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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ioactive constituent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were 
investigated. The 60% ethanol extracts were prepared and evaluated for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and total 
anthocyanin contents.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re-
ducing power,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were also examined. Maquiberry showed 
the highest bioactive constituents as shown based on total polyphenol (73.66 mg GAE/g), total flavonoid (28.08 mg/g), 
and total anthocyanin (12.82 mg/g) contents compared to aronia and blackcurrant. Maquiberry also exhibited the highest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AP, and reducing power at a concentration of 5 mg/mL, which were 
superior to those of ascorbic acid (a positive control). Therefore, maquiberry could be used as a potential source 
of antioxidants and functional food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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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식물

성 자원이 질병의 예방, 면역력 증강, 노화 억제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식물성 식품을 선

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과일은 항산화능이 가장 우수

한 천연자원의 하나로 비타민 C, 토코페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free radical

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질병

의 예방과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이에 소

비자들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에 대한 관

심과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소재 탐색 및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과일이 베리(berry)류로(1) 국내 베리 시

장은 오랫동안 딸기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베리류의 인

기가 급상승하면서 해외로부터 다양한 종류가 지속해서 수

입되고 있다. 이들은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선명한 빛

깔과 새콤달콤한 맛 등 관능적 특성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아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통경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

다. 베리류에는 폴리페놀, 페놀산, 탄닌 성분 등이 존재하며 

항산화, 항암, 항염, 심장병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4). 특히 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다량 함유

되어 있는데(5,6) 안토시아닌이란 폴리페놀 화합물의 한 부

류로 식물체의 꽃, 과실, 줄기, 잎, 뿌리 등에 분포하며 적색, 

자색, 청색을 나타내는 수용성 색소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

면 안토시아닌의 다량 섭취는 항당뇨, 항산화, 항염증, 항암, 

비만 억제, 동맥경화 억제, 지질과산화 저해와 연관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아로니아(aronia, Aronia melanocarpa)는 블랙 쵸크베

리(black chokeberry)라고도 불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

인 다년생 낙엽관목의 열매로 1900년경 유럽으로 건너가 

재배되었으며 현재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과 독일

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9). 아로니아는 짙은 자줏빛을 띠

고 있는데 이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기 때문이며, 그 외 폴

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계 질환(10), 대장암(11), 당뇨 및 돌연변이(12)에 대한 예

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블랙커런트(blackcurrant, Ribes nigrum L.)는 유럽 중

북부와 아시아가 원산지인 낙엽관목의 열매로 북아메리카

에서도 많이 재배되나 현재는 러시아, 폴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13,14). 블랙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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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 불포화지방산, 유기산, 다

당류 외에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검은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생리활성으로는 항암, 항염증, 항응혈, 항미생물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7).

마키베리(maquiberry, Aristotelia chilensis)는 칠레의 

중남부지역과 아르헨티나 서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 관목

의 열매인데 최근 마키베리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

지면서 재배지가 증가하고 있다.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안토

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검붉은빛을 띠며 항산화 작용

이 가장 강력한 베리 중의 하나이다(18). 마키베리의 기능성

으로는 항산화(19), 항당뇨(20), 항염증, 지질 생성 억제(21)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베리류에 대한 기능성 비교 

연구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으로 베리류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리류 중 아

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기능성을 측정하고 비교함

으로써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아로니아(aronia, 폴란드산), 블랙커런

트(blackcurrant, 폴란드산), 마키베리(maquiberry, 칠레

산)는 동결건조 분말형태인 것을 2015년 11월에 구입하였

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L- 

3,4-dihydroxy-L-phenylalanine(L-DOPA), Folin-Cio-

calteu's phenol reagent, gallic acid, potassium ferricya-

nide, potassium persulfate, sodium nitrite, 2,4,6-tri-2- 

pyridyl-1,3,5-triazine(TPTZ), tyrosinase 등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그 외의 

시약은 특급 및 일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액의 제조 및 수율 측정

추출액 제조는 각각의 분말 시료에 20배의 60% 에탄올을 

가하고 70°C에서 2시간 추출하는 과정을 2회 반복 시행하

였다. 추출액을 Whatman filter paper No. 1(Whatman, 

Maidstone, UK)으로 여과한 후 진공농축기(R-114, Buchi, 

Flawil, Switzerland)로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 건조하여 추

출 수율을 측정하였다. 건조된 시료 일부를 취하여 1, 2.5, 

5 mg/mL의 농도가 되도록 50% dimethyl sulfoxide에 각

각 용해하여 분석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1 mg/mL)를 사용하였다.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및 총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총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2)의 방법을 일부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시료용액 0.1 mL에 증류수 1.9 mL

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2 m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키고 포화 Na2CO3 용액 0.4 mL와 증

류수 1.9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켜 725 nm(Smart Plus SP-1900PC, Woongki, Seoul, 

Korea)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폴리페놀 함량을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g으로 나타내었다. 총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Lee 등(23)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용액 0.2 

mL에 1 N NaOH 0.6 mL와 diethylene glycol 4 mL를 가하

여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는 naringin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

성한 후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총안토시아닌 함

량은 pH differential method(24)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시료용액 1 mL에 0.025 M potassium chloride buffer(pH 

1.0)와 0.4 M sodium acetate buffer(pH 4.5)를 각각 가하

여 최종 부피를 5 mL로 한 다음 510 및 70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Anthocyanin pigment (cyanidin-

3-glucoside equivalents, mg/L)
＝

A×MW×DF×103

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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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10 nm－A700 nm)p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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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2 g/mol

DF (dilution factor)＝dilution ratio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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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in L×mol-1×cm-1 

l ＝pathlength in cm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시료용액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25)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0.1 mM DPPH 용액 1.9 mL에 시료용액 0.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용액 첨가군과 무첨가

군 간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시료 용액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Re 등(26)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ABTS 용액과 2.45 mM potas-

sium persulfate를 14:1로 혼합(v/v)하여 실온의 암소에서 

20시간 방치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734 nm에서의 흡광도 

값이 0.70 내외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이 중 2 mL를 취하여 

시료용액 0.02 mL와 혼합하고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용액 첨가군과 무첨가

군 간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 측정

FRAP는 Benzie와 Strain(2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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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and total anthocyanin content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Aronia Blackcurrant Maquiberry

Extraction yield (%)
Total polyphenol (mg GAE/g)
Total flavonoid (mg/g)
Total anthocyanin (mg/g)

46.62±5.27
59.26±1.39b

24.26±0.01b

 9.52±0.23a

61.90±3.79
43.70±1.03a

16.82±0.28a

 8.95±0.10a

57.46±3.81
73.66±0.78c

28.08±0.85c

12.82±0.19b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였다. 즉 300 mM acetate buffer(pH 3.6)와 40 mM HCl에 

녹인 10 mM TPTZ 및 20 mM ferric chloride를 10:1:1 

(v/v)의 비율로 혼합하여 FRAP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중 

1 mL를 취하여 시료용액 0.05 mL, 증류수 2 mL와 혼합하

고 실온에서 4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환원력 측정

시료용액의 환원력(reducing power)은 Wong과 Chye 

(2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시료용액 0.1 

mL에 0.2 M phosphate buffer(pH 6.6) 0.5 mL와 1% po-

tassium ferricyanide 0.5 mL를 혼합하여 50°C에서 20분

간 반응시킨 다음 10% TCA 용액 0.5 mL를 가하고 10,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 0.5 mL를 취하고 

여기에 0.1% FeCl3 0.2 mL와 증류수 0.5 mL를 가하여 혼합

한 다음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효과 측정

시료용액의 tyrosinase 저해 효과는 Chang 등(29)의 방

법을 변형하여 측정하고 10 mM L-DOPA 0.1 mL와 0.175 

M phosphate buffer(pH 6.8) 1 mL에 시료용액 0.1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Mushroom tyrosinase(110 unit/mL) 

0.05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분간 반응시킨 다음 47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용액 첨가군과 무첨가군 간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시료용액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30)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0.15 mL에 1 mM sodium 

nitrite 0.2 mL를 가하고 0.1 N HCl(pH 1.2) 0.65 mL를 

가한 다음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2% ace-

tic acid 2 mL와 Griess 시약 0.4 mL를 가하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시료용액 첨가군과 무첨가군 간의 흡광도 비(%)로 나타

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2.0 for Win-

dow,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5

에서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한 다음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로 평균치 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수율,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및 총안토시아닌 

함량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를 60% 에탄올로 추출하

고 추출 수율, 추출액의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및 총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추출 수

율은 아로니아 46.62%, 블랙커런트 61.90%, 마키베리 

57.46%로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폴리페놀은 식물

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

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총칭으로 superoxide, hydrox-

yl radical, peroxyl radical 등의 활성물질을 제거하는 능력

이 있어 항산화, 항암, 항염, 시력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32). 총폴리페놀 함량은 마키베리가 73.66 

mg GAE/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아로니아 

59.26 mg GAE/g, 블랙커런트 43.70 mg GAE/g 순으로 

나타났다(P<0.05). Wangensteen 등(33)은 품종별 아로니

아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페놀 함량을 98~175 mg GAE/ 

g FW로 보고하였고, Jeong 등(2)은 블랙커런트의 총페놀 화

합물 함량을 34.48 mg GAE/g으로 보고하였다. Rodríguez 

등(34)은 마키베리의 총폴리페놀 함량을 3,443~4,162 mg 

GAE/100 g이라 하였고, Fredes 등(35)과 Rubilar 등(36)

은 각각 14.6 g GAE/kg과 45.7 mg GAE/g으로 보고하였다. 

이같이 같은 종류의 과일이라도 각 성분 함량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은 품종, 생육 환경, 성숙 정도, 추출조건, 추출용매, 

실험방법 등이 각기 다른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 간의 절대적 비교평가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 화합물에 속하면서 C6-C3-C6

의 기본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의 총칭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항산화, 항균, 항염, 항고지혈증, 항궤양 

작용 등이 보고된 바 있다(8). 본 연구 결과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마키베리 28.08 mg/g, 아로니아 24.26 mg/g, 블랙

커런트 16.82 mg/g 순으로 높게 나타나 총페놀 함량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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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의 주된 group으로 주로 과일

과 꽃에 존재하며 적색, 자색, 청색 등을 띠는 수용성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항돌연변이, 항염증, 항암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37). 본 실험 결과 총안토시아닌 함

량은 마키베리가 12.82 mg/g으로 가장 높았고, 아로니아와 

블랙커런트가 각각 9.52 mg/g과 8.95 mg/g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Li와 Jeong(5)은 블랙커런트의 50 

%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

아닌 함량을 각각 46.89 mg/g, 1.04 mg/g, 7.13 mg/g이라

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총 페놀화합물과 

안토시아닌 함량은 유사하지만,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현저

히 낮게 나타났다. Rodríguez 등(34)은 마키베리의 총폴리

페놀 함량을 3,443~4,162 mg GAE/100 g,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2,458~3,450 mg QE(quercetin equivalent)/100 

g, 총안토시아닌 함량을 2,456~3,080 mg cyanidin-3- 

glucoside/100 g으로 보고하였다. Wangensteen 등(33)은 

아로니아의 품종별 안토시아닌 함량을 252~737 mg cya-

nidin-3-galactoside equivalents/100 g의 범위로 보고하

였고, González 등(18)은 성숙단계별 마키베리의 안토시아

닌 함량을 0.07~1.13 g cyanidin-3-glucoside/100 g으로 

보고하였다. 아로니아는 폴리페놀 함량의 25%가 안토시아

닌으로 cyanidin 3-O-galactoside, cyanidin 3-O-arabi-

noside, cyanidin 3-O-xyloside, cyanidin 3-O-gluco-

side가 주요 성분으로 보고되고 있다(9). 블랙커런트는 fla-

vonoid, hydroxycinnamic acid, hydroxybenzoic acid와 

같은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존재하는데, 주 안토시아닌 

성분으로는 delphinidin 3-O-glucoside, delphinidin 3-O- 

rutinoside, cyanidin 3-O-glucoside, cyanidin 3-O-ru-

tinoside 등이 보고된 바 있다(38). 마키베리에 존재하는 폴

리페놀에는 phenolic acid, quercetin, rutin, myricetin, 

catechin, epicatechin 및 안토시아닌이 있으며 마키베리 

안토시아닌의 74% 이상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delphinidin으로 delphinidin 3-O-sambubioside, delphi-

nidin 3,5-O-diglucoside, delphinidin 3-O-sambubio-

side-5-O-glucoside 등이 주된 성분으로 보고되고 있다

(21,39).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은 짙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DPPH 

free radical이 항산화 물질로부터 전자나 수소를 제공받으

면 노란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40)으로 측

정하며 색이 엷어지는 정도가 클수록 소거능이 큰 것을 의미

한다.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DPPH radical 소

거능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시료 농도 1 mg/mL에서는 

블랙커런트가 21.54%로 가장 낮았고 아로니아가 29.90%, 

마키베리가 4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농도 

증가에 따라 소거능은 증가하여 2.5 mg/mL와 5 mg/mL에

서는 각각 51.20~82.15%와 77.65~90.59%의 범위를 나

타내었는데 블랙커런트는 전 농도 범위에서 가장 낮은 소거

능을 나타냈지만 마키베리는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여주었

고, 특히 2.5 m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양성대조군으로 사

용한 ascorbic acid(75.16%)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

다(P<0.05). Jeong 등(2)은 블랙커런트의 DPPH radical 소

거능 측정 결과 0.62~10 mg/mL의 범위에서 농도 의존적으

로 소거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Gu 등(37)은 스위트 

다크 체리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1.25~10 mg/mL의 

범위에서 31.71~81.83%를 보이며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활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

고(41)되고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총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마키베리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

났다. 안토시아닌 함량도 마키베리가 아로니아와 블랙커런

트보다 높게 관찰되었는데, Fredes 등(42)은 안토시아닌 함

량이 높은 경우 항산화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은 ABTS 용액과 potassium per-

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free radical이 추출

물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radical 특

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다(26).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시료 농도 1 mg/mL에서

는 22.75~37.18%로 나타났고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소거능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5 mg/mL에서 39.71~63.95 

%, 5 mg/mL에서 67.83~96.38%를 나타내며 마키베리의 

radical 소거능이 가장 우수하였는데 이는 마키베리의 높은 

폴리페놀 함량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Gu 등(37)은 

스위트 다크 체리의 ABTS radical 소거능이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하여 1.25 mg/mL에서 8.5%이던 것이 10 mg/mL에

서는 55.18%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Jeong 등(2)의 연구에

서는 블랙커런트의 ABTS radical 소거능이 0.62~1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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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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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P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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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ducing power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L의 범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Gironés-Vila-

plana 등(43)은 아사이베리와 마키베리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아사이베리의 경우 ABTS 

radical 소거능은 우수하였으나 DPPH radical 소거능은 낮

게 나타났고, 마키베리는 ABTS 및 DPPH radical 소거능이 

모두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FRAP 

FRAP는 낮은 pH 조건에서 노란색의 Fe3+-TPTZ가 시료 

추출물 중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에 의하여 Fe2+-TPTZ로 

환원되어 푸른색을 띠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흡광도 수치가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27).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FRAP 측정 결과

는 Fig. 3과 같이 시료 농도 1 mg/mL에서 0.26~0.43 abs, 

2.5 mg/mL에서 0.49~0.77 abs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의 

농도에서 FRAP는 급격히 증가하여 5 mg/mL에서는 블랙커

런트가 0.89 abs로 가장 낮았고 마키베리가 1.30 abs로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블랙커런트의 1.5배, 아로니아의 

1.2배 이상 높은 활성이었으며 ascorbic acid의 1.02 abs보

다도 높은 활성이었다(P<0.05). 마키베리를 포함하여 6종류 

과일(blueberries, raspberries, blackberries, strawber-

ries, pomegranate)의 폴리페놀 함량과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연구(35)에서는 마키베리가 가장 높았고, DPPH 

radical 소거능 및 FRAP 활성도 가장 우수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Li와 Jeong(5)은 일부 베리류의 FRAP 활성을 측정한 

결과 아로니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아사이베리> 블루베

리> 블랙커런트> 크랜베리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Fredes 등(42)의 연구에서 마키베리의 FRAP 수치는 마키

베리가 숙성됨에 따라 증가하여 완숙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이 시기의 마키베리는 검붉은 자주색을 띠며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많아 높은 항산화 활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 Gironés-Vilaplana 등(43)은 5종류의 라틴 아메리카 

과일(acai, maqui, cape gooseberry, papaya, noni)의 항

산화능을 측정한 결과 마키베리가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뿐만 아니라 FRAP에서도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이는 안토시아닌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본 실험에서도 마키베리의 총안토시아닌 함량이 아로니

아와 블랙커런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수한 FRAP 수치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환원력

환원력 측정은 ferric ion(Fe3+)이 시료 추출물 중 항산화 

물질과 같은 환원제가 존재하면 ferrous ion(Fe2+)으로 변

하면서 청녹색을 띠게 되고 이때의 흡광도를 700 nm에서 

측정하는 원리(44)를 이용하는 것이며 앞에서의 FRAP법과 

유사하다.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환원력을 측정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시료 농도 1 mg/mL에서는 블랙커

런트가 0.24 abs로 가장 낮았고 마키베리가 0.43 abs로 가

장 높았다(P<0.05). 그 이후 2.5 mg/mL의 농도에서는 0.48 

~0.81 abs를 나타내었고 5 mg/mL에서는 0.88~1.53 abs

를 나타내어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

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Chung(45)의 블랙초크베리 및 

블루베리 70% 메탄올 추출물의 환원력 측정 결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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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the same con-
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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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aronia, blackcurrant, and 
maquiberr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con-
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경향이었다. 특히 아로니아와 마키베리는 5 mg/mL 농도에

서 양성대조군인 ascorbic acid의 0.92보다 높은 환원력을 

보여주었고 블랙커런트보다 각각 1.3배와 1.7배의 높은 환

원력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 결과 마키베리는 Fe3+를 효과

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FRAP 결과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마키베리의 높은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함량과 상

관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Tyrosinase 저해 효과

Tyrosinase는 melanin 생합성에서 초기단계를 촉매하

는 속도조절 인자로 이 효소에 의해 tyrosine은 L-3,4-di-

hydroxy-L-phenylalanine(L-DOPA)으로 합성되고 L- 

DOPA는 DOPA-quinone으로 산화되어 최종적으로 mela-

nin이 합성된다(46). Melanin이 과량으로 생성되면 기미, 

주근깨, 반점, 피부 노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미용

분야에서는 미백제 개발의 일환으로 식물성 천연 추출물을 

중심으로 한 tyrosinase 저해제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

다.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tyrosinase 저해 효

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시료 추출물의 농도 1 

mg/mL에서는 41.70~44.33%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고 농도 증가에 따라 저해 효과는 소폭 증가하여 2.5 

mg/mL에서는 아로니아가 65.91%로 블랙커런트와 마키베

리의 56.06%와 55.79%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그 이

후 5 mg/mL의 농도에서는 71.81~73.64%를 보이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양성대조군인 ascorbic acid의 활성(99.99 

%)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Park(47)은 용매를 달리하여 아로

니아를 추출하고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5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우수하여 100~1,000 μg/mL의 범위

에서 23.03~33.82%의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은 식육에 첨가하여 발색제, 독소생성 억제제, 

산패방지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할 

경우 식품 내의 amine류와 반응하여 nitrosamine을 생성한

다. Nitrosamine은 암을 유발하고 다량 섭취 시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메트헤모글로빈증 등의 중독 증상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따라서 아질산염을 

소거하여 그와 관련된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질 탐색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로니아, 블랙커런

트, 마키베리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시료 농도 1 mg/mL와 2.5 mg/mL에서는 각각 40.37 

~52.53%와 59.57~86.79%로 아로니아가 가장 높았고 블

랙커런트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5 mg/mL에서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없이 96.73~98.33%의 범위로 나타나 

ascorbic acid의 97.47%와 대등한 활성을 보여주었다. 

Chung(45)의 연구에서 블랙초크베리의 70% 메탄올 추출

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0.5~5 mg/mL의 범위에서 농도 의

존적으로 증가하였고, 5 mg/mL에서는 91.33%를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

베리는 위 내 환경인 pH 1.2에서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므로 이들을 아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함

께 섭취할 경우 아질산염을 효과적으로 소거하여 nitros-

amine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마키베리의 생리활성

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총안토시

아닌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FRAP 활성, 환원력, tyrosinase 저해 효과, 아질산염 소거

능 등을 측정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은 마키베리가 73.66 

mg GAE/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아로니아 

59.26 mg GAE/g, 블랙커런트 43.70 mg GAE/g 순이었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마키베리 

28.08 mg/g, 아로니아 24.26 mg/g, 블랙커런트 16.82 mg/ 

g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안토시아닌 함량은 마키베리가 

12.82 mg/g으로 가장 높았고, 아로니아와 블랙커런트가 각



1128 정  해  정

각 9.52 mg/g과 8.95 mg/g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키베리는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FRAP, 

환원력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시료 농도 

5 mg/mL에서는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아로니아가 우수

한 활성을 보였으며 블랙커런트는 대부분의 기능성 실험 결

과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마키베리는 천연 항산화제 및 건강 기능성 식품재료로

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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