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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effects of different parts (stems, leaves, and seeds) of
the black raspberry for utilization as food materials. Different parts of the black raspberry were subjected to extraction via
ultra-sonication extraction methods using water and ethanol at various concentrations (25, 50, 75, and 100%). Antioxidant
capability of the extracts were determined by amounts of phenolic compounds, with flavonoid conten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Irrespectively of ethanol concentration, extracts of stem showed the highest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ies among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The total phenolic compounds extracted
from the black raspberry stem using 25 and 50% ethanol showed 348.21±5.40 and 343.39±5.94 mg/g, respectively. Fifty
percent ethanol extracts of the black raspberry stem showed the highest DPPH (EC

50 
value: 60.89 µg/m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EC
50 

value: 82.57 µg/mL). Further, 25% ethanol extacts of the black raspberry stem
(0.263±0.004)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reducing power.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of black raspberry stem
indicates that black raspberry stem may be useful source for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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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은 페놀산(phenolic acid),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안토시

아닌(anthocyanins), 탄닌(tannins), 리그닌(lignings), 카테킨(catechin)

등의 산화방지 물질을 나무, 줄기, 잎, 열매, 뿌리, 씨앗 등의 모

든 부분에 다량 함유하고 있고(1), 이들 성분들을 통해 산화적 스

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의 생성을 지연시키

거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산화적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는 자유라디칼은 수많은 화합물의 화학적 반응 및 여

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 등 내적 요인과 흡연, 음주, 스트레스,

대기오염 등 외적요인에 의해 생성되며, 생체 내에서 free 라디

칼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DNA 분절과 단백질의 불활성화 및 과산화 반응을 일으

켜 생체기능을 저하시킴으로서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

다(4-6).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은 세포내 산화방지 효소

에 의해 조절되거나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산화방지성분(비타민

및 폴리페놀성분)에 의해 소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는 검정라즈베리

(Rubus occidentalis)로 북미가 원산지이며 줄기에 가시가 있는 것

이 특징이고, 가지에는 3개의 잎이 자라고 꽃의 색은 흰색으로

국내 재래종 복분자(Rubus coreanus Miq.)의 5개의 잎과 분홍색

의 꽃과 차이를 보인다(8,9). 검정라즈베리의 주요 안토시아닌은

사이아니딘-3-글로코사이드(cyanidin-3-glucoside), 사이아니딘-3-루

티노사이드(cyanidin-3-rutinoside), 사이아니딘-3-삼부바이오사이드

(cyanidin-3-sambubioside), 사이아니딘-3-자일로실루티노사이드(cya-

nidin-3-xylosylrutinoside) 등이 알려져 있고(10), 엘라그산(ellagic

acid)과 각종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하여 천연 산화방지제로도 유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최근에는 검정라즈베리 열매, 잎,

줄기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및 혈압 개선 효과(12), 산화방지 활

성 및 식도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있다(13,14). 또한 최근에

는 인삼의 부위별 산화방지 활성(15),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

액의 기능적 특성(16), 비파 부위별 용매추출물의 항균 및 산화

방지 활성(17), 부위별 산뽕나무의 광보호 효과 및 산화방지 활

성(18) 등 과실에만 한정되어지지 않고 각 부위를 천연 보존료

개발 및 새로운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산화방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물로 여겨지는 검정라즈베리 줄기,

잎 및 씨를 에탄올 농도별로 초음파 추출하고, 산화방지 활성을

비교분석하여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천연소재로써의 이용가능

성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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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검정라즈베리 줄기와 잎은 2012년 5월초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시험장에서 채취한 것으로, 수세 후

60oC에서 3일 동안 열풍 건조하고 분쇄하여 −40oC에서 냉동 보

관하여 사용하였다. 검정라즈베리 씨는 2012년 6월에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산농협에서 구매한 검정라즈베리 열매를 씨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추출용

매인 에탄올은 Samchun Chemicals사(Seoul, Korea)에서, 폴린-시

오칼토시약(folin-Ciocalteau’s reagent), 뷰틸하이드록시아니솔(buty-

lated hydroxyanisole),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다이

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2,2'azino-bis (3-ethylbenzothiazo-

line)-6-sulfonic acid (ABTS),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갈산(gallic acid), 엘라그산(ellgaic acid), 카페산(caffeic acid),

루테올린(luteolin), 쿼르세틴(quercetin),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파라쿠마린산(p-coumaric acid), 탄닌(tannin) 등은 Sigma-Aldrich사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산화방지 활성 측정을 위한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의 추출물 제조는 Kwon 등(19)의 방법을 응용하였다. 즉 검

정라즈베리의 줄기, 잎 및 씨 건조분말 1 kg을 정량하여 물 및

25, 50, 75, 100%의 에탄올 10배수를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

(Sonic Medical Plus up, MIRCO, Inchon, Korea)로 40 kHz에서

2시간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하여 얻은 여액을 거름종이

(Whatman No. 2,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

로 여과하고 감압농축기(Buchi R210, Buchi Co., Flawil, Switzer-

land)로 농축 후 동결 건조하여 −70oC 초저온냉동고(CLN-71UWM,

NIHON, Japan)에서 보관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측정은 Amerine과 Ough(20)의 방법을 응용하

여 측정하였다. 에탄올 농도별로 제조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

음파 추출물을 100 µg/mL 농도로 제조한 용액에 폴린-시오칼토

시약 1 mL를 가하고 3분간 반응 시킨 다음 10% 탄산소듐(Na2CO3)

1 mL를 넣고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UV/VIS 분광광

도계(UV-245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700 nm

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이때 갈산(Sigma-Aldrich)을 표준물질로 사

용하여 보정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분석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추출물의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10개의 표준품을 Sigma-Aldrich사에서

구입하여 LC/MS를 이용 Table 1 및 2의 조건으로 함량 분석을

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hang 등(21)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

정하였다. 에탄올 농도별로 제조한 검정라즈베리 초음파 추출물

을 200 µg/mL 농도로 제조한 용액에 다이에틸렌글리콜 2 mL, 1

N-수산화소듐(NaOH) 0.02 mL를 가한 다음 37oC 항온수조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 분광광도계(UV-2450, Shimadzu

Co.)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루틴(Sigma-Aldrich)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보

정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추출물의 산화방지 활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자유라디칼인 DPPH를 사용한 산화방지 활성 측정법(22)을

응용하였다. 10, 50, 100, 200, 500 µg/mL 농도로 조제한 검정라

즈베리 부위별 추출물 100 µL에 에탄올 200 µL를 가하고 2×10−4

M DPPH용액 300 µL를 가한 후 교반기로 교반하였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 (Synergy HT, Biotec, Wash-

ington DC,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에 에탄올을 첨가하여 실험 하였으며, 양성대

조구는 BHA를 사용하여 활성을 비교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1001
시료의 흡광도

대조구의 흡광도
-----------------------–⎝ ⎠

⎛ ⎞

Table 1. HPLC conditions for phenolic compounds analysis

Items Conditions

System Finnigan TSQ Quantum Ultra EMR

Column Zorbax Extend-C18 (2.1×150 mm, 5 µm)

Column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Flow rate 200 µL/min

Injection 10 µL

Gradient
condition

Time (min) A (%) B (%)

0.0 90.0 10.0

10.0 10.0 90.0

13.0 10.0 90.0

14.0 90.0 10.0

20.0 90.0 10.0

Mobile phase
A: 0.1% acetic acid in water

B: 0.1% acetic acid in acetonitrile

Table 2. Mass spectrometer conditions for phenolic compounds
analysis

Items Conditions

Ion source type ESI

Spray voltage 3000

Sheath gas pressure 40

Aux gas pressure 10

Capillary temperature 300oC

SRM

Compound
names

Parent 
ion

(m/z)

Daughter 
ion

(m/z)
CE

Ferulic acid 163.00 119.12 17

Coumaric acid 169.00 125.06 16

Caffeic acid 179.00 135.07 18

Rutin 193.00 134.07 19

Quercetin 609.00 299.95 32

Luteolin 227.00 184.95 20

Keampferol 285.00 133.07 37

Myricetin 285.00 186.95 31

Gallic acid 301.00 150.98 24

Ellagic acid 317.00 178.94 21

Resveratrol 301.00 228.9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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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Art 등(23)의 방법을 응용하였다. 0,

50, 100, 200, 500 µg/mL 농도로 조제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추

출물 5 µL에 ABTS 라디칼 용액 195 µL를 첨가하여 7분간 반

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T, Biotec)를 사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대조구는 시료 대신에 에탄올

을 첨가하여 실험 하였으며, 양성대조구는 BHA를 사용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100

환원력

환원력은 Oyaizu(24)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0 µg/

mL 농도로 조제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추출물 100 µL에 0.2 M

인산완충용액(pH 6.6, 2.5 mL)와 1% K2Fe (CN)6 250 µL를 첨가

하고 물중탕(50oC, 20분)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0% 트라이

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250 µL를 첨가하여 원심분리

(3,000×g, 5분)한 후 상등액 250 µL를 취한 후 증류수 250 µL와

0.1% FeCl3 50 µL를 첨가하여 700 nm (Synergy HT, Biotec)에서

측정하였으며, 양성대조구는 BHA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값은 SPSS 11.5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고, 던컨시험(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수율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최적 추출조건을 탐색하기 위하여 물 및

25, 50, 75, 100% 에탄올을 추출용매로 사용하는 추출수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줄기의 경우 25,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13.31, 13.10%로 가장 높은 추출수율을 보였고, 10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할 경우 5.04%로 가장 낮은 추출수율을 보였다. 잎

의 경우는 물 및 25, 50, 75,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17.32, 20.24, 19.21, 18.33, 9.02%로 25%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고,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낮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씨의 추출수율은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23.05%

로 모든 부위별 추출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씨 안에 존재하는 지방성분들이 비극성 용매인 에탄올에 의

해 다량 추출되어져 높은 수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적으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을 제조할 경우 줄기

와 잎은 추출용매로 25, 50% 에탄올을, 씨는 100% 에탄올 추출

물이 추출수율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추출수율은 추출용매와 시료의 비율, 추출온도 및 시간 등 다

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25), 추출방법의 변화,

추출 온도 및 시간의 영향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화합물은 2차 대사산물로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산화방지 활성의 간접적인 지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추출용매를 달리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4와 같다. 검정라즈베리 줄기의 경우 25,

50%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348.21±5.40, 343.39±5.94 mg GAE/g

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 100% 에탄올 추출물보다 약 1.5배

이상 높은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 및 75%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는 각각 293.19±3.65, 260.46±4.53 mg GAE/g으로

나타났다. 검정라즈베리 씨의 경우는 75% 에탄올 추출물이

266.29±2.51 mg GA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으로 분석되었고, 가

장 낮은 함량을 보인 물 추출물보다 약 2배 가까운 함량을 보였

다. 같은 용매조건으로 비교하였을 때 줄기보다는 낮은 함량을

1
시료의 흡광도

대조구의 흡광도
-----------------------–⎝ ⎠

⎛ ⎞

Table 3. Extraction yields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sonication

treatment

Parts Extraction solvents Yield (%)

Stem

water 10.07±1.45g

25% ethanol 13.31±1.02f

50% ethanol 13.10±0.77f

75% ethanol 10.35±2.09g

100% ethanol 05.04±0.74k

Seed

water 08.47±0.14i

25% ethanol 09.50±0.35h

50% ethanol 08.51±0.77i

75% ethanol 07.33±0.10j

100% ethanol 23.05±3.44a

Leaf

water 17.32±1.47e

25% ethanol 20.24±2.07b

50% ethanol 19.21±0.75c

75% ethanol 18.33±3.44d

100% ethanol 09.02±0.45hi

Date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a-kMeans in the same par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
sonication treatment

Parts Extraction solvents
Total polyphenol contents

(GAE mg/g)

Stem

water 293.19±3.65b

25% ethanol 348.21±5.40a

50% ethanol 343.39±5.94a

75% ethanol 260.46±4.53d

100% ethanol 208.15±1.82e

Seed

water 136.87±1.49h

25% ethanol 202.63±2.80e

50% ethanol 259.36±4.00d

75% ethanol 266.29±2.51c

100% ethanol 147.11±4.27g

Leaf

water 133.65±2.11h

25% ethanol 149.02±4.28g

50% ethanol 161.06±3.57f

75% ethanol 143.29±4.31g

100% ethanol 120.00±2.63i

Date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a-iMeans in the same par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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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정라즈베리 잎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줄기 및 씨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 50% 에탄올 추출물이

161.06±3.51 mg GAE/g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고, 100%

에탄올 추출물은 120.00±2.63 mg GAE/g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추출용매조건으로 비교하였을 때

검정라즈베리 줄기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Cho 등(28)은 검정라즈베리 열매를 열수 및 에탄올 추출

물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60% 에탄

올 추출물이 41.3 mg GA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는 것으

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진행한 부산물로

여겨지는 검정라즈베리 줄기, 씨 및 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줄기의 경우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을 보인 25, 5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약 9배 이상 높

은 함량을 보여 열매보다 우수한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천연

소재로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분석

추출용매를 달리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페

놀성 화합물은 Table 5와 같이 갈산과 엘라그산이 가장 높은 함

량의 화합물로 분석되었다. 갈산은 에탄올 농도별 추출물보다 물

추출물에서 약 4배 이상 높은 함량을 보였고, 엘라그산의 경우는

물 추출물보다 에탄올 농도별 추출물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추출용매 조건에 따라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크

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출용매 조건과 상관없이 검

정라즈베리 부위별 추출물의 주된 페놀성 화합물은 갈산과 엘라

그산으로 나타났다. Ahn 등(29)은 일부 페놀성 화합물의 산화방

지효과 연구에서 쿼르세틴 및 루틴의 DPPH 라디칼 활성이 우수

하다고 보고하였고, Bhatt 등(30)의 하자화 꽃으로부터 분리한 갈

산의 라디칼 소거활성 연구에서 갈산이 양성대조구인 BHA보다

높은 활성을 보일만큼 강력한 산화방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 진행한 검정라즈베리 부위

별 추출물의 산화방지 활성에 10종의 페놀성 화합물이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종의 페놀성 화합물 외

에도 수많은 페놀성 화합물 및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성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화합물은 직·간접적으로 산화방지 활

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검정라즈베리 부위별의 기

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추출용매를 달리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검정라

즈베리 줄기의 경우 추출용매조건에 따라서 25, 50, 75%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76.02±4.23, 72.66±7.10, 74.35±2.46 mg RUE/g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00% 에

탄올 추출물은 68.10±3.06 mg RUE/g의 함량을 보였고, 물 추출물

의 경우 56.40±1.25 mg RUE/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검

정라즈베리 씨의 경우는 75% 에탄올 추출물이 82.40±2.49 mg RUE/

g으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 100% 에탄올 추출물보다 약 6배 이상 높은 함

량을 보였다. 물 및 25, 5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는 각각

42.92±5.04, 63.96±4.25, 69.99±2.36 mg RUE/g의 함량으로 나타나

검정라즈베리 씨의 경우 100% 에탄올 추출물을 제외하고 에탄올

의 농도가 높을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검정라즈베리 잎의 경우 50% 에탄올 추출물이 82.28±0.54 mg

RUE/g으로 줄기와 씨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도 높거나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물 및 25, 75, 100% 에탄올 추출

물이 각각 51.91±0.41, 58.99±3.79, 73.42±2.25, 49.18±4.01 mg

RUE/g으로 10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31)의 추출조건에 따른 포도잎 추출물의 산화방지 효과연

구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 물 추출물에 비

해 에탄올 추출물이 전반적으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는

연구보고와 본 실험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Kim 등

(32)의 토종 복분자 및 외래종 복분자 추출물의 산화방지 비교연

구에서 본 연구와 같은 외래종 열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50,

75, 100% 추출물에서 각각 11.78±0.81, 10.91±1.17, 11.78±0.19 mg/g

의 함량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진행한 검

Table 5. Phenolic acid contents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sonication

treatment 

Parts Solvent

Phenolic compound (µg/g)

Ferulic
acid

Coumaric
acid

Caffeic
acid

Rutin Quercetin Luteolin Keampferol Myricetin
Gallic
acid

Ellagic
acid

Stem

Water *ND* 3.37 17.20 0.08 3.55 0.07 ND 0.08 228.420 78.04

25% ethanol ND 0.87 5.35 0.22 4.02 0.09 0.05 ND 39.96 87.64

50% ethanol ND 0.64 4.46 0.35 3.22 0.1 ND ND 28.26 89.88

75% ethanol 0.37 0.96 5.55 0.40 3.77 0.11 0.04 ND 32.20 95.94

100% ethanol 0.26 1.86 9.90 0.20 3.21 0.12 0.05 0.08 35.68 113.460

Seed

Water 0.28 3.85 1.87 2.65 0.19 ND ND 0.08 47.92 34.52

25% ethanol 0.46 4.28 2.35 3.67 0.60 0.07 ND 0.08 19.26 57.78

50% ethanol 0.37 3.44 1.58 3.30 1.20 0.07 0.04 ND 16.06 65.28

75% ethanol 0.27 4.59 2.66 4.55 2.18 0.07 0.04 ND 26.78 85.08

100% ethanol 0.31 2.34 0.49 1.34 0.64 ND ND ND 04.32 45.22

Leaf

Water 2.88 19.690 27.960 2.52 1.45 0.06 0.16 0.08 24.73 05.49

25% ethanol 0.29 2.26 6.23 3.97 11.18 0.07 3.53 ND 07.15 14.51

50% ethanol 0.38 2.06 5.73 3.73 13.29 0.07 4.19 ND 07.08 16.18

75% ethanol ND 2.33 6.49 4.03 13.04 0.07 4.86 ND 07.18 14.55

100% ethanol 0.49 8.30 14.44 3.59 17.76 0.09 6.26 ND 08.01 16.82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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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씨 및 잎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같은 추출용매조건에서 크게는 약 7배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되

어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씨 및 잎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추출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플라보노

이드 화합물의 추출수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는 아스코브산 및 토코페롤, 폴리하이드록시(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전자나 수소를 받아 불가

역적으로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여 환원되어짐에 따라 짙은 자색

이 탈색되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산화

방지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33).

추출용매를 달리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EC50 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검

정라즈베리 줄기의 경우 25, 50% 에탄올 추출물의 EC50 값이 각

각 68.22, 60.89 µg/mL로 가장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고, 서로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장 활

성이 낮은 100% 에탄올 추출물보다는 약 2배 이상 높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다. 검정라즈베리 씨의 경우는 75% 에탄

올 추출물의 EC50 값이 88.97 µg/mL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가장 낮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낸

물 추출물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검정라즈베리 잎의 경우 물 추출물과 100% 에탄올 추출물의

EC50 값이 >500 µg/mL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고, 50% 에탄올

추출물의 EC50 값은 256.13 µg/mL로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

거활성을 보였으나 줄기 및 씨의 활성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양성대조구인 BHA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는 모

든 시료가 미치지 못하였으나 검정라즈베리 줄기의 경우는 우수

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높을수록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 높아진다는 Choi 등(34)의 연구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Kwon 등(19)의 검정라즈베리 에탄올 추출

물의 생리활성 탐색 연구에서 보고한 검정라즈베리 완숙과의 에

탄올 농도별 DPPH 라디칼 소거활성보다 본 실험에서 진행한 검

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100% 에

탄올 추출물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활성을 보였고, 씨의 경우도

50, 75% 에탄올 추출물은 검정라즈베리 완숙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보다 높은 활성을 보여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새로운

산화방지제 소재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는 과산화라디칼(peroxyl radical)이나 산화제에 의해 양이

온 라디칼로 산화되며(35),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산화방지제

존재 시 ABTS 가 산화방지제에 의해 흡광도가 억제되는 것에

기초하여 산화방지제 존재 시 파랑/녹색의 ABTS• +이 소거되는

정도를 흡광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36-40).

추출용매를 달리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의 EC50 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

다. 검정라즈베리 줄기의 경우 50% 에탄올 추출물의 EC50 값이

105.72 µg/mL로 추출용매 조건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가

장 낮은 활성을 보인 100% 에탄올 추출물보다는 약 1.9배 높은

활성을 보였다. 검정라즈베리 씨의 경우는 75% 에탄올 추출물의

EC50 값이 146.90 µg/mL로 가장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은

추출용매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검정라즈베리 부산물 중 총 폴리

페놀 함량 및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가장 낮았던 잎의 경우

는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줄기 및 씨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

다. 이는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페놀성 물질 함량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Jeong 등(41)의 연

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잎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가장 높았던 추출용매조건은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EC50이

Table 6. Total flavonoid contents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

sonication treatment

Parts Extraction solv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RUE mg/g)

Stem

water 56.40±1.25fg

25% ethanol 76.02±4.23b

50% ethanol 72.66±7.10bc

75% ethanol 74.35±2.46b

100% ethanol 68.10±3.06cd

Seed

water 42.92±5.04i

25% ethanol 63.96±4.25de

50% ethanol 69.99±2.36bc

75% ethanol 82.40±2.49a

100% ethanol 13.50±5.01j

Leaf

water 51.91±0.41gh

25% ethanol 58.99±3.79ef

50% ethanol 82.28±0.54a

75% ethanol 73.42±2.25bc

100% ethanol 49.18±4.01h

Date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a-jMeans in the same par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Comparison of EC
50

 value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sonication treatment 

Parts Extraction solven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y
(EC50 µg/g)

Stem

water 84.14h

25% ethanol 68.22i

50% ethanol 60.89i

75% ethanol 93.87g

100% ethanol 156.70f

Seed

water 436.10c

25% ethanol 158.50f

50% ethanol 98.79g

75% ethanol 88.97gh

100% ethanol 272.60e

Leaf

water >500a

25% ethanol 339.22d

50% ethanol 256.13e

75% ethanol 481.17b

100% ethanol >500a

BHA 34.94j

a-jMeans in the same par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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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3 µg/mL로 확인되었으며, 물 및 75, 100% 에탄올 추출물은

본 실험에서 최대 농도로 설정한 500 µg/mL 농도에서 EC50 값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양성대조구인 BHA의 활

성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줄기의 경우 높은 수준의 라디칼 소

거활성을 보여, 합성산화방지제인 BHA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산화방지 소재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환원력

환원력에서의 흡광도 수치는 그 자체가 시료의 환원력을 나타

내며, 높은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물질은 흡광도의 수치가 높

게 나타난다.

추출용매를 달리한 검정라즈베리 부위별 초음파 추출물의 100

µg/mL 농도에서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줄기의

경우 25, 75%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0.263±0.004, 0.261±0.038로

가장 높은 환원력을 보였고, 잎의 경우는 50% 에탄올 추출물이

0.120±0.009로 가장 높은 환원력을 보였으며, 씨의 경우는 50,

75%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0.212±0.008, 0.210±0.001로 가장 높

은 환원력을 보였다. 같은 추출용매조건으로 줄기와 잎 및 씨의

환원력을 비교한 결과 줄기>씨>잎 순으로 높은 환원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환원력도 증가한다는 Park 등(42)의 연구결과와 같

은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줄기의 산화방지 활성이 잎 및 씨보다 우수한 것

을 확인하였고, 부위에 따라서 추출용매조건이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물로 여겨지던 줄기, 잎 및 씨

의 산화방지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화방지 활성과 관련

된 항노화, 간보호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

품으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 초음파 추

출물의 산화방지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산화방지 활성

을 가지는 식품 및 의약품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을 물 및 25, 50, 75, 100% 에탄

올을 추출용매로 초음파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 폴리

페놀 함량의 경우 검정라즈베리 줄기의 25, 50% 에탄올 추출물

이 각각 348.21±5.40, 343.39±5.94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였고, 잎은 50% 에탄올 추출물이 161.06±3.57 mg/g, 씨의 경우는

75% 에탄올 추출물이 266.29±2.51 mg/g으로 나타나 줄기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10종의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갈산과 엘라그산이 가장 높은 함량의

화합물로 분석되었고, 쿼르세틴, 페룰산, 쿠마르산, 카페산, 루틴,

루테올린은 모든 추출물에서 분석되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추출용매간에 함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는데, 줄기는 25% 에탄올 추출물이 76.02±4.23 mg/

mL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잎의 경우는 50% 에탄올 추출

물이 82.28±0.54 mg/mL로 가장 높았으며, 씨의 경우는 75% 에탄

올 추출물이 82.40±2.49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화방지

활성 검증을 위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의 EC50 값

을 비교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던 줄기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씨>잎 순으로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고,

추출용매 조건에 따라서 활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환

원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줄기>씨>잎 순으로 높은 환원력을 보

였고,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 모두 높은 수준의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출조건으로는

줄기의 경우 25, 50% 에탄올, 잎의 경우 50% 에탄올, 씨의 경우

75% 에탄올 용매 조건에서 산화방지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 모두 산화

방지 활성이 우수한 천연소재로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고, 특히 줄기의 경우 산화방지 활성이 매우 뛰어나 건강기능

식품 및 의약품과 같은 산업적 이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Reducing power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sonication

treatment.

Table 8. Comparison of EC
50

 values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by ultra-sonication treatment 

Parts Extraction solven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y
(EC50 µg/g)

Stem

water 112.90g

25% ethanol 87.41hi

50% ethanol 82.57i

75% ethanol 91.10h

100% ethanol 157.40f

Seed

water >500a

25% ethanol 294.14d

50% ethanol 178.65e

75% ethanol 146.90f

100% ethanol >500a

Leaf

water >500a

25% ethanol 471.80b

50% ethanol 395.93c

75% ethanol >500a

100% ethanol >500a

BHA 54.50j

a-jMeans in the same par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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