhouse and open field conditions during maturation (unit: g/100 g)
Samples Citric acid D-Malic acid Succinic acid Acetic acid 

Greenhouse

 RS11)

RS2
RS3
RS4
RS5

2.50±0.03a2)3)**

2.40±0.06b*

1.66±0.03c

0.96±0.00d**

0.53±0.00e**

0.51±0.00a

0.36±0.01b**

0.34±0.00c

0.30±0.00e**

0.32±0.00d**

0.45±0.01
0.23±0.00**

0.27±0.02
0.29±0.00*

0.29±0.00*

0.55±0.01b

0.30±0.00e

0.42±0.01d

0.49±0.00c**

0.59±0.00a**

Open field

RS1
RS2
RS3
RS4
RS5

2.03±0.02a

2.14±0.00b

1.69±0.01c

1.16±0.00d

0.47±0.00e

0.53±0.01a

0.42±0.00b

0.31±0.01c

0.22±0.01d

0.31±0.00c

0.49±0.02a

0.31±0.01c

0.33±0.01b

0.32±0.00bc

0.27±0.00d

1.04±0.09a

0.44±0.06b

0.32±0.00c

0.29±0.01c

0.30±0.00c

1)RS1∼5 indicate 5 ripe stages of mulberries.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mong sample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nd **P<0.01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eenhouse and open field by t-test. 

재질에 따른 투광율로 인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광량의 차이는 당의 축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 시설 및 노지 재배한 오디의 총 유리당 함량은 

시설 재배 오디가 유의적으로(P<0.01)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산 함량

오디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itric acid, D-malic acid, succinic acid, acetic acid 총 

4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다. 각각의 함량은 0.47~2.50 g/ 

100 g, 0.22~0.53 g/100 g, 0.23~0.49 g/100 g, 0.29~ 

1.04 g/100 g의 범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유기산은 

citric acid와 acetic acid로 나타났다. 기존에 보고한 Lee 

등(3)과 Kim 등(11)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마지막 숙기 

오디의 유기산 함량은 유사한 함량 범위였다. 유리당 함량 

변화와는 반대로 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성숙에 따른 유기산 함량의 감소는 주로 

citric acid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과실류는 

아니지만 수확기 밀감의 유기산 함량 변화를 보고한 Kim 

등(3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노지 재배 오디의 acetic acid 함량은 초기에 높았다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설 재배 오디의 함량은 

대체로 일정한 경향이었다. 재배 방법별로는 대체적으로 유

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으나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는 않았다. 분자 간 호흡에 의해 생기는 알코올과 유기산이 

결합하여 에스테르(ester)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성숙 후기

의 유기산 감소는 이러한 에스테르 화합물이 딸기 특유의 

향기 성분 형성에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34). 

이를 통해 유기산의 감소는 오디의 향기 성분 형성에 이용되

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과실의 페놀성 화합물은 색, 맛과 같은 일반적인 품질, 

항산화 등의 건강기능성뿐 아니라 식물 자체로는 세균과 바

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및 저장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4와 

같다. 

노지 재배 오디는 171.74~482.98 mg/100 g, 시설 재배 

오디는 126.21~471.41 mg/100 g의 범위 수준을 나타내었

다. 숙도에 따라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숙도가 

진행될수록 폴리페놀 함량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

에서 유의적인(P<0.05) 차이로 노지 재배 오디의 함량이 시

설 재배 오디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오디의 총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함량은 뽕나무 품종, 재배환경 등에 따라 차

이를 보이고 각각 144.5∼543.7 mg% 및 57.45∼206.60 

mg% 범위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24). 이를 통해 광

량이 높은 환경에서 폴리페놀 화합물의 합성 유도된 정도의 

차이가 원인이라 생각된다. Kim 등(17)은 노지 재배의 폴리

페놀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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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and total anthocyanin contents of mulberries cultivated in greenhouse and open field 
conditions during maturation                                                                         (unit: mg/100 g)

Samples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Total anthocyanin 

Greenhouse

 RS11)

RS2
RS3
RS4
RS5

148.07±5.40c2)3)*

126.21±5.89d**

154.52±4.00c**

242.41±2.10b*

471.41±5.18a

 99.51±9.63b*

 70.37±3.41d**

 62.72±3.58d**

 85.26±5.88c*

174.60±6.87a*

  0.00±0.00e

  2.15±1.47d*

 32.72±0.54c

124.46±8.30b

337.43±14.31a

Open field

RS1
RS2
RS3
RS4
RS5

171.74±7.36d

153.60±3.63e

187.77±3.19c

252.40±4.88b

482.98±6.00a

121.01±8.06b

 99.47±3.34c

 94.34±4.61c

101.69±3.60c

197.53±10.95a

  0.00±0.00d

 20.53±3.12c

 61.33±3.59c

146.76±8.13b

349.85±27.86a

1)RS1∼5 indicate 5 ripe stages of mulberries.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mong sample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nd **P<0.01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eenhouse and open field by t-test.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주요 페놀성 화합물 

중에 하나로 담황색 또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 화합물로서 

안토시아닌, 플라본 등이 이에 속하며 실제 많은 플라보노이

드는 자연계에서 배당체로 존재한다(3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4와 같다. 시설 및 노지 재배 오디의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각각 62.72~174.60 mg/100 g, 94.34~ 

197.53 mg/100 g의 범위 수준을 나타내었다. 숙도가 진행

됨에 따라 노지 및 시설 재배의 경우 함량은 모두 유의적으

로(P<0.05)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노

지 재배 오디의 함량이 시설 재배에 비하여 모든 숙도 단계

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다. 

Cha 등(36)은 복분자의 경우 1.55~4.50 g 범위 수준으로 

보고하였고, 미숙과에 비하여 중간숙과에서는 감소하였다

가 완숙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숙과와 중간숙과에 비하여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Jung 등(37)은 꾸찌뽕나무 열매의 숙기에 따른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각각 18.9~19.7 mg%, 

40.9~48.2 mg%로 보고하였고, 총 폴리페놀 함량은 적숙과

일 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미숙과일 때 가장 높은 것으

로 보고하여 본 결과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미숙

기 이후에 약간 증가되었으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고하여 숙기로 갈수록 점차 함량이 증가

하는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

시설과 노지 재배한 오디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각각 0.00~337.43 mg/100 g, 0.00 

~349.85 mg/100 g의 범위로 나타났고, 숙도별로 유의적인

(P<0.05)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지 재배한 오디의 안토시

아닌 함량이 시설 재배 오디에 비하여 유의적으로(P<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38)의 노지 재배한 오디

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시설 재배 오디에 비하여 높다는 보고

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Park 등(28)은 오디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12.22~48.95 

mg/L 범위 수준으로 보고하였고, 숙도가 증가할수록 뚜렷

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복분자의 경우 

숙도가 높아질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지

는 것으로 보고하였고(39), Cha 등(36)은 복분자의 안토시

아닌 함량을 7.89~394.50 g 범위 수준으로 보고하여 과숙

이 성숙할수록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PPH 항산화 활성

시설 및 노지 재배한 오디의 DPPH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고, 각각 62.15~ 

337.76 mg AA eq./g, 81.57~313.23 mg AA eq./g 범위를 

나타내었다.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은 증가하였

고 숙도 말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총 폴리페놀과 안

토시아닌 함량이 숙도 말기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숙도 초기에는 노지 재배의 활성이 높았으

나, 숙도 말기에는 시설 오디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광환경은 과실류의 페놀계 화합물의 

축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0). Kim 등(17)은 블

루베리의 경우 노지 포장에서 광스트레스에 의한 페놀물질

의 축적이 많았지만 완숙기에 접어든 과실의 경우 재배환경 

차이에 따른 총 페놀물질 함량과 항산화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과 Shin(41)은 

복분자의 경우 미숙과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완숙과

가 오히려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원인으

로 총 페놀 함량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여 이를 항산화 활성

도의 주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숙도 말기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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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l-
berry extract cultivated in greenhouse and open field conditions
during maturation                         (unit: mg AA eq./g)

Sample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Green
house

 RS11)

RS2
RS3
RS4
RS5

 78.05±4.26d**

 62.15±2.69c**

 72.15±4.66c**

127.63±3.99b*

337.76±8.23a*

 66.50±5.39d*

 61.10±3.84d**

 94.35±4.26c*

231.78±4.20b

663.03±32.29a*

Open
field

RS1
RS2
RS3
RS4
RS5

 99.30±4.01d

 81.57±3.85c

 97.36±2.95c

117.57±2.24b

313.23±5.95a

 83.73±0.42c

 77.02±3.92c

109.56±4.93c

232.17±12.97b

784.43±47.47a

1)RS1∼5 indicate 5 ripe stages of mulberries.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mong sample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nd **P<0.01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eenhouse and open field by t-test.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onnor 

등(42)과 Prior 등(43)은 블루베리의 페놀 함량이 총 안토시

아닌 함량보다 항산화 활성도에 높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ABTS 항산화력 측정

시설 및 노지 재배한 오디의 숙기별 ABTS 라디칼 소거능

에 의한 총 항산화력(AEAC)의 변화는 Table 5와 같고, 각

각 61.10~663.03 mg AA eq./100 g, 77.02~784.43 mg 

AA eq./100 g 범위를 나타내었다.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총 항산화력은 증가하였고, 숙도 

말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총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숙도 말기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숙도 초, 중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말기에 노지 

재배 오디가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다. 초기에는 

노지 재배의 활성이 높았으나, 숙도 말기에는 시설 오디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이용

한 항산화 활성과 달리 숙도 말기에 노지 재배 오디의 항산

화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ABTS 및 DPPH 라디칼의 특

성 때문으로 시료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의 반응 정도에 따라 

활성이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44,45). Park 등

(46)은 동양배의 생장 시기와 과실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나

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유리당은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적정산도와 유기산은 감소하는 경향

이었다. 그리고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함

량 및 항산화 활성은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오디의 경우는 충분히 숙성된 후 수확하여 이용하

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및 노지 재배 간에 비교

를 해보면 pH, 적정산도, 유기산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고, 

유리당의 함량은 시설 재배가 높게 나타났다. 기능성 성분 

및 항산화 활성도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일부 항목은 

시설 재배 오디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생산성 향상과 관련

하여 Kang(18)은 시설 재배의 경우 노지 재배에 비하여 오

디의 수확기가 15일 앞당겨졌고 과의 무게는 1.3 g 높았으

며, 4주당 수확량은 1.20~3.85 kg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더하여 시설 재배의 경우 신초의 생장이 36% 증가하였

고 새순의 저온피해가 크게 경감되었으며, 균핵병 등 병충해

가 경감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품질상 큰 차이가 없

고 장마철이 수확기인 오디의 특성상 오염의 가능성이 적으

며, 수확량이 많은 시설 재배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 오디 생산과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시설 및 노지 재배한 

오디의 숙기별 pH, 적정산도, 유리당, 유기산,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총 안토시아닌,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력

을 비교 분석하였다. pH와 적정산도는 시설의 경우 각각 

3.52~4.91 및 0.47~2.63% 범위였고, 노지의 경우 각각 

3.52~4.70 및 0.43~2.19% 범위로 숙도 단계에 따라 유의

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숙도별로 pH는 점차 높아졌

고, 적정산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재배 방법별로는 후

기 단계로 갈수록 시설 재배가 유의적으로(P<0.01) pH와 

적정산도 모두 높아졌다. 주요 유리당으로는 fructose와 

glucose가 검출되었고 함량은 각각 0.44~4.85% 및 0.43~ 

4.79% 범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숙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P<0.05) 증가하였다. 재배 방법별로는 유의적으로(P<0.01) 

시설 재배의 유리당 함량이 높았다. 주요 유기산으로는 cit-

ric acid, D-malic acid, succinic acid, acetic acid가 검출

되었고, 각각의 함량은 0.47~2.50 g/100 g, 0.22~0.53 g/ 

100 g, 0.23~0.49 g/100 g, 0.29~ 1.04 g/100 g의 범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는

데, 주로 citric acid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노지 재배 오디는 171.74~482.98 mg/ 

100 g, 시설 재배 오디는 126.21~471.41 mg/100 g의 범위 

수준을 나타내었고, 숙도에 따라 유의적으로(P<0.05) 증가

하였다.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 나

머지 단계에서 유의적인(P<0.05) 차이로 노지 재배 오디의 

함량이 시설 재배 오디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각각 62.72~174.60 mg/100 g, 94.34~ 

197.53 mg/100 g의 범위 수준을 나타내었다. 숙도가 진행

됨에 따라 노지 및 시설 재배의 경우 모두 함량은 유의적으

로(P<0.05)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다. 노지 재배 오디의 함

량이 시설 재배에 비하여 모든 숙도 단계에서 유의적으로

(P<0.05) 높게 나타났다. 총 안토니시아닌 함량은 각각 

0.00~337.43 mg/100 g, 0.00~349.85 mg/100 g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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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숙도별로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DPPH 항산화 활성은 각각 62.15~337.76 mg AA eq./g, 

81.57~313.23 mg AA eq./g 범위를 나타내었다.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항산화력은 증가하였고, 숙도 말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ABTS 항산화력은 각각 61.10~663.03 mg 

AA eq./100 g, 77.02~784.43 mg AA eq./100 g 범위를 

나타내었다. 숙도가 진행됨에 따라 총 항산화력은 증가하였

고 숙도 말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오디의 

경우는 충분히 숙성된 후 수확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품질 상 차이가 없고 장마철 수확기인 

오디의 특성상 수확량이 많고 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시설재

배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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