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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chizandrin

contents of various solvent (H2O, 50% EtOH, 75% EtOH, 95%

EtOH) extracts from residue after Omija juice was investigated

using total polyphenol contents (TOC),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AS), anthocyanin contents

(ANC), and schizandrin contents level (SCL). Total polyphenol

conten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nthocyanin contents of

50% EtOH extract were the highest among all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s, and was 16.70 mg/mL in the TOC and 86.16% in

the DPPH-RAS. This meant that 50% EtOH extract from residue

after Omija juice had more available antioxidant matters. As

extraction time increases all extract treatment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ANC contents (p <0.05). Amount of the SCL were

observed higher value in 95% EtOH extract of residue after Omija

juice.

Keywords Electron donating ability · Omija · Residue after

omija juice · Schizandrin · Total polyphenol

서 론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과(Schisandraceae)에 속하는 낙엽성 목본

의 덩굴성 식물로 둥근 형태의 붉은색 과실이다(Jung 등, 2000;

Mok 2005). 오미자는 6-8월에 개화하여 9-10월에 과실이 열리

고 서리가 내린 후, 채취하여 사용하며, 오미자 과육은 달고도

신맛을 나타내며, 핵중은 맵고도 떫으며 또한 쓴맛이 합해져서

다섯 가지의 맛이라고 하여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Moon 등, 2003;

Jeong 등2006). 오미자의 주요 기능성 성분으로는 리그난 화합

물이 알려져 있으며, schizandrin, gomisin N 및 gomisin 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Yukinobu 등, 1979; Sohn and Bock

1989; Kim 등, 2002), 오미자의 붉은색은 80% 이상이 anthocyanin

의 함유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anthocyanin은 peonidin 3-

glucoside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g 1982). 이와 같은 기능

성 성분이 함유된 오미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해독작용 및 간 보호 효과(Lee와 Lee

1990; Kim 등, 2000), 간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Rho 등,

2002), 대장암세포 증식억제효과(Ryu와 Chung 2011), 고지혈증

완화(Ock 1995), 혈당 및 혈압강하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

고가 알려져 있다(Whang 2002; Ko 등, 2004; Kim 등, 2009).

또한, 이러한 오미자의 기능성은 최근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천연 재

료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 재료에서의 항산

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매를 이용하여 천연 재

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가 대부분이다. 이에 오미자를 열수(H2O) 및 에탄올(EtOH)을

이용하여 추출한 오미자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본 연구

보고가 있다. 즉, 오미자를 열수 및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물 각각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열수 추

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온일 때 보다 가온을 한 경우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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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on과 Park 2006; Kim 등, 2009;

Kim과 Park 2010). 또한, 오미자의 기능성 성분은 과육보다는

종자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hoi 등, 2011; Kim

등, 2013). 또한, 오미자 종자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

는 연구보고 중 오미자 종자의 분쇄 후 용매추출을 이용하여

제조한 추출물에 대하여 항염증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Kwon 등, 2001; Choi 등, 2013).

이와 같이 오미자에 관한 기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로 약용작물로 사용되어 왔던 오미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

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오미자의 재배,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작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

다. 그러나 오미자 유통 시 80% 이상이 생과 형태로 하고 있

으며, 20% 정도만 건조 또는 액즙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Kim 등, 2012).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미자는 저장성을 증가시킨 건조된 오미자이기 때문에 생 오

미자에 대한 연구보다는 대부분이 건 오미자를 이용한 연구 보

고이다. 또한, 생 오미자를 이용하여 연구한 보고에서도 대부분

착즙 공정을 거쳐 생산된 가공품에 대한 연구 자료일 뿐 생 오

미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생 오미자를 착즙하고 남은 착즙박에 대한 항산화적 특성

및 기능성 성분 중 하나인 schizandrin 함량을 측정하여 생 오

미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생 오미자의 착즙 후 버려

지는 많은 양의 착즙박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생 오미자 착즙박에 대한 활용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경

제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오미자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수확(2014

년 9월)한 생 오미자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생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 제조

생 오미자를 가지와 열매를 분리한 후, 착즙기(Hurom-HL

Serie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생 오미자 착즙박을 분리하였

다. 분리된 생 오미자 착즙박 15 g에 각각의 용매(열수: A,

50% 에탄올: B, 70% 에탄올: C, 95% 에탄올: D)를 착즙박 사

용량에 대하여 10배 비율로 가한 후, 60 oC 항온수조에서 1시간

부터 10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정치 추출(60 oC) 하였다. 추

출한 시료는 filter paper (Hyundai Micro Co., Ltd., Seoul,

Korea, No. 20 (90 mm, 5-8 µm))를 이용하여 감압 여과하였으

며, 분리 된 여과액은 감압 농축기 (HS-2005S-N, Hahn Shin

Scientific Co.,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일반성분 분석

생 오미자 착즙박의 일반성분 분석은 식품공전에 제시된 방법

으로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및 조회분을 분석하였다. 수분은

상압가열 건조법을 이용하여 105 oC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 전

후의 무게 차이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여 알아보았으며,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으로 측정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semimicro kjeldahl법에 의해 측정하였고, 조회분 함량은 550
oC 직접 회화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Schizandrin 함량분석

생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의 schizandrin 함량 측정은 Kim 등

(2013)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표준품은 schizandrin

(Wako pure chemical, Osaka, Japan) 10 mg을 99% 메탄올

10 mL에 용해시킨 것을 표준액(1000 ppm)으로 하여 이를 5,

10, 20, 40, 80, 100 ppm으로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 하였으며,

시료의 전처리는 99% HPLC grade 메탄올을 이용하여 50배

희석하여, 그 상등액을 취해 사용하였다. schizandrin 분석을 위

해 사용된 기기는 HPLC (Waters 2690, Waters Co., Miliford,

MA, USA)을 이용하여 UV-Vis Detector (WatersTM 486, Waters

Co.)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총 폴리페놀(total polyphenol) 함량 측정

Folin-Denis 방법(Singleton and Rossi 1965)을 변형하여 사용하

였으며,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을 증류수로 희석한 용액을 2%

Sodium carbonate solution (Yakuri Fure Chemicals Co., Ltd.,

Osaka Japan)을 첨가 후, 상온에서 3분간 방치하고 1N Folin-

ciocalteu’s phenol rengent (Sigma Co., Flawil, Swizerland)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 혼합액을 37 oC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방

치한 다음, UV-Vis spectrophotometry (Optizen POP.,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tannic acid (Sigma Co., St. Louis, USA)를 표준

물질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각

시험은 3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DPPH를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 등(195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

정하였다. 즉 0.1 mM DPPH 용액을 제조하여, 생 오미자의 착

즙박 추출물을 DPPH 용액과 혼합한 후 30분간 반응 시키고

517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ry (Optizen POP., Mecasys

Co., Ltd.)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증류수를 동일하

게 처리하여 대조구의 흡광도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비교구로 ascorbic acid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

공여능을 측정하여 시료군과 비교하였고, 각 시험은3회 반복하

여 수행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Table 1 Conditions for schizandrin analysis by HPLC

Instrument Conditions

Column C18 Symmetry® µm (4.6×250 mm)

Detector UV/Vis detector 254 nm

Column temp. 25 oC

Flow rate 1.0 mL/min

Mobile phase 60:40=Acetonitril : Water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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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

=1−(Sample O.D.)/(Control O.D.)×100

Sample O.D.: 시료를 가한 시험액의 흡광도

Control O.D.: 시료 대신 에탄올을 가한 시험액의 흡광도

총 안토시아닌(total anthocyanin) 함량 측정

총 안토시아닌 정량은 Park과 Hong(2014)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2 M HCl을 첨가하여 pH 1.0을 맞춘 0.2 M KCl

(A용액)과 0.2 M NaOH를 첨가하여 pH 4.5를 맞춘 0.2 M

KH2PO4 (B용액)를 제조한 후, 생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에 A용

액과 B용액을 각각 첨가 후 혼합한 다음 UV-Vis spectrophoto-

metry (Optizen POP., Mecasys Co., Ltd.)로 520 nm와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안토시아닌

함량을 계산하였다. 각 시험은 3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Total anthocyanin content (mg/kg)

=((520 nm−700 nm)Abs−(520 nm−700 nm)Abs)×449.2

×희석배수×1000/26900×5

449.2: cyanidin-3-glucoside의 1 mol 당 분자량(g)

26900: cyanidin-3-glucoside molar abosorbance

5: 최종시료 부피

통계 처리

실험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6.30, USA) 통

계 Package(1988)를 사용하여 각각의 분석 데이터를 통계분석

하였으며, Duncan 다 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이용하여 p <0.05의 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 오미자 착즙박의 일반성분 분석

생 오미자(450 g)를 착즙기로 착즙한 후 남은 착즙박에 대한 일

반성분을 분석하였다. 생 오미자 450 g에 대하여 착즙박 수율은

27.67%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추출 용매에 따른 생 오미자

착즙박의 추출 수율은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는 18.43,

50, 70 및 95%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에는 각각 9.18,

9.94 및 10.61%를 나타내었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일반성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생 오미자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를

Table 2에 함께 나타내었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수분함량은

55.3%, 조지방 9.3%, 조단백질 6.2% 및 조회분 0.9%를 나타내

었다. Kim등(2000) 이 보고한 생 오미자의 일반적인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84.2%, 조지방 0.9%, 조단백질 1.1%의 결과를 보

이고, Choi 등(2008) 에서는 수분 79.6%, 조지방 1.2%, 조단백

질 1.7% 및 조회분 0.6%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생 오미자 착

즙박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생 오미자보다 수분은 22% 감소

하고, 조지방은 3.5% 증가했으며, 조단백질은 4.8% 증가하고,

조회분은 0.2% 증가했다. 이는 착즙 과정에서 착즙액과 착즙박

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수분함량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지방의 경우 생 오미자의 씨앗 부

분이 파쇄되면서 착즙박 부분으로 함유되면서 조지방의 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 추출물의 schizandrin 분석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열수: A, 50% 에탄올: B, 70% 에탄

올: C, 95% 에탄올: D) 추출물의 schizandrin 함량 측정 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오미자 착즙박을 추출 용매에 따라

서 각각 1시간에서 10시간까지 추출하여 schizandrin 함량을 분

석한 결과 추출시간에 따른 schizandrin 함량의 변화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A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

Table 2 General components of raw Omija and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ion

General components

Contents (g/100 g)

Raw Omija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ion

Moisture 77.270 55.300

Crude fat 5.84 9.34

Crude protein* 1.36 6.22

Ash 0.68 0.86

*Crude protein: Nitrogen content×6.25

Table 3 Changes of schizandrin contents of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ion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Extraction time (h)
Schizandrin (g/100 g)

H2O 50% EtOH 70% EtOH 95% EtOH

1 0.52±0.06aC1) 1.79±0.21aB 2.01±0.19aAB 2.37±0.31aA

2 0.58±0.03aB 1.74±0.50aA 2.03±0.12aA 2.46±0.56aA

3 0.43±0.04aB 1.89±0.71aA 1.90±0.30aA 2.68±0.23aA

4 0.64±0.23aB 1.91±0.35aA 2.12±0.53aA 2.50±0.22aA

5 0.58±0.16aC 1.81±0.20aB 2.18±0.23aAB 2.51±0.42aA

6 0.52±0.05aC 1.67±0.35aB 1.93±0.05aAB 2.48±0.51aB

7 0.65±0.22aC 1.67±0.04aB 2.13±0.19aAB 2.40±0.50aA

8 0.64±0.28aC 1.74±0.40aB 1.96±0.14aAB 2.30±0.14aA

9 0.67±0.31aB 1.99±0.36aA 2.11±0.11aA 2.27±0.43aA

10 0.48±0.20aC 2.01±0.19aB 2.09±0.11aB 2.47±0.27aA

1)Means ± standard deviation (n =3)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 and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ly at p <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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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추출액과 10시간 동안 추출한 추출액에

함유된 schizandrin 함량은 각각 0.52 g/100 g 및 0.48 g/100 g이

었으며, B 용매에서는 1.79 g/100 g 및 2.01 g/100 g을 나타냈으

며, C 용매에서는 2.01 g/100 g 및 2.09 g/100 g, D 용매에서는

2.37 g/100 g 및 2.47 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추출 시간이 추출 용매에 대해서는 큰 영

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추출용매 종류별에 따라서 schizandrin

함량은 A < B < C < D 순서대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Park 등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오미자를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

우 schizandrin, gomisin N, 및 gomisin A의 총 함량 차이가

10분 동안 추출한 경우 0.49 g/100 g, 12시간 추출한 경우

0.48 g/100 g 및 24시간 추출한 경우 0.55 g/100 g 결과를 나타

내었다고 보고된 결과와 같이 동일 용매에 대한 추출시간에 따

른 schizandrin 함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오미자 착즙박을 용매별로 추출하여

schizandrin 을 추출할 경우 1시간 추출조건이 충분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측정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열수: A, 50% 에탄올: B, 70% 에

탄올: C, 95% 에탄올: D)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측정 결

과 Table 4와 같다. B 용매인 50% 에탄올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추출한 경우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즉, 1시간 동안 다양한 용매를 이용하여 오미자 착즙박을 추출

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A 용매 추출물은

5.20 mg/mL, B 용매 추출물은 16.70 mg/mL, C 용매 추출물은

15.94 mg/mL 및 D 용매 추출물은 10.65 mg/mL의 함량을 나타

냈다. Kwon과 Park(2006)의 연구에서도 건 오미자를 이용하여

H2O와 70% 에탄올 용매를 이용하여 각각 80, 70 oC에서 추출

한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열수 추출

물은 5.12 mg/mL 및 70% 에탄올 추출물은 6.97 mg/mL의 함

량을 나타내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열수를 추출용매로 이용하여 오미자 착즙박을 추출한 경

우 측정된 총 폴리페놀 함량(5.20 mg/mL)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또한, 에탄올 용매를 이용하여 오미자 착즙박을 추출

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50, 70 및 90% 에탄올

모두에서 열수 추출물에서 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추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미자 착즙박의 경우는 과육

및 과피 뿐 만 아니라 유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씨 부분까지

함유되어 열수 보다는 에탄올를 이용한 경우 유효성분에 대한

추출 효과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 추출물의 DPPH를 이용한 항산화

능 측정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열수: A, 50% 에탄올: B, 70% 에

탄올: C, 95% 에탄올: D) 추출물(0.2 mg/mL)에 대한 DPPH

전자공여소거능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각

각의 추출 용매를 이용하여 오미자 착즙박을 1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추출하여 DPPH 전자공여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추출 용

매에 따라서 B > C > D > A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A 용매

추출액에 대한 DPPH 전자공여소거능은 1시간 추출경우 29.96%

및 10시간 추출경우 30.15%를 나타내었으며, B 용매 추출액에

대해서는 1시간 추출경우 86.16% 및 10시간 추출경우 88.24%

을 나타냈고, C 용매 추출액은 1시간 추출경우에서 84.84%, 10

시간 추출경우 83.75%를 나타내었다. 또한, D 용매 추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 추출액의 경우 1시간 및 10시간 추출경우 각

각 62.72와 71.86%의 DPPH 전자공여소거능에 대한 효과를 나

타내었다. 또한, 열수 를 추출 용매로 이용하여 오미자 착즙박

을 추출하여 DPPH 전자공여소거능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경

우 4시간 추출 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오미자 착

즙박에 용매를 처리하여 추출한 추출액에 대한 DPPH 전자공

여소거능 효과에 대해서는 추출시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에탄올 농도를 달리하여 오미자 착즙

박을 추출하여 제조한 추출물에 대한 DPPH 전자공여소거능 효

과를 알아본 결과 50 및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추출

물의 경우 열수를 추출 용매로 이용한 경우 보다 최대 2.9배

정도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95% 에탄올에 비하여

50 및 70% 에탄올을 이용한 경우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에 대

한 DPPH 전자공여소거능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를 살

펴볼 때, 추출 용매의 에탄올 함량의 증가가 DPPH 전자공여소

Table 4 Changes of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ion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Extraction time (h)
Total Polyphenol (mg/mL)

H2O 50% EtOH 70% EtOH 95% EtOH

1 5.20±1.11aC1) 16.70±0.60aA 15.94±0.54aA 10.65±2.09aB

2 5.34±0.20aC 17.03±2.35aA 17.08±0.61aA 11.07±2.08aB

3 5.11±0.38aC 17.67±4.13aA 15.92±0.38aA 10.13±0.60aB

4 6.03±1.75aC 17.64±0.10aA 16.25±0.65aA 10.80±1.36aB

5 6.20±3.45aB 17.39±3.36aA 15.68±1.39aA 09.69±0.32aB

6 5.37±0.96aC 16.78±2.31aA 16.91±1.31aA 12.47±1.49aB

7 5.85±1.35aC 16.57±0.65aA 16.23±0.83aA 12.23±1.96aB

8 5.84±1.36aC 18.43±2.82aA 16.98±0.43aA 10.84±1.55aB

9 6.97±2.67aB 17.47±2.14aA 16.99±1.50aA 09.90±0.51aB

10 5.57±1.70aC 15.96±1.84aA 15.33±1.25aAB 12.18±0.68aB

1)Means ± standard deviation (n =3)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b) and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ly at p <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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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un 등(2003)이 보고한 연구결과에

서 동결 건조한 오미자로부터 용매의 농도에 따른 추출특성을

비교한 결과, 80% 에탄올 용매 추출물보다 50% 에탄올 용매

추출물이 높은 DPPH 전자공여소거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Kim 등(2009)에서는 건 오미자를 60 oC

에서 열수와 60% 에탄올로 추출 하였을 때 60% 에탄올 추출

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4배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는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50% 에탄올 및 70% 에탄올

을 이용하여 추출한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0.2 mg/mL)의 DPPH

전자공여소거능(88.24 및 84.84%)과 ascorbic acid (0.04,

0.05 mg/mL)의 DPPH 전자공여소거능(75.55, 95.23%)을 비교한

결과 ascorbic acid 용액과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의 농도에 대

한 차이는 있으나, 오미자 착즙박 추출물이 정제 과정 없는 천

연 물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천연 항산화제로의 가능성

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 추출물의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생 오미자 착즙박의 용매별(열수: A, 50% 에탄올: B, 70% 에

탄올: C, 95% 에탄올: D) 추출물에 대한 안토시아닌 함량 결

과 Table 5와 같다. 추출시간에 따른 추출 용매별 안토시안 함

량은 A 용매를 이용한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추출물 (66.46

mg/kg)과 5시간 추출한 추출물 (54.44 mg/kg)을 제외하고 나머

지 시간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 용매는 1시

간에서 6시간 동안 추출한 추출물의 경우 각각 101.70 및

87.50 mg/kg를 나타내면서 큰 유의적 차이가 없다가 10시간 동

안 추출한 추출물의 경우 47.93 mg/kg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C 용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추출

한 추출물의 경우 109.32 mg/kg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나타내다

가 10시간 추출 시 69.13 mg/k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D 용매인 95% 에탄올을 이용하여 1시간 추출한 추출물의 경

우 65.46 mg/kg에서 추출 8시간부터 38.07 mg/kg으로 감소하다

가 추출 10시간의 경우 26.72 mg/kg까지 지속적으로 안토시아

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등(2013)의 연구 보고에서 나타난 결과에서처럼 에탄올 함량이

증가할수록 schizandrin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browning index를

지표로 한 안토시아닌 색소 변화는 에탄올의 함량과 온도가 낮

을수록 높게 나타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에탄올을 이용하여 오미자 착즙박을 2시간 추출한 경우 에탄올

함량에 관계없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추

출 2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열처리에 의한 오미자 색소의 변색 특히, 붉은 색에

대한 손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오미자 색

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Chun 등(2003)의 보

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미자에 함유된 다양한 물질이 가열시

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오미자 색소 추출물의 가열 변색에 영향

을 미쳐 오미자의 색깔 중 적색(a값)을 급격히 감소시켜서 오

미자의 붉은 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소실시켰다는 보

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1 Change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Table 5 Changes of anthocyanin contents of residue after Omija juice extraction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Extraction time (h)
Anthocyanin (mg/kg)

H2O 50% EtOH 70% EtOH 95% EtOH

1 66.46±1.00aB1) 101.70±13.53aA 109.32±7.26aA 65.46±16.36aB

2 63.12±2.34abB 107.04±24.88aA 115.72±10.52aA 62.12±8.02aB

3 56.28±4.51abB 87.84±8.02aA 100.69±3.17abA 50.10±17.71abB

4 55.27±4.17abB 86.83±2.00aA 105.37±1.50abA 43.53±22.26abB

5 54.44±1.34bB 80.82±5.01abA 93.96±16.70abA 54.94±17.53abB

6 55.77±5.34abB 87.50±31.53aAB 103.20±30.39abA 54.88±2.51abB

7 62.12±6.68abAB 81.16±9.01abAB 90.84±16.36abcA 54.44±27.05abB

8 64.62±7.51abA 71.25±22.89abA 81.49±5.01bcA 38.07±7.01abB

9 61.79±12.69abB 74.25±11.23abAB 84.00±2.17bcA 26.72±1.67bC

10 56.00±4.87abAB 47.93±30.56bAB 69.13±2.00cA 29.06±12.19bB

1)Means ± standard deviation (n =3)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b) and a row (A-B) indicate significantly at p <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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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생 오미자를 착즙하고 남은 착즙박을 이용하여 추출조건에 따

른 이화학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즉, 착즙박을 열수, 50% 에탄

올, 70% 에탄올 및 95% 에탄올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였으며,

추출시간은 1시간에서 10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60 oC에서 정

치 추출하여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제조된 용매별 농축액

을 분석시료로 이용하였다. 오미자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하나

인 schizandrin 함량은 추출 용매에 따라서 열수: 0.52 g/100 g,

50% 에탄올: 1.79 g/100 g, 70% 에탄올: 2.01 g/100 g 및 95%

에탄올은 2.37 g/100을 나타내었으며,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보다 에탄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schizandrin 함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50% 에탄올 용매

추출물에서 16.70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2-diphenyl-

1-picrylhydrazyl 전자공여소거능에 대한 효과는 분석 시료의 200

mg/mL 농도에서 측정하였을 때, 50% 에탄올 용매 추출물에서

86.16%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또한, 안토시아닌 함량은 모

든 용매 추출물이 추출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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