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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to search for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extraction of anthocyanins from Morus alba

Fruits using organic acids and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the

pigments at various storage environments. The anthocyanins were

effectively extracted by addition of organic acids such as citric

acid, malic acid and fumaric acid. The anthocyanins were not

degraded at 25oC and under a fluorescent light with 183 lux, but

sharply degraded at 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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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Morus alba)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6−10 m까지 자라며, 수

피는 회갈색이다. 열매는 장과로 6월에 흑색으로 익는다(Lee,

2003; Yoon, 2004).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상심자(桑子), 상실(桑

實) 흑심(黑) 등으로 불리며 백발을 검게 하며, 소갈을 덜어주

고 오장을 이롭게 하는 자양 강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Kim,

1991; Park 등 1997). 지금까지 오디로부터 분리된 성분으로는

flavonoid와 stilbene 등이 있으며, 색소인 anthocyanin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Du 등, 2008; Kim 등, 2008; Dat 등, 2010).

Anthocyanin 색소는 식물의 열매, 꽃, 잎, 줄기 등에 함유되

어 있어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 등의 색을 띤다. 시력개선

(Politzer, 1977), 항산화(Yoshiki 등, 1995; Du 등, 2008)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이 보고되어 있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 및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Phenylchromane (C6C3C6)

의 기본 골격으로 C환의 1번 위치의 산소가 3가로 되어 있어

서 양이온으로 하전되어 있는 oxonium 형태가 anthocyanin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제품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디 색소의 안정화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외에서

는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포도의 anthocyanin의 안정성 및

분석법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Cristina, 1998; Skrede

등, 2006; Khanal 등, 2010). 국내에서는 오디, 유색감자, 유색

미, 자색고구마 등 다양한 식물에 관하여 연구되어 있다(Kang

등, 2003; Park 등, 2004; Yoon 등, 1997; Park 등, 2011).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주로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에 대한

것이지만 오디에 함유된 anthocyanin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또한 오디로부터 anthocyanin 추출 시 추출 수율을 높이기 위

하여 무기산을 첨가한 보고가 있다(Kim, 2003; Kim 등, 2005).

무기산의 음이온이 안토시아닌의 oxonium 양이온과 안정한 염

의 형태를 생성하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무기산을 이용하면,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anthocyanin 색

소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능성 식품에 이용

하기 위해 무기산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소재로부터 효과적으로 색소를 추출하고,

오디 가공 및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anthocyanin 색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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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확립하여 오디의 식품 소재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오디(M. alba)는 2011년 8월에 한국식품

연구원에서 제공받았고, 표본시료(KHU-NPCL-20110826)는 경

희대학교 천연물화학실에 보관되어 있다.

식용 가능한 유기산을 이용하여 anthocyanin 색소 고함유 추

출물 제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분쇄된 오디 100 g에 citric

acid, malic acid, fumaric acid를 각각 세가지 농도, 즉 1, 5,

10 g씩 첨가하고, 하나는 유기산을 첨가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하여 1차 추출은 100% EtOH 100 mL로 추출한 다음 여액 및

잔사를 여과하여 70% EtOH 다시 2회 100 mL로 추출하였다.

여과지로 여과한 추출용액에 대하여 UV-Visable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4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3회 반

복 실시하였다(Fig. 1).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기산 첨가

시 흡광도가 증가하였고, 유기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흡광도도

같이 높아졌다. 오디 100 g에 citric acid 1 g 첨가 추출 시 대조

군에 비하여 51±0.08%, 5 g 첨가 시 150±0.03%, 10 g 첨가 시

213±0.02% 추출 수율이 증가하였고, malic acid의 경우 1 g 첨가

추출 시 대조군에 비하여 62±0.02%, 5 g 첨가 시 145±0.04%,

10 g 첨가 시 195±0.05% 증가하였으며, fumaric acid의 경우 1 g

첨가 추출 시 대조군에 비하여 52±0.04%, 5 g 첨가 시 186±0.03%,

10 g 첨가 시 219±0.02% 추출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오디에 첨가한 유기산 종류에 따른 anthocyanin 추출물에

대한 흡광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몰 농

도로 환산하였을 때에는 citric acid > fumaric acid > malic acid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산 첨가에 따른 농색화 현상에 기

인하는데, 각 유기산의 산 해리상수 즉 pKa 값이 citric acid는

2.93±0.28, fumaric acid는 3.15±0.10, malic acid는 3.61±0.23

인 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citric acid 첨가에 의

한 anthocyanin 추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는 실정

이라서(Kang 등, 2003; Park 등, 2004), fumaric acid를 사용하

여 anthocyanin 추출물 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오디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조사

하였다. Anthocyanin 추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fumaric acid를 1, 5, 10 g씩 오디 100 g에 각각 첨가하여 추출

하였다. 1차 추출은 100% EtOH 100 mL 로 추출한 다음 여액

및 잔사를 여과하여 70% EtOH 다시 2회 추출한 여과액을 합

한 후 여액 20 mL를 25 mL vial에 넣고 밀봉 하였다. 빛을 차

단하기 위하여 aluminum foil로 감싼 후 4, 25, 60oC에서 각각

보관하였다. 저장 1일에서 7일까지는 24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1 mL씩 취하여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43 nm에서 추출액의 흡

광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후는 3일 혹은 7일 간격으로 시료

를 취하여 41일까지 실험하였다. 오디 anthocyanin 색소의 안정

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Fig. 2, 3와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냉장(4oC) 조건에서 저장하였을 경우 fumaric acid 1 및 5 g

첨가 시 0일차부터 41일차까지 흡광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0 g을 첨가하였을 경우 5일과 6일째부터 다소 증가하

였으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4oC에서는

anthocyanin의 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상온(25oC) 조건에서 저장 하였을 경우 유기산 무첨가에서는

흡광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umaric acid 1 g 첨가

에서는 흡광도가 매우 서서히 감소하여 41일째에는 6일에 비해

12% 감소하였다. 5 g 첨가에서는 7일차부터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0일차에 비하여 3% 감소하였고, 41일차에서는 17%

감소하였다. 10 g 첨가에서도 7일차부터 감소하였으며, 41일차

에는 0일차에 비해 16% 감소하였다. 따라서 상온에서 저장 시

에는 6일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 이후 조금씩

anthocyanin이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Extraction yield of anthocyanins from Morus alba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organic acids. *Amount of organic acid per 100
g of Morus alba fruits. The bar was present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d experiments.

Fig. 2 Effect of storage temperature (4oC) and shading on stability of anthocyanin solution from Morus alba fruits.



J Appl Biol Chem (2014) 57(1), 29−32  31

고온(60oC) 조건에서 저장 하였을 경우 유기산 무첨가 시 3

일차부터 감소하였으며 16일차에 최대 감소하여 0일차에 비하

여 43% 감소하였다. 그 이후에는 다시 서서히 증가하였다.

Fumaric acid 1 g 첨가에서는 1일차부터 감소하여 16일차에 최

대 감소하여 초기에 비하여 44%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

시 증가하여 41일차에는 16일차에 비해 42% 증가하여 초기와

비교 시에는 20% 감소하였다. Fumaric acid 5 g 첨가에서는 1

일차부터 감소하여 27일차 최대 감소하여 초기에 비하여 54%

감소하였으나 41일차에는 27일차에 비하여 48% 증가하여 초기

와 비교시 32% 감소하였다. Fumaric acid 10 g 첨가에서도 20

일차에 최대 감소하여 초기에 비하여 65%나 감소하였고 그 이

후 다시 증가하여 41일차에는 27일차에 비해 33% 증가하였고

초기와 비교 시 40% 감소하였다.

저장 온도에 따른 anthocyanin 용액의 흡광도 변화를 종합해

보면, 4oC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5oC에서는 저장 6−7

일째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oC에서는 저장

후 즉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저장 16−20일부터는 다시 증

가하였다. 이는 열에 의해 분해된 분해산물들이 다시 열에 의

하여 축합하여 543 nm의 빛을 흡수하는 어떤 화합물을 생성하

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추후 LC/MS를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박 등(Park 등, 2011)은 자색고구마

anthocyanin은 40oC 이하의 온도에서는 비교적 안정하나, 60oC

이상에서는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식품 제조 공정 시 열처리 온도를 낮게 하거나, 혹

은 높게 진행 할 시에는 열처리 시간을 짧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Effect of storage temperature (25oC) and shading on stability of anthocyanin solution from Morus alba fruits.

Fig. 4 Effect of storage temperature (60oC) and shading on stability of anthocyanin solution from Morus alba fruits.

Fig. 5 Effect of fluorescent light (180 lux) on stability of anthocyanin solution from Morus alba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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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에 대한 빛의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오디 100 g에 fumaric acid를 1, 5와 10 g을 각각

첨가한 후 EtOH 100 mL로 추출하였다. 추출물 20 mL을 25

mL vial에 넣고 밀봉한 후 일부는 상온(25oC) 183 lux 형광

하에서 보관하였고, 나머지는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aluminum

foil에 감싼 후 암소에서 보관하였다. 24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취하여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43 nm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 오디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에 대한 빛의 영향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온 183 lux의 형광 하에서 저장

기간에 따른 흡광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유기산 무첨가 에

서는 흡광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유기산 1 g 처리시에는 아

주 조금씩 감소하여 41일차에는 10일차에 비하여 불과 3% 감

소하였다. Fumaric acid 5 g과 10 g 첨가에서는 약간씩 감소하

여 41일차에서 21와 17%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동일온도인 25oC 실온 저장 차광 조건에서의 anthocyanin

감소의 정도와 거의 동일하였다. 따라서 식품 제조나 저장 시

는 183 lux 이하의 형광조건에서 작업하는데, 이 경우 빛에 의

해 anthocyanin이 파괴되는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판

단되었다. 김 등은(Kim 등, 2003) 크랜베리 수용액 색상의 안

정성 측정 시, 일광 2일 만에 11%로 색깔의 강도가 떨어졌다

고 보고하였으며, 박 등은(Park 등, 2004) 저장 초기부터 지속

적으로 15일째까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를 종합하여 anthocyanin의 경우 고온에 대한 오디 anthocyanin

색소는 비교적 급격하게 파괴되었으나, 형광 183 lux 이하, 실

온 이하의 저온에서 저장 시에는 색소의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림기술관리센터(iPET)에서 지원하는 ‘고부가 식품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311025-03-2-SB010)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비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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