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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곶감(Diospyros kaki)의 영양성분 분석, 산화방지 효과 및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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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nutritional analysis and neuroprotective effect of 5 cultivars of Diospyros
kaki (Dungsi, Godongsi, Gojongsi, Gabjubaekmok, and Bansi). In nutritional analysis, three free sugars: sucrose, glucose,
and fructose, and six fatty acids: tartaric acid, hexadecanoic acid, palmitic acid, oleic acid, octadecenamide, and octadecane,
were detected. Potassium and phosphorus levels were the highest in inorganic component analysis, and glutamic acid and
aspartic acid were the highest contents in amino acid analysis. Vitamin C was detected in all cultivars. Total phenolic
content was the highest in Dungsi. Antioxidant activities such as ABT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 and MDA
(malondialdehyde) inhibitory effect were the highest in Gabjubaekmok.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y activity, cell
viability,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ccumulation,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were
measured to confirm the neuroprotective effect in MC-IXC cells. Gabjubaekmok showed significant acetylcholinesterase
(AChE) inhibition and neuro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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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이나, 과도한 영양섭취, 스트레스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에 많은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 증가

하고 있다(Behl과 Moosmann, 2002). 이러한 요소들은 불안정하

고 산화력이 높아 신체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을 높이는데, 이러

한 활성산소종은 세포막 손상이나 뇌신경세포의 지방질과산화,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켜 퇴행성 신경질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성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Ames 등, 1993).

이러한 유해한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는 산화

성 자유 라디칼(free radical)에 전자를 공여해 산화를 억제하는 전

자공여작용, 과산화물 음이온(superoxide anion) 라디칼을 무독한

산소로 바꾸어주는 산화방지 시스템인 과산화물제거효소(SOD,

superoxide dismutase)와 카탈레이스(catalase) 등이 있다(Behl과

Moosmann, 2002). 하지만 산화적 스트레스를 체내에서 적절히 제

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체내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폴리페놀 화합물이나 베

타카로텐, 아스코브산과 글루타싸이온 등과 같은 천연에서 유래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다양한 천연 자원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 줄 수 있다(Wang 등, 2008). 이에 따라

체내에 섭취하였을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생

리활성을 나타내고, 특히 산화방지 활성과 신경세포에 대한 스트

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천연 소재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Blois, 1958).

떫은감(Diospyros kaki)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동아시아

가 원산지로써, 아열대 기후부터 온대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

국내 기후에 적합하게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Jo 등, 2010). 이

러한 떫은감은 단감과 비교되는데, 단감은 주로 생과로 소비되지

만 떫은감은 떫은 맛을 없애고자 탈삽 과정을 거쳐 소비된다(No

등, 2014). 이러한 떫은감은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는데 고종시,

고동시, 반시, 갑주백목, 둥시, 월하시 등이 있으며, 갑주백목과

반시 품종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Hong과 Chae,

2005). 감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과일 중 하나로써, 주성

분은 탄수화물이며, 포도당과, 과당의 함유량이 많고, 프롤린

(proline)과 글루탐산(glutamic acid), 아스파트산(aspartic aicd)의 함

량이 높으며,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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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등, 2010). 또한 바이타민 C의 함량이 높고, 바이타민 A

와 B1, 폴산 등이 풍부해 체내에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Joo 등, 2011). 갈산(gallic acid), 카테킨(catechin), 에피갈로카

테킨 갈레이트(epigallocatechin-gallate) 등과 같은 폴리페놀성 화

합물이 다량 존재하고 있으며, 디스피린(dispyrin)이라는 떫은맛을

가지는 타닌 성분 또한 함유하고 있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와 노화방지, 심혈관계 질환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Achiwa 등, 1997). 또한 퀘세틴(quercetin), 루틴(rutin), 시

링산(syringic acid), 바닐산(vanillic acid), 파라쿠마르산(p-coumaric

acid)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 산화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Achiwa 등, 1997), 타닌에 의한 콜레스테롤을 감

소시켜주고(Ge 등, 2017), 알코올 섭취를 통한 알코올성 지방간

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 등, 2007). 다양한 카로테

노이드 화합물은 신경 세포 종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Chang 등, 2013), 신경세포의 지방질

과산화를 막아준다(Wang 등, 2008). 특히 감의 잎은 항암과 암세

포 전이 효과(Park 등, 2017), 인지기능 개선 효과(Huang 등,

2016)와 같은 생리활성 능력이 밝혀져 있지만 과일 자체에 대해

서는 산화방지 활성과 신경세포와 관련된 생리활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떫은감의 품종에 따른 영양학적 성분을

비교 분석하고, 품종에 따른 in vitro 산화방지 활성과 H2O2로 유

도된 세포독성에 대한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천

연에 존재하는 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산업적 가

능성과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소재로써의 활

용도를 가늠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와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떫은감 공시품종(상주둥시, 고동시,

고종시, 갑주백목, 청도반시)을 이용하여 제조한 곶감은, 국립산

림과학원의 품종 구입 정보를 바탕으로, 상주둥시는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에서, 고동시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에서, 고

종시는 경북 예천군 상리면 두성리에서, 갑주백목은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에서, 청도반시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무등리의 재

배농가에서 2017년 3월에 각각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구

입한 시료는 냉동보관(−20oC)하여 사용하였다. 영양성분 분석은

생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in vitro 산화방지 활

성과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 평가에 사용된 시료는 시료 2 g을 각

각 40oC의 0, 20, 40, 60, 80, 95% 에탄올 100 mL에서 2시간 동

안 환류냉각 추출하였고, 이를 No. 2 거름종이(Whatman Inc,

Kent, UK)로 여과하여 농축하였다. 농축한 시료를 냉동건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하여 −20o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

용하였다.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은 BF3-methanol, BSTFA, 질산(HNO3),

시트르산소듐(sodium citrate), 메타인산,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탄산소듐, 갈산, 2,2'-azino-

bis (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1,1-diphe-

nyl-2-picrylhydrazyl (DPPH), 아세트산소듐(sodium acetate), 2,4,6-

tri (2-pyridyl)-1,3,5-triazine (TPTZ), 아스코브산, 트라이클로로아세

트산(trichloroacetic acid), 싸이오바비투르산(thiobarbituric acid), 아

이오딘화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iodide), 염화소듐, 염화마그네

슘, HEPES, 탄산수소소듐(sodium bicarbonate), Triton X-100,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DMEM), 소태아혈청, 페니실

린, 스트렙토마이신,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

zolium bromide (MTT),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OPT는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그 외 사용된 용매와 시약은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유리당 분석

시료 2 g에 80% 메탄올 50 mL에서 2시간 동안 환류 냉각하여

추출하였고, 추출물을 No. 2 거름종이(Whatman PLC, Little Chal-

font, UK)에 여과한 후, 농축하여 에테르와 뷰탄올을 첨가하여 탈

지와 탈단백질이된 유리당 분획물을 얻었다. 얻은 분획물을 0.45

μm 막 거르개로 여과한 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gilent 1100 series,

Agilent,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탄수화물

칼럼(carbohydrate column)을 사용하였고, 용매와 유속은 100% 물

과 1.0 mL/min, 검출기는 RI로 하였고, 칼럼 온도와 시료 주입량

은 각각 40oC와 20 μL로 설정하였다(Jeong 등, 2010).

지방산 분석

지방산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 2 g을 원통여지(Toyo Roshi Kai-

sah, Ltd., Tokyo, Japan)에 넣고 에틸에테르를 이용하여 속슬렛 추

출법으로 16시간 동안 추출하여 조지방을 얻었다. 추출한 조지방

에 0.5 N KOH-MeOH을 첨가하고 90oC에서 15분간 메틸에스터

화 시킨 다음 BF3-methanol 2 mL를 첨가하여 90oC에서 2분간 가

열하고, 이를 방냉한 후, 염화소듐 포화용액과 헥세인(hexane)을

첨가하였다. 이를 원심분리하여 헥세인층을 얻은 뒤, 헥세인층에

BSTFA를 첨가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

Shimadzu GCMS-TQ 8030, Shimadzu, Tokyo, Japan)로 분석하였

다. 칼럼은 Supelco wax 10 (60 m×0.32 mm I.D.)를 사용하고, 주

입기, 칼럼 오븐, 검출기 온도는 각각 250, 260, 280oC로 분석하

였다. 운반 가스는 질소로 하였고, split ratio는 30:1로 맞추어 수

행하였다(Metcalfe 등, 1966).

무기성분 분석

무기성분 분석은 시료 0.1 g에 질산(HNO3)을 가하여 핫플레이

트에서 무색으로 변할 때까지 분해시키고, 이 분해액을 100 mL

로 하여, 여과한 후,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스마(inductively cou-

pled plasma, Aton scan 25, Thermo Jarnell Ash Co., Vitrolles,

France)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 중 고주파 power는 1,300 W이며,

분석 펌프 유속은 1.5 mL/min으로 하고, gas flow는 plasma: 15,

auxiliary: 0.2, nebulizer: 0.8 mL/min으로 분석하였다(Jeong 등, 2010).

구성 아미노산 분석

시료 1 g을 6 N 염산 용액에 넣어 진공 밀봉하여 가열블록

(110±1oC)에서 24시간 동안 가수분해 시켰다. 이를 45oC에서 농

축하여 염산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3회 세척한 다음 감압 농축하

였다. 농축액을 0.2 M 시트르산소듐 완충용액(pH 2.2) 5 mL로 용

해하고, 0.22 μm 막거르개로 여과한 여액을 아미노산 분석기

(Biochrom 30, Biochrom Ltd,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칼럼은 ultrapac 11 양이온교환수지(11 μm

±2 μm)를 사용하였고, 유속과 완충용액은 각각 닌하이드린 25

mL/h와 pH 3.20-10.0으로 하며, 칼럼 온도와 반응온도는 각각

46oC와 88oC로 하였다(Jeong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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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타민 C 분석

균질화한 시료를 20 mL의 10% 메타인산을 가하여 30분간

sonicator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10% 메타인산을 이용

해 100 mL로 한 다음 0.22 μm 시린지거르개로 여과하여 HPLC

(U3000, Dionex, Sunnyvale, CA, USA)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Dionex C18 (4.6×250 mm, 5 μm)을 사용하고, 용매는 0.05 M 이수

소인산포타슘:아세토나이트릴(60:40)를 사용하였다. 유속는 1.0 mL/

min으로 하였으며, UV 파장 254 nm, 주입량은 20 μL로 하였다.

검출된 바이타민 C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 표준물질의 보정곡선을 이용해 정량분석을 실행하였다

(Jeong 등, 2010).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시료액 1 mL를 증류수와 혼합한 후 폴린시오칼토 페놀 시약 1

mL를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7% 탄산소듐

용액 10 mL를 넣고, 이를 다시 혼합하여 증류수를 넣어 25 mL로

맞추었다. 이 반응액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켜 76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갈산을 이용하여 시료

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된 보정곡선으로 총 페놀성 화합물 함

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갈산 당량(mg (gallic acid equivalents)

GAE/g extract)으로 나타내었다(Kim 등, 2003).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 활성

2.5 mM ABTS를 150 mM 염화소듐이 포함된 100 mM 인산완

충용액(pH 7.4)에 혼합하여 이를 70oC 수조에서 30분 동안 반응

하여 실온에서 냉각하였다. 이를 시린지 거르개를 이용하여 여과

시켜 24시간 동안 4oC에서 보관 후 사용하였다. ABTS 라디칼 용

액은 734 nm에서 흡광도 값을 증류수로 0.700±0.020이 나오도록

희석하였다. 시료용액 20 μL에 ABTS 라디칼 용액 980 μL를 혼

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이를 734 nm에서 흡광도 값

을 측정하였다(Kim 등, 2003).

DPPH 라디칼 제거 활성은 80% 메탄올에 용해한 0.1 mM

DPPH를 517 nm에서 흡광도 값이 1.000±0.020이 나오도록 희석

해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50 μL에 흡광도 값을 맞춘 DPPH 용액

1.45 mL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뒤, 517 nm에서 흡

광도 값을 측정하였다(Blois, 1958).

FRAP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 (FRAP)은 300 mM 아세트산

소듐 완충용액(pH 3.6), 10 mM TPTZ in 40 mM 염산과 20 mM

염화철(III)으로 구성된 TPTZ 용액을 제조하여 FRAP 실험에 사

용하였다. 이 용액을 아세트산소듐 완충용액(pH 3.6)와 염화철(III)

를 혼합하여 37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FRAP 혼합액을 준비하

였다. FRAP 혼합액 1.5 mL에 추출물 50 μL를 반응시켜 실온에

서 30분간 방치한 후 593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Benzie

과 Strain, 1996).

지방질 과산화물 억제 활성

1주간 사육한 4주령의 마우스 뇌를 적출하여 뇌조직의 10배에

해당하는 20 mM 트리스 염산 완충용액(pH 7.4)에 균질화 하였고,

이를 4oC에서 12,000×g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지방

질과산화물 억제활성 실험에 이용하였다. 시료용액 200 μL와 뇌

조직 상층액 100 μL, 10 μM 황산철(II) 100 μL와 0.1 mM 아스코

르산 100 μL를 혼합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를

30%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 100 μL와 1% 싸이오바비투르산 300

μL를 첨가하여 80oC 수욕 상에서 20분간 가열한 다음, 600×g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532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Chang 등, 2001). 마우스의 뇌 조직을 얻기 위한 동물실험은 본

교 동물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경상대학교 동물

실험인가번호 GNU-120831-M0067).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활성

아세틸콜린 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AChE) 억제 활성 측

정은 아이오딘화 아세틸콜린을 기질로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으

로 AChE는 래트의 부신수질에서 유래한 PC12 세포 배양액을

2,000 rpm에서 6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균질화 완

충용액(1 M 염화소듐, 50 mM 염화마그네슘, 1% Triton X-100

(pH 7.2)) 2 mL를 첨가하여 균질화 하였다. 이 세포 배양액을

12,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으며, 상층액을 얻어 실

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과정은 4oC에서 수행하였고, 효소 추

출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Quant-iTTM 단백질 분석

키트(Invitrogen Co.,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llman 등, 1961).

뇌 신경세포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MC-IXC 세포(CRL-2270, ATCC, Manas-

sas, VA, USA)는 인간의 뇌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뇌 신경세

포의 특성을 나타낸다. MC-IXC 세포는 SK-N-MC 세포주에서 2

회 sub-cloning된 세포로써 모 세포주인 SK-N-MC 세포주와 비교

하였을 때, 콜린아세틸기전달효소의 활성이 상당히 증가된 세포

주이다. MC-IXC 세포는 다른 세포주에 비해 cholinergic system

을 평가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iedler 등, 1973).

MC-IXC 세포는 10%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과 50 units/

mL 페니실린과 100 μg/mL 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DMEM 배

지에 접종하여 배양하였고,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며 실

험을 진행하였다.

뇌 신경세포 생존율 측정과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효과

뇌 신경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MTT reduction

분석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를 신경세포에 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사전 배양하고, 시료를 처리한 후 과산화수소로

3시간 배양하였다. 이 상태의 MC-IXC 세포에 MTT 저장용액을

처리하여 37oC에서 3시간 배양시킨 후, 다이메틸설폭사이드(DMSO)

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며, 이를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

(Epoch 2,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활용

하여 570 nm (determination)와 630 nm (reference)에서 측정하였

다(Heo 등, 2001).

산화적 스트레스의 생성 억제효과는 신경세포 내 활성산소종

의 함량을 측정을 통하여 확인한다. 시료를 MC-IXC 세포에 처

리하여 24시간 동안 사전 배양하고, 시료를 처리한 후 과산화수

소를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실험 직전 DCF-DA를 50 μM 농도

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처리하여 45분 뒤

형광 파장을 이용해 DCF 함량을 측정하였다. 형광 측정은 형광

광도계(fluorometer, infinite F200, TECAN, Mnnedorf, Swiss)을

이용하여 485 nm (excitation filter)와 535 nm (emission filter)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Heo 등, 2001).

뇌 신경세포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

뇌 신경세포의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질에

존재하는 효소 중 하나인 젖산 수소제거효소(LDH) 방출량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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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신경세포에 시료를 48시간 동안 사전

배양한 후, 시료와 200μM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여 3시간 배양한

다음, 5분간 원심분리(250×g)하여 100μL의 상층액을 새로운 well

로 옮긴 뒤 LDH 분석 키트(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

Rockville, M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Heo 등, 2001).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Window 용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

시하며,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

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리당 분석

떫은감의 5가지 품종을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의 유리당 분석

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5가지 품종 간에서

설탕(sucrose)의 함량은 품종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상주

둥시 품종에서 포도당(glucose)과 과당(fructose)의 함량이 각각

190.70 mg/g과 191.18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기

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떫은감의 주요 유리당 성분은 포도당과 과

당으로 나타났으며(Bian 등, 2015), 또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떫

은감은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설탕이 전화효소에 의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설탕 함량보다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Jeong 등, 2010). 또한

Jeong 등(2010)의 연구 역시 숙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탕의 함

량은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 역시 숙성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설탕이

분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산 분석

본 연구는 떫은감의 5가지 품종을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의 지

방산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상주둥시

품종에서는 올레산(oleic acid)이 28.46%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고, 고동시, 고종시, 갑주백목, 반시에서는 팔미트산(palmitic

acid)이 각각 37.38, 38.25, 35.58, 39.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내었다. 반시에서는 헥시데칸산(hexadecanoic acid)이 검출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떫은감에는 팔미트산, 타타르산(tartaric

acid), 올레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팔미트

산의 함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등,

2010).

무기성분 분석

본 연구는 떫은감의 5가지 품종을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의 무

기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품

종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무기성분은 포타슘으로(248.43-

669.27 mg/100 g)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무기성분

분석은 인(43.79-101.36 mg/100 g)과 황(24.42-59.85 mg/100 g)의 함

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주둥시 품종이 무기성분

분석에 있어 가장 높은 함유량(792.13 mg/100 g)을 보였다. Jeong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함량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떫은감의

무기성분 중 칼륨과 인의 함량이 다른 무기성분들에 비해 월등

히 높은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포타슘은 세포 내 액에서 가장 풍부한 양이온으로 소듐

과 달리 체내에서 혈관 활동성을 부여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

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ddy 등, 2006). 또한 인

은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형성 요소로서 연골 형성과 세포 성

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Zhang 등, 2011), 인이 부족할 경

우 골밀도의 감소가 일어나 골다공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Palacios, 2006). 황은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cysteine),

메싸이오닌(methionine), 타우린(taurine) 등에서 발생하며, 산화환

원활성이나 금속과 결합하여 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Jacob 등, 2003). 또한 타우린이나 시스테인 잔기를 가지는 화

합물들은 인슐린 분비와 혈장 포도당의 함량을 조절하주며, 인슐

린 의존성, 비의존성 경로를 통해 당뇨병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Barford, 2004).

구성 아미노산 분석

본 연구에서 5종의 떪은 감 품종을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의

구성 아미노산을 분석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총 17종의 아미

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가지 품종 중 상주둥

시의 총 구성 아미노산 함량은 1715.38 mg/100 g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고동시가 958.64 mg/100 g이었다. 필수 아미노산 함

유량은 각각 상주둥시가 672.56 mg/100 g, 고동시가 359.04 mg/

100 g, 갑주백목이 325.39 mg/100 g, 고종시가 309.01 mg/100 g, 반

시가 231.30 mg/100 g으로 분석되었다. 구성 아미노산 중 주요 아

Table 1. Free sugar contents of five cultivars of Diaspyros kaki (Unit: mg/g)

Dungsi Godongsi Gojongsi Gabjubaekmok Bansi

Sucrose 0005.02±0.10a* 004.99±0.05a 004.98±0.08a 005.64±0.16a 004.26±0.01a

Glucose 190.70±4.76a 159.89±0.63c 159.34±2.26c 181.18±1.80b 112.42±0.52d

Fructose 191.18±2.01a 167.01±3.78b 169.46±3.51b 167.43±8.76b 110.94±3.07c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

Table 2. Fatty acid contents of five cultivars of Diaspyros kaki (Unit: mg/100 g)

Dungsi Godongsi Gojongsi Gabjubaekmok Bansi

Tartaric acid (C14:0) 0014.17±0.50d* 019.73±0.69b 020.56±0.97b 056.95±0.71a 016.39±0.50c

Palmitic acid (C16:0) 116.65±4.10e 191.68±6.66c 181.82±8.55d 261.54±3.24a 200.61±6.10b

Oleic acid (18:1, n-9) 121.43±4.27e 175.64±6.10c 157.49±7.41d 232.18±2.88a 189.25±5.75b

Octadecenamide (C18:0) 102.87±3.62a 046.00±1.60c 023.35±1.10e 077.93±0.97b 026.34±0.80d

Octadecane (C18:0) 0071.55±2.52ab 058.94±2.05c 060.83±2.86c 073.99±0.92a 070.07±2.13b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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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산으로는 아스파트산(aspartic acid)과 글루탐산(glutamic acid)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그 함유량은 각각 상주둥시가

165.69, 466.72 mg/100 g, 고동시가 104.98, 99.33 mg/100 g, 고종시

가 73.51, 60.49 mg/100 g, 갑주백목이 105.33, 83.61 mg/100 g, 반

시가 76.85, 53.41 m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Jeong 등(2010)

의 연구에 의하면 갑주백목의 숙기에 다른 아미노산의 함량 변

화는 존재하지만,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의 함량이 높은 비율

로 존재하고 있으며, 루신과 라이신의 함량 역시 높은 것을 보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글루탐산은 뇌의 해

마 부위에서 글루탐산 수용체와 결합하여 장기 기억 증강과 기

억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Cui 등, 2009),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Stamler 등, 2009). 또한 아교모세포종(glioblastoma)

세포에서 옥살로아세트산(oxaloacetic acid)을 제공하는 공급 풀

(pool)로 작용하는데,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많

은 생리학적 필수 거대분자의 합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DeBerardinis 등, 2007). 또한 아스파트산은 단백질 생합성에

사용되는 알파아미노산으로 신체의 다른 아미노산, 효소와 단백

질과 반응하는 산성 측쇄기(CH2COOH)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단

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Dunlop 등, 1986). 또한 포도당 신생합성

에 관여하며, 말산-아스파트산 셔틀(malate-aspartate shuttle)에서 당

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고, APT 합성 효소의 사슬에서 수소 수용

체로 작용하여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한다(Lardy 등, 1965).

바이타민 C 분석

본 연구는 떫은감의 5가지 품종을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의 바

이타민 C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상주

둥시가 206.17 mg/100 g, 고동시가 135.54 mg/100 g, 갑주백목이

116.02 mg/100 g, 고종시가 106.72 mg/100 g, 반시가 89.64 mg/

100 g의 함량으로 검출되었다. 떫은감에 존재하는 바이타민 C는

평균적으로 약 130 mg/100 g으로, 이는 시금치의 약 2배 정도 함

유된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2007). 인간의 생존에 있어 반드

시 필요한 바이타민 C는 수용성 산화방지제로서 전자 기증자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체내에서 지방질, 단백질과 DNA의 산화

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Padayatty 등, 2003). 또한 피

Table 3. Mineral contents of five cultivars of Diopyros kaki (Unit: mg/100 g)

Dungsi Godongsi Gojongsi Gabjubaekmok Bansi

Na 08.53±1.05a* 05.71±2.38a 13.84±10.61a 11.30±1.98a 04.07±0.37a

Mg 26.60±0.86a 23.99±0.10b 21.17±0.64c 27.02±0.95a 12.38±0.66d

K 573.17±28.94b 669.27±2.87a 586.93±25.94b 664.23±36.64a 248.43±11.75c

Ca 25.18±5.57a 19.32±0.64bc 24.46±3.22ab 22.21±0.76ab 16.33±1.10c

Mn 00.42±0.14b 00.14±0.01lc 00.24±0.04c 01.50±0.13a .-0.08±0.01d

Fe 01.70±0.40a 03.28±4.18a 01.47±0.67a 00.66±0.44a 00.65±0.23a

Zn 00.12±0.10a .-0.02±0.02b 00.00±0.06b 00.03±0.03ab .-0.07±0.02b

S 55.05±7.21a 59.85±1.75a 31.12±1.79c 44.49±2.70b 24.42±0.59d

P 101.36±6.64a 80.32±1.19b 47.90±0.99c 81.88±4.24b 43.79±1.78c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

Table 4. Amino acid contents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Unit: mg/100 g)

Dungsi Godongsi Gojongsi Gabjubaekmok Bansi

Aspartic acid 165.69±10.89a* 104.98±34.61c 73.51±2.91e 105.33±2.29b 76.85±4.58d

Threonine1) 149.64±0.15a 066.01±5.41b 52.38±3.12d 53.50±1.67c 47.14±2.74e

Serine 092.46±0.90a 058.55±1.36b 49.31±2.43d 51.45±2.48c 36.88±2.15e

Glutamic acid 466.72±17.03a 099.33±15.77b 60.49±4.14d 83.61±0.74c 53.41±6.04e

Proline 015.81±27.39a 049.15±3.48a 33.43±53.67a 48.01±1.32a 23.54±1.77a

Glycine 070.92±1.73a 053.71±9.30b 43.46±2.77bc 52.67±1.72b 32.46±6.34c

Alanine 091.24±4.55a 059.29±0.14c 65.16±8.78b 58.19±2.22c 51.57±0.92d

Cysteine 004.14±0.30a 004.30±0.25a 002.11±0.56b 002.48±0.49b 002.49±0.69b

Valine1) 098.45±2.69a 042.51±4.34b 038.35±3.84d 042.43±0.84c 028.20±3.73e

Methionine1) 003.42±1.82a 002.48±1.50a 003.00±0.43a 005.35±2.49a 004.51±1.97a

Isoleucine1) 089.54±2.42a 038.94±6.24b 38.40±3.00d 35.29±0.36c 23.77±4.13e

Leucine1) 123.90±3.91a 067.18±5.17c 65.11±4.55d 68.13±1.38b 45.54±3.69e

Tyrosine 020.48±2.38a 018.78±1.45a 10.94±0.57c 17.50±4.69ab 12.52±2.17bc

Phenylalanine1) 095.69±1.67a 060.62±1.13b 53.40±4.14d 55.23±4.59c 39.45±2.61e

Histidine 045.68±0.97a 020.03±0.70c 18.94±1.74d 20.26±1.19b 13.91±1.30e

Lysine1) 111.92±6.15a 081.30±3.72b 58.36±3.51d 65.46±1.72c 44.68±4.40e

Arginine 069.68±2.70b 131.45±14.82a 46.83±3.00d 50.98±0.22c 45.48±5.30d

Total E.A.A1) 672.56±45.70 359.04±26.04 309.01±20.64 325.39±21.56 231.30±15.46

Total A.A2) 1715.38±105.73 958.64±35.01 713.19±21.93 815.85±26.55 580.39±19.48

1)E.A.A: Essential amino acid
2)A.A: Amino acid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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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광 보호효과를 가지며, 콜라겐 합성에 참여하는 등,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Catani 등, 2005).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천연에 존재하는 고등식물에서 검출되는 항산화 활성을 가진

화합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페놀성 화합물이다.

무기 페놀 그 자체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나 유기 페놀은 페놀분

자의 방향성 구조에 한 개 이상의 수산기(-OH)를 가지는 구조로

써, 일반적으로 산화방지 능력과 라디칼 제거 활성 등이 크게 증

가된 물질이다(Ishige 등, 2001). 곶감의 생리활성 능력을 평가하

여 향후 곶감의 건강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품종에 따른 곶감 시료를 0, 20, 40, 60, 80, 95% 에

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Fig. 1과 같다. 가장 높은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가진

추출물은 상주둥시 품종의 95% 에탄올 추출물이 2.34 mg GAE/

g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갑주백목의 0%와 80% 에탄올 추

출물이 각각 1.75, 1.45 mg GAE/g으로 나타났다. 총 페놀 화합물

은 Jo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한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떫은감에 함유된 갈산(gallic acid), 페룰산(ferulic acid), 쿠마르산

(coumaric acid) 등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다량 들어 있으며,

떫은맛을 나타내는 타닌 계열의 카테킨 계열의 화합물이 다량 들

어 있어 이와 같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Achiwa 등,

1997).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 활성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은 시료가 가지는 다양한 산화방지 활

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에 의해 라디칼이 제거되어 ABTS 라디칼

이 가지는 청록색에서 무색이 되는 색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

법이며, 수용성 화합물과 지용성 화합물의 산화방지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Kim 등, 2003). 곶감의

품종별 ABTS 라디칼 제거 활성 능력은 Fig. 2에 나타내었다.

10 mg/mL 농도(Fig. 2B)에서 갑주백목의 20, 80% 에탄올 추출물

에서 각각 33.07%, 31.73%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상주

둥시 품종의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25.33%의 활성을 가졌다.

DPPH법은 DPPH의 라디칼 제거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in vitro

실험상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안정한 라디칼

로써 시스테인, 글루타싸이온(glutathione)과 같은 함황 아미노산과

바이타민 C와 바이타민 E,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피로갈롤

(pyrogallol), 페닐렌다이아민(phenylenediamine), 아미노페놀(ami-

nophenol)과 같은 방향성 아민류 등에 의해서 환원되어 짙은 자색

이 탈색되는 것으로, 수소공여능 또는 자유기 제거작용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Blois. 1958). 이를 이용하여 곶감의 품

종별 DPPH 라디칼 제거 활성 능력을 측정하였다(Fig. 3). 10 mg/

Table 5. Ascorbic acid contents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Unit: mg/100 g)

Dungsi Godongsi Gojongsi Gabjubaekmok Bansi

Vit. C 206.17±6.87a* 135.54±17.90b 106.72±2.03d 116.02±11.97c 89.64±1.21e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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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농도(Fig. 3B)에서 갑주백목의 0,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

각 30.29, 27.25%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상주둥시 품종의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23.27%의 활성을 가졌다. Achiwa 등(1997)

의 연구에 따르면 떫은감은 포도, 사과, 토마토 보다 높은 카페산

과 갈산의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함량 차이로 인해 항산

화 활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단감과 비교하였

을 때, 더 우수한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 활성을 나타내었

고, 이러한 제거 활성은 떫은감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와 플라보놀 화합물에 의한 활성으로 보인다(Li 등, 2011).

FRAP

FRAP assay는 총 산화방지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낮은

pH에서 ferric-TPTZ 복합체가 ferrous-TPTZ 복합체로 환원되는 것

을 이용한 산화방지 실험법으로 대다수의 산화방지 활성을 가진

화합물이 환원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환원된 ferrous-

TPTZ의 양이 증가할 경우 흡광도 값이 증가하며, 이러한 흡광도

값의 증가는 시료가 가지는 항산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

다(Benzie과 Strain, 1996). 이를 이용하여 곶감의 품종별 FRAP

산화방지력을 측정하였다(Fig. 4). 10 mg/mL 농도(Fig. 4B)에서 갑

주백목의 0, 20,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0.46, 0.45, 0.56의

산화방지 능력을 가졌다. 이는 총 페놀성 화합물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곶감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물질들의 함량에 의해 환원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ABTS, DPPH 라디칼 제거 활성과 함께 산화방지 능력

을 가지고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식품에 이용될 수 있는 임산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질 과산화물 억제 활성

신경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질 성분은 산화적 스트레스

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막 손상과 기타 단백질 손

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ingh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곶감의 품종에 따른 실험쥐 뇌 세포막 지방질 과산

화 중간생성물인 MDA 생성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Fig. 5). 5

mg/mL 농도(Fig. 5B)에서 갑주백목의 0, 20, 60, 80% 에탄올 추

출물과 반시의 4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65.43, 63.50, 64.66,

65.99, 64.05%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Zhao(2009)의 연구에 따

르면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추출물은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

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경세포

의 노화를 유도한 실험쥐에 떫은감의 고분자 타닌을 섭취하였을

때, 뇌 조직에서 MDA 함량을 측정한 결과, 지방질과산화 억제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Fig. 4.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 (FRAP)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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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였다(Tian 등, 2011). 이러한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

에서 곶감의 처리를 통해 뇌 조직에서의 MDA 수준을 일정하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활성

뇌 조직의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호전달을 하는 신경전달물질

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ACh)은 활성산소종이나 산화적 스트

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대뇌 피질과 해마 부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세틸콜린은 뇌신

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의 활성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감소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kler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떫은감의 품종에 따른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의 억제 활성을 살펴

보았다(Fig. 6). 1 mg/mL 농도에서 갑주백목의 0, 20, 40, 60,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58.20%, 53.50, 54.16, 55.75,

59.75%의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상주둥시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50.45, 48.31, 52.49, 48.35, 48.08%의 억제 활성

을 보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타크린(tacrine)은 도네페질

(donepezi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그리고 갈란타민(galan-

tamine) 등과 함께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 해주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를 억제해 주는, 1세대 치료제로 이용되었고, 뇌 조직에

서의 아세틸콜린의 함량 감소를 억제해 시냅스 간극에서 신경전

달 기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였으나(Winkler 등, 1998) 민감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간에 대한 독성이 나타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Khan 등, 2009) 현재는 in vitro 상에

서의 실험용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되고 있다. 떫은감은 카테킨,

클로로겐산 등과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Achiwa 등, 1997). 카테킨류와 클로로겐산을 섭취한 동물모델에

서 해마와 전두엽에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의 활성이 현저히 줄

어들었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Ahmed

등, 2013, Kwon 등, 201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떫은감은 카

테킨류와 클로로겐산 등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한 아세틸

콜린 분해효소에 대한 억제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

한 생리활성을 통해 향후,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임산 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뇌 신경세포 생존율 측정과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효과

체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뇌 등으로 운

반된 다량의 산소가 불균형 대사되어 많은 양의 활성산소종이 생

성되고 소거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뇌 조직은

신호전달을 하는 세포의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

포화 지방의 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산화방지 효소의 함량도

다른 조직에 비해 적은 양을 가지고 있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

한 신경세포 손상이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h 등, 2010).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뇌신경 퇴행성 질환은 많은 양의 산

화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궁극적으로

사멸이 진행되는데, 이는 천연 산화방지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나

안토사이아닌 등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이러한 산화적 스트

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

려져 있다(Zhao, 2009).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

과를 확인하고자 MTT 분석을 통한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측

정하였고(Fig. 7), 역시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세포 수준의 산

화적 스트레스 억제효과를 DCF-DA 측정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Fig. 8). 실험 결과는 에탄올 추출물 중 우수한 두 추출물을 표

기하였다.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상태에서 곶

Fig. 5. Inhibitory effect of malondialdehyde (MDA)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Fig. 6. Inhibitory effect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against
acetylcholinesterase (AChE).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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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품종별 MC-IXC 세포의 생존율을 MTT 분석으로 측정한 결

과는 Fig. 7과 같다. 가장 높은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낸

갑주백목 품종(Fig. 7D)에서는 H2O2를 처리한 그룹에서 대조집단

대비 50.23%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냈고, 과산화수소와 바이타민

C를 동시에 처리한 집단에서는 92.07%의 신경세포 생존율을 보

였다. 갑주백목의 0, 6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400 μg/mL 농도

에서 각각 123.02%와 123.95%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그 뒤를

이어 고동시(Fig. 7B)가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그룹에서 대조집단 대비 58.73%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냈

고, 과산화수소와 바이타민 C를 동시에 처리한 집단에서는 113.97%

의 신경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40, 9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4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21.59%와 121.27%의 생존율을 나타

내었다.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곶감의 품종

에 따른 MC-IXC 세포에서의 활성산소종의 생성에 대한 억제 활

성을 DCF-DA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가장 높

은 활성산소종 억제효과를 나타낸 갑주백목(Fig. 8D)에서는 과산

화수소를 처리한 그룹에서 대조집단 대비 61.31%의 형광 광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고, 과산화수소와 바이타민 C를 동시에 처리

한 집단에서는 대조집단 대비 104.75%의 형광 광도를 보였다.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4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01.18%의

형광 광도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반시(Fig. 8E)에서 높은 활성

Fig. 7. Neuronal cell viability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on H
2
O

2
-induced cytotoxicity in MC-IXC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A): Dungsi,
(B): Godongsi, (C): Gojongsi, (D): Gabjubaekmok, (E): B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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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종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그룹에서 대

조집단 대비 76.68%의 형광 광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고, 과산

화수소와 바이타민 C를 동시에 처리한 집단에서는 대조집단 대

비 104.25%의 형광 광도를 보였다. 고동시(Fig. 8B)의 0, 60% 에

탄올 추출물에서는 4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55.45, 153.42%의

형광 광도를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는 인체 내에서 지방질이나

단백질 등을 산화시키며 DNA를 손상시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

고, 세포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과산화물제거효소

(SOD, superoxide dismutase)나 글루타싸이온(glutathione, GSH)과

같은 항산화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킨다(Desagher 등, 1996). 하지

만 페놀성 구조를 가지는 폴리페놀 화합물은 과산화수소를 포함

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의 손상과 사멸에 대해 보호효

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Behl과 Moosmann, 2002). 특히

떫은감을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은 본 연구를 통해 ABTS, DPPH

라디칼 제거활성을 비롯한 산화방지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

고, 이러한 산화방지 활성을 통해 뇌 신경세포내의 산화적 스트

레스를 충분히 제거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뇌 신경세포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

불포화 지방 성분이 다량 존재하는 신경세포는 다른 조직에 비

Fig. 8. ROS production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on
H

2
O

2
-induced cytotoxicity in MC-IXC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A): Dungsi,
(B): Godongsi, (C): Gojongsi, (D): Gabjubaekmok, (E): B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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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막 유지력이나 유동성에 변화를 잃게 되고

다양한 활성산소에 의해 젖산 수소제거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므로, LDH는 세포막 손상에 대한 간

접적인 지표로서 이용된다(Heo 등, 2001).

이를 이용하여 MC-IXC의 뇌 신경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를 특

정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가장 높은 세포막 보호효과를 나타

낸 품종은 갑주백목(Fig. 9D)으로,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군의 LDH

방출량은 50.36%로 대조집단(33.14%)에 비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바이타민 C는 34.28%로 나타

내었다. 갑주백목의 80, 9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400 μg/mL 농

도에서 각각 36.56, 39.90%의 세포막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그

뒤를 이어 고종시(Fig. 9C)에서 높은 세포막 보호효과를 나타냈

으며 과산화수소 처리 군의 LDH 방출량은 52.36% 정도로 대조

집단(35.14%)에 비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양성 대조군

으로 사용된 바이타민 C는 38.65%로 나타내었다. 고종시의 9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400 μg/mL 농도에서 40.38%의 세포막 보

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뇌 신경세포의 막은 체내의 신호전달을 위

해 리놀레산(linoleic acid)이나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과 같

은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 또는 내부

Fig. 9. LDH release inhibitory effect of five cultivars of Diospyros
kaki on H

2
O

2
-induced membrane damage in MC-IXC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A): Dungsi, (B): Godongsi, (C): Gojongsi, (D):
Gabjubaekmok, (E): B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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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성되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Wang 등,

2008). 이러한 스트레스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화

합물에 의해 보호효과를 가지는데(Ishige 등, 2001) 특히 떫은감

에 존재하는 베타크립토잔틴(β-Cryptoxanthin), 알파카로텐, 베타

카로텐 등과 같은 카로테노이드 화합물은 PC12 세포와 같은 신

경세포 종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가 보고되고 있

으며(Chang 등, 2013),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준다(Wang 등, 2008).

궁극적으로 떫은감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

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천연 산화방지 소

재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신경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떫은감의 5가지 공시품종인 상주둥시, 고종시,

고동시, 갑주백목, 청도반시를 이용하여 가공된 곶감의 유리당,

지방산, 무기성분, 구성 아미노산, 바이타민 C와 같은 영양성분

분석을 진행하였고,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in vitro 상에서 ABTS, DPPH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하였고,

FRAP, 지방질과산화물 생성 억제효과,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

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MC-IXC 뇌 신경세포에서 신

경세포 생존율과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효과, 세포막 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

유리당 분석에서는 상주둥시 품종이 포도당(glucose), 과당

(fructose) 함량이 가장 높았고, 지방산 함량은 상주둥시 품종에서

는 올레산(oleic acid)이, 고동시, 고종시, 갑주백목, 반시에서는 팔

미트산(palmitic acid)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포타슘과

인의 함량이 다른 무기성분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주요 아

미노산으로는 아스파트산(aspartic acid)과 글루탐산(glutamic acid)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바이타민 C 역시 5 품종 모두 검출되었

다. 또한, 총 페놀성 화합물을 상주둥시의 95%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았고, ABTS, DPPH 라디칼 제거 활성과 FRAP, 지방질

과산화물 생성 억제활성 그리고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활성

에서 갑주백목의 8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뇌 신경세포 생존율은 갑주백목

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

제와 뇌 신경세포 세포막 보호효과 역시 갑주백목이 가장 큰 억

제 활성과 보호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곶감은 뛰어난 산화방지 효과를 가지

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도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리활성능력은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생리활성 물질의 검증이 부족하고, 산화방지

활성이 in vitro 상의 효과에 국한된 점에서 향후 물질분석과 인

기지능 개선 효과 검증을 통해 인기지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소

재로서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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