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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utility of apple, apple flesh (Malus domestica cv. Fuji), pomace and peels were dried and then extracted 
using solvents (water, 70% and 100% ethanol). The contents of polyphenols, flavonoids, ascorbic acid, ursolic acid an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measured as extracted from the apple flesh, pomace and peel. The content of polyphenols was 
the highest in the apple peel when 100% ethanol was extracted. The content of flavonoids was about 3~8 times higher 
in apple peel than those of flesh and pomace, and 70% ethanol extract was the highest content. Ascorbic acid content was 
the highest in apple peel as well as flavonoid content. The content of ursolic acid in the apple flesh was not detected in 
water and ethanol extraction. In the case of apple pomace and peel, ursolic acid was not detected in water extract but it 
was detected when ethanol was extracted. The content of ursolic acid was highest in the apple peel. In the case of 
antioxidative activit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showed the highest ability when apple peel was extracted 
with 70%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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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과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생산, 소비되고 있는 

과일로 1년 내내 시장에 출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Henriquez 등 2014).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Park 등 

2012), catechin, procyanidins, dihydrochalcones, flavonols 및 

hydroxycinnamic acid 등의 폴리페놀 화합물과 flavonoid 화합

물 등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Alvarez-Parrilla 
등 2005; Stracke 등 2010; Kim & Park 2013). 이와 같은 항산

화 성분들이 사과 전체 또는 과육보다도 과피에 함유량이 높

고, 항산화 활성도 높다고 하였으며, 항산화 성분 중 폴리페

놀 화합물의 경우, 사과의 주요 항산화 성분으로 과피에서의 

함유량이 과육보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2~9배 정도 많

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였다(Lee 등 2003; Schieber 등 2003; 
Tsao 등 2003).

한편, triterpenoid 화합물인 ursolic acid는 사과 표면의 

wax 층에서 확인된 pentacyclic triterpenoid로써 사과 과육에는 

거의 없고 사과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항염증, 항균, 
항혈관 신생, 사이토톡신, 심혈관 효과를 포함한 독특하고 중

요한 생물학적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식품의 기능성 소재 및 화장품 제제로 이용할 수 있어 상

업적 가치가 높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Alvarado 등 2015).
우리나라에서의 사과 총생산량은 2017년 기준 약 54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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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톤이며(Statistics Korea 2017), 사과 가공품으로는 주로 음

료나 잼, 건조 사과 등이 있고, 이들 제조시에 대부분 과육만

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공과정 중 기계적으로 발생되는 과피

는 부산물로써 퇴비로 사용되거나, 또는 주스 생산 시 과육

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Henríquez 등 2014). 칠레의 경우, 사과 
가공 시 부산물로 사과 껍질이 1년 동안 대략 9,000톤이 생산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Henríquez 등 2010).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과 껍질로부터 분

말화된 제품들을 개발하여 사과 파이 제조 시 향미 강화를 

위한 첨가물로의 사용 연구 또는 제품개발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추출 용매별 및 사과 부위별로 유효 항산화 물질의 함

량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과 과육, 사과 주스제조시의 부산

물인 사과박 그리고 사과 껍질을 건조한 후 물과 70% 및 100% 
ethanol로 각각 추출하고, 항산화 물질의 함량과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최적의 추출용매 및 부위를 선정하고 

제품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료로 사용한 사과는 2018년도 1월에 충북 충주 원예농

협에서 구입한 후지품종으로 껍질을 제거한 사과 과육, 사과 

껍질을 함유한 채로 juicer기(Hurom, Korea)에서 사과 주스를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된 사과박 그리고 사과 껍질을 각각 

분리한 후 쉽게 건조시키기 위해 잘게 마쇄하고, 60℃의 온도

로 맞춘 convection dry oven에서 건조시킨 후 가정용 mixer기
를 이용하여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건조물에 대하

여 20배량의 물, 70% ethanol 및 100%의 ethanol을 각각 첨가

하고, 실온에서 2시간씩 3회 진탕 추출한 후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Polyphenol 화합물 함량
추출 용매에 따른 사과 부위별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

은 AOAC 법(1995)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추출물 시료 1 mL
에 0.5 mL의 Folin-Denis 시약과 1 mL의 포화 Na2CO3용액, 
7.5 mL의 증류수를 차례로 혼합하여 30분 경과한 뒤 76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였다.

3. Flavonoid 화합물 함량
추출용매에 따른 사과 과육, 사과박 그리고 사과 껍질 내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은 Moreno 등(2000)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즉, 각각의 추출물 시료 0.1 mL에 80% ethanol 0.9 

mL를 가하여 이 혼합액 0.5 mL에 10% alumini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80% ethanol 4.3 mL를 

각각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상온에서 40분간 방치한 후 41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quercetin(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4. Ascorbic acid 함량
용매별로 사과 부위 내 함유되어 있는 ascorbic acid의 함량

은 Park 등(20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물과 70% 또
는 100%의 ethanol로 추출한 추출물 0.2 mL에 10% TCA 용액 

0.8 mL를 넣어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VS-550, 
Vision Scientific Co., Daejeon, Korea), 상등액 0.5 mL, 증류수 

1.5 mL 및 10% Folin phenol reagent 0.2 mL를 차례대로 넣은 

후 혼합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하고, 760 nm(UVIKON xs, 
Northstar Scientific Co., Leeds, UK)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scorbic acid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L-ascorb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5. Ursolic acid 함량
용매별로 사과 부위 내 함유되어 있는 ursolic acid의 함량은 

Helen 등(201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각각의 추출물

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column은 Kromasil 100 C18(250×4.6 mm, 
5 μm, Teknokroma, Sweden)이었으며, 주입량은 10 μL, column 
온도는 room temperature, detector는 2487 dual absorbance de-
tector(Waters, Milford, MA, USA)로 210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85:15 v/v)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항산화 활성
추출용매에 따른 사과 과육, 사과박 및 사과 껍질의 항산

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금

속이온 제거능을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이용하

여 추출물 2 mL를 0.2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Chemical Co.) 2 mL와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방치시

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Electron Donating Ability(EDA, %) =

무첨가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ABTS radical 소거능은 Re 등(1999)의 방법에 따라 7.4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 
Chemical Co.)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제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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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70% ethanol 100% ethanol

Flesh 246.09±33.05cC1) 518.28±34.62bB 794.71±89.48aB

Pomace 389.31±20.01bB 922.87±134.75aB 965.17±123.87aB

Peel 811.15±27.08bA 1,676.78±295.92aA 1,923.91±95.94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and a column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extract of apple 
(Malus domestica cv. Fuji) flesh, pomace and peel by 
solvent extraction (unit: mg%)

Water 70% ethanol 100% ethanol

Flesh  51.44±3.95bC1) 147.52±53.52aB  42.45±4.43bC

Pomace 152.54±23.27bB 242.18±36.03aB 198.15±24.96abB

Peel 412.02±26.83aA 471.78±68.53aA 448.19±126.68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b) and a column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he extract of apple 
(Malus domestica cv. Fuji) flesh, pomace and peel by 
solvent extraction (unit: mg%)

암소에 하루 동안 방치하여 양이온(ABTS․+)을 형성시켰다.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 값이 1.5 이하가 되도

록 희석하고,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위의 시료 추출

액 2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30분 후에 측정

하였다. 이때 양성 대조군으로는 0.1 mM ascorbic acid를 사용

하였다. 딸기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

산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lankOD

Blank OD  Sample OD
× 

금속이온 제거능은 Yen 등(2002)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즉, 위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시료 추출액 1 mL에 

2 mM ferrous chloride와 5 mM ferrozine을 각각 100 μL씩 가

하여 흡광도 값의 조정을 위해 methanol을 일정량 혼합하고, 
1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562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금속이온 제거능을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24.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사용하여 실험구간의 유의성(p<0.05)을 ANOVA로 분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실험군 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또한, 사과껍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들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Polyphenol 화합물 함량
사과의 과육, 사과 주스 제조 시 부산물인 사과박 그리고 

사과 껍질을 각각 건조하고, 추출 용매별로 추출한 후 poly-
phenol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사과 부위별 물 추출 시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은 사과 

껍질 추출물에서 811.15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함유하였

고, 다음으로는 사과박, 과육의 순이었으며, 과육에 비해 껍질

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thanol 추출

에서도 물 추출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과 껍질에서의 함량

이 가장 많았고, 사과박, 과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과 부위

별, 용매별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에서는 물보다는 ethanol 
추출물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ethanol의 농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과에서의 polyphenol 
화합물의 추출을 위해서는 고농도의 ethanol을 활용하는 것

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Park & Kim(2009)은 사과 껍질 내 유효성분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효소반응을 시킨 결과,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이 

효소반응 시 그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실험결과에서 낮

은 함량을 보인 물 추출물의 경우에서는 Park & Kim(2009)의 

연구와 같이 효소처리 등을 활용하여 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Jeon TI(1999)는 사과 껍질을 80% m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이 0.67%라 하여 본 실험결과와 

비교할 때 물 추출물보다도 적은 함량을 보였으며,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뿐만 아니라, 차후 식품 또는 기능성 소재로

서의 활용을 위해 물 또는 ethanol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Kim 등(2014)은 사과, 포도 및 고구마 껍질의 polyphenol 화

합물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사과 껍질이 포도나 고구마 껍질

보다 높은 함량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사과 껍질의 활용도

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Flavonoid 화합물 함량
사과의 과육, 사과박 및 사과 껍질을 각각 건조시키고, 물

과 ethanol로 추출한 후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사과 부위별 물 추출 시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은 사과 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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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70% ethanol 100% ethanol
Flesh 139.77±37.06bB1) 266.08±84.82aB 187.13±27.25abB

Pomace 150.88±30.44aB 243.86±48.27aB 194.15±33.72aB

Peel 264.91±45.11bA 485.96±36.25aA 390.64±63.99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b) and a column 
(A,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Ascorbic acid contents of the extract of apple 
(Malus domestica cv. Fuji) flesh, pomace and peel by solvent 
extraction (unit: mg%)

Water 70% ethanol 100% ethanol
Flesh - - -

Pomace - 15.95±0.25aB1) 15.44±1.10aB

Peel - 31.07±0.36bA 32.04±0.25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b) and a column 
(A,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Ursolic acid contents of the extract of an apple 
flesh (Malus domestica cv. Fuji), pomace and peel by solvent 
extraction (unit: mg/g) 

질에서는 412.02 mg%로 과육 및 사과박에 많은 함량을 함유

하였으며, 사과 과육 및 사과박에 비해 약 3~8배 가량 flavonoid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 및 100 % ethanol 추출물

에서는 물 추출물에서와 같이 사과 껍질에서 그 함량이 가장 

높았고, 사과박, 과육의 순이었으며, 추출용매에 따른 fla-
vonoid 화합물의 함량은 70% ethanol이 100% ethanol 추출물

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70% 내외의 ethanol
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Youn 등(2017)은 사과 껍질을 동결건조, 열풍건조 및 초미

세분말시료로 제조하여 물과 20~100%의 methanol로 추출한 

후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물보다는 methanol 
추출 시 그 함량이 높았고, 특히 60% methanol로 추출할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용매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물보다는 alcohol로 추출할 때가 효과적임

을 알 수 있었고, 차후 사과 껍질을 이용한 식품 또는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을 위해 methanol보다는 ethanol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Jeon 등(2012)은 양파껍질 추출물에서의 flavonoid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ethanol 농도를 50~70%로 하여 추출한 경

우, 65~70% 농도 구간에서 추출온도에 상관없이 flavonoid 함
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결과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Ascorbic acid 함량
사과 과육과 사과 주스 제조 시 부산물인 사과박 및 사과 

껍질을 각각 건조하고, 추출 용매별로 추출한 후 ascorbic acid
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물 추출물의 경우, ascorbic acid의 함량은 사과 껍질 건조

물에서 264.91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함유하였으며, 다음

으로는 사과박, 과육의 순이었다. Ethanol 추출에서도 물 추출

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과 껍질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보

였다. 특히 용매별 함량을 비교해 보면 물 추출물보다는 70% 
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가 ascorb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100%의 ethanol, 물 순으로 사과에서의 flavonoid 
화합물과 함께 ascorbic acid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70% 

ethanol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4. Ursolic acid 함량
사과를 과육, 사과박 및 사과 껍질을 각각 분리하여 건조

시키고, 물과 70% 및 100%의 ethanol로 추출한 후 ursolic acid
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과 과육의 경우, 물과 ethanol 추출 시 ursolic acid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과박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지만, ethanol 추출물에서는 ethanol 농도에 따라 

각각 15.95 및 15.44 mg/g으로 ursolic acid를 함유하고 있었다. 
사과 껍질에서의 ursolic acid 함량은 물 추출시에는 과육이나 

사과박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았지만, ethanol 추출 

시에는 각각 31.09 및 32.04 mg/g으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

내어 ursolic acid는 사과 껍질 내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

임을 알 수 있었으며, 사과박의 경우, 사과 주스 제조 시 남

은 물질로 사과 껍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rsolic acid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rsolic acid는 사과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있으며, 항염증, 

항균활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Alvarado 등 2015), 현재 버려지고 

있는 사과 껍질에 70% 내외의 ethanol을 활용하여 추출할 경

우, ursolic acid 뿐만 아니라, polyphenol 화합물, flavonoid 화
합물 및 ascorbic acid의 함량을 높일 수 있어 기능성 식품 

소재 또는 화장품 제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5. 항산화 활성
사과를 과육, 사과박 및 사과 껍질을 각각 분리하여 건조

시키고, 물과 ethanol로 추출한 후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금속이온 제거능을 통한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는 과육, 사과

박, 사과 껍질의 순으로 껍질이 가장 높았으며, 껍질에서의 소

거능은 과육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thanol 



이경행 윤예지 권혜원 이은현 한국식품영양학회지862

Water 70% ethanol 100% ethanol

DPPH scavenging activity

Flesh 39.11±7.19cC1) 83.61±0.35aB 51.45±4.13bB

Pomace 47.74±1.79bB 74.12±1.61aC 37.61±5.61cC

Peel 88.28±0.33bA 91.52±0.81aA 91.34±0.73a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lesh 5.99±0.32cC 17.68±0.53aC 10.12±0.16bB

Pomace 14.15±0.49bB 22.58±0.40aB 14.75±0.64bB

Peel 29.77±0.99bA 53.11±0.57aA 36.14±6.59bA

Metal chelating activity

Flesh -  7.09±4.24aA 11.46±2.18aA

Pomace  0.46±3.02cB  7.49±2.36bA 12.72±1.10aA

Peel  2.58±1.30bA  7.44±1.32abA 12.44±4.18a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and a column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xtract of apple flesh (Malus domestica cv. Fuji), pomace and peel by solvent 
extraction (unit: %)

　 Polyphenols Flavonoids Ascorbic
acid

Ursolic
acid

DPPH radical 
scavenging

ABTS radical 
scavenging

Metal
chelating 

Polyphenols 1.0000
Flavonoids 0.2313 1.0000

Ascorbic acid 0.7630* 0.3604 1.0000

Ursolic acid 0.9408* 0.3075 0.8123** 1.0000
DPPH radical scavenging 0.7909 0.3260 0.7154* 0.9382** 1.0000
ABTS radical scavenging 0.4871 0.1774 0.7290* 0.6613 0.7139* 1.0000

Metal chelating 0.8137** 0.4310 0.5504 0.7695* 0.6197 0.0881 1.0000
Significant at * p<0.05, ** p<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ntioxidant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apple peel

추출의 경우에서도 껍질에서의 소거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70% 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가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추출물 모두에서 사과 껍질에

서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70% ethanol을 이용

하여 추출하였을 때가 물 또는 100% 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 

보다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금속이온 제거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 추출물에서는 활

성이 거의 없었고 70% 및 100% ethanol 추출시에는 과육, 사
과박 및 껍질 모두 약간의 활성을 나타내긴 하였지만, 라디칼 

소거능보다는 매우 약한 활성인 것으로 나타나 사과의 항산

화활성은 금속이온 제거능보다는 라디칼 소거능이 높고 사

과 껍질이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im 등(2014)은 사과껍질, 포도껍질, 고구마 껍질의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사과 껍질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고 하여 본 실험에서의 사과껍질의 항산화 활성이 있

음과 일치하였다.
사과 껍질에서의 각 성분들과 항산화 활성에 대한 상관분

석(Table 6)에서는 ursolic acid와 DPPH 라디칼 소거능 간의 
r값이 0.93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ascorbic acid가, 금속이온 제거능에서는 poly-
phenol 화합물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ursolic acid는 타 성분들보다 덜 알려진 성분으로 

항산화 활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과부위별 주요 항산화 성

분 및 기능성 성분인 ursolic acid 함량은 물보다는 ethanol에
서 많았으며, 사과 껍질에서 그 함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항산화 활성에서도 ethanol 추출물이, 그리고 사

과 껍질이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버려지고 있는 사과 

껍질의 식품 또는 의약품 등의 소재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과 과육과 사과 주스제조시의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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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과박 그리고 사과 껍질을 건조한 후 용매별로 추출하고, 
polyphenol 화합물, flavonoid, ascorbic acid 및 ursolic acid 등의 

항산화 물질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최적의 용매 

및 부위를 선정하고 제품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은 100%의 ethanol로 추출하였

을 때 가장 함량이 높았고, 특히 사과 껍질에서의 함량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lavonoid 화합물의 함량은 사과 

껍질에서가 과육 또는 사과박에 비해 약 3~8배가량 그 함량

이 높았으며, 70% ethanol을 용매로 하였을 때가 가장 높은 함

량을 보였다. Ascorbic acid 함량은 사과 껍질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사과박, 과육의 순이었다. Ascorbic acid
의 추출 용매로는 물보다는 70% 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가 

ascorbic acid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rsolic acid의 

함량에서는 사과 과육에서는 물과 ethanol 추출 시 ursolic acid
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과박 및 사과 껍질의 경

우, 물 추출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ethanol로 추출하였

을 때 검출되었으며, 그 함량은 껍질에서가 가장 많이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산화 활성의 경우,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 70%의 ethanol 추출 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속이온 제거능에서는 

라디칼 소거능에 비하여 약한 활성을 나타내어 사과에서의 

항산화 활성은 금속이온 제거능보다는 라디칼 소거능이 높

고 사과 껍질이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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