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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처리한 진피의 생리활성
박혜원․이승철
경남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Physiological Activities of Enzyme-Treated Citrus sunki Hort. Tanaka Peel
Hye-Won Park and Seung-Cheol Lee
School of Bioconvergence,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Commercial enzymes namely Celluclast, Pectinex, and Viscozyme were treated with Citrus sunki Hort.
Tanaka peel (CP), and the extraction yield, total phenolic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itrite scavenging activity,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ion activity, and the effect on the
alcohol metabolic enzyme activity of the CP reactants were determined. As a result, Celluclast was selected as an
appropriate enzyme to increas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CP. The optimal reaction conditions were found to be
a pH of 4.5, at 50°C for 48 h.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enzyme treatment method can help 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using CP.
Key words: Citrus sunki Hort. Tanaka peel, enzyme treatment, Celluclast, ACE inhibition activity

서

론

알려져 있다(Cha와 Cho, 2001; Ratty와 Das, 1988). 이에
따라 불용성의 고분자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의 생체 이용

감귤류(Citrus)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 플라보노이드를

률을 높이기 위해 가열, 효소 반응, 마이크로파 처리 등 다양

비롯한 페놀 화합물, 카로티노이드와 리모노이드 등의 테르

한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Huang 등, 2006; Ahn 등, 2005;

페노이드를 포함하여 약 170여 개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을

Hayat 등, 2009). 효소는 안정적으로 식물 세포벽의 구성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ou 등, 2016). 예부터 한의

성분을 분해하여 수율 및 여과성을 증대시키고, 생리활성

학에서는 천식, 가래, 위장장애,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다

물질의 용출을 도우며, 고분자 화합물을 저분자 형태로 전환

고 하여 감귤의 과피를 말려 약재로 사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시킬 수 있어 식품가공 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Park

제주 자생종인 진귤(Citrus sunki Hort. Tanaka)의 과피를

과 Kim, 2009; Park 등, 2019). 최근 효소를 이용한 기능성

으뜸으로 하였으며 이를 진피라 한다(Chung 등, 2000). 산

물질 추출에 대해 노니주스의 스코폴레틴 함량 증가(Kim

귤이라고도 불리는 진귤의 과피(진피)는 일반 감귤의 과피

등, 2020), 토마토의 라이코펜 추출 수율 증가(Choudhari와

에 비해 감귤류 특유의 hesperidin, naringin, tangeretin,

Ananthanarayan, 2007) 및 사과껍질로부터 총 페놀 함량

nobiletin 등의 polymethoxyflavones(PMFs)와 각종 페놀

증가에 따른 항산화 활성 증가(Park과 Kim, 2009)가 보고

화합물을 더 많이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와 Lee,

되었다. 또한 효소를 이용하여 감귤 과피에 존재하는 배당체

2015; Hyon 등, 2010).

형태의 플라보노이드를 aglycone 형태로 전환시켜 유용 생

그러나 대부분의 유용 생리활성 물질들은 주로 식물 세포
벽의 구성 성분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플라보노이

리활성 성분의 추출성을 증진시켰다고 보고되었다(Ahn 등,
2005; Park 등, 2019).

드 화합물은 전체 중 약 50~80%가 배당체 형태로 체내에서

본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분해와 관련한 상업용 효소를 진

활용되기 어려우며, 비배당체 형태에 비해 생체 이용률 및

피에 처리하여 그 분해물의 생리활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

항산화, 항염, 항암, 지질과산화억제 활성 등이 낮은 것으로

해 진피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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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hang(2002)의 방법을 참고하

재료 및 시약

여 측정하였다. 효소 처리 진피 시료 0.5 mL에 95% ethyl

본 실험에 사용된 진피는 제주다복산물 농장에서 2019년

alcohol 1.5 mL와 10% AlCl3, 1 M potassium acetate 0.1

1월 수확된 진귤(Citrus sunki Hort. Tanaka)을 구입하여

mL, 증류수 2.8 mL를 넣고 혼합하여 25°C에서 30분간 반

과피를 모은 뒤 상온에서 5일간 자연 건조시킨 것을 사용하

응시킨 뒤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값을 quercetin으

였다. 진피는 곱게 분쇄하여 35 mesh 체에 거른 후 통과한

로 작성한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quercetin 당량(QE/mL)으

분말을 -70°C deep freezer에 보관하면서 시료 제조에 사

로 나타내었다.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효소는 액상 타입의 Celluclast®
1.5L(cellulase), Pectinex® Ultra SP-L(Pectinase mix),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Viscozyme® L(Carbohydrase mix)로 Novozyme Co.

효소 처리 진피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Jeong

(Bagsvaerd, Denmark)에서 구입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등(2004)의 방법에 따라 시료 0.1 mL에 0.041 mM DPPH

acetaldehyde,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al-

0.9 mL를 넣어 섞고, 상온에서 30분간 암반응한 뒤 517

cohol dehydrogenase(ADH), ascorbic acid, captopril,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구는 ascorbic acid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ethyl acetate,

를 사용하였으며, 음성대조구로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사용

ethanol, Folin-Ciocalteu reagent, gallic acid, HCl, hip-

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아래의 식과

puryl-L-histidyl-L-leucine(HHL), 2-mercaptoethanol,

같이 계산하였다.

+

methyl alcohol, NAD , 1-naphthylamin, quercetin, rabbit lung acetone powder, Tris(hydroxymethyl)-amino-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DPPH 라디칼
×100
＝ 1－
소거 활성(%)
시료 무처리구의 흡광도

(

)

methane은 Sigma-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외의 시약은 분석용 특급 이상
을 사용하였다.

아질산염 소거 활성
아질산염 소거 활성(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은
Kato 등(1987)의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시

효소 처리 진피 시료 제조

료 1 mL를 1 mM NaNO2 1 mL와 혼합한 뒤 HCl 또는 cit-

초기 효소 처리 실험에서는 진피 분말 1 g에 증류수 99

rate buffer(pH 1.2, 3.0, 6.0) 8 mL를 가하여 37°C에서

mL를 넣고, pH를 4.5로 맞춘 뒤 각 효소 1 mL를 넣은 것을

1시간 반응시켰다. 이 용액 1 mL에 2% acetic acid 2 mL

100 rpm, 50°C의 진탕배양기(Daewon Science, Bucheon,

및 Griess reagent 0.4 mL를 가하여 상온에서 15분간 반응

Korea)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90°C에서 10분간 가

시킨 뒤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

열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후 Whatman No. 1 여과지

활성에 대한 반응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Whatman, Maidstone, UK)로 감압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원심분리(4°C, 10 min, 5,000 rpm)하여 얻은 상징액을 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아질산염
＝ 1－
소거 활성(%)
시료 무처리구의 흡광도

(

)×100

종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실험에서 적합 효소를
정한 뒤, 해당 효소와 진피 간의 최적 반응조건을 구하기

ACE 저해 활성

위하여 단계별로 pH(4.5, 5.0, 5.5, 6.0), 온도(50°C, 55°C,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은

60°C), 시간(12 h, 24 h, 36 h, 48 h)을 달리하여 효소를

Cushman과 Cheung(1971)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

처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시료를 제조하였다.

저 1 g의 rabbit lung acetone powder에 50 mM sodium
borate buffer(pH 8.3) 20 mL를 넣고 4°C에서 24시간 교

총 페놀 함량

반한 후, 10분간 원심분리(4°C, 5,000×g)하여 ACE 조효소

효소 처리 진피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Gutfinger

액을 얻었다. 이후 각 농도로 희석한 시료 50 µL에 ACE

(1981)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1 mL에

조효소액 50 µL를 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방치 후, 5 mM

2% Na2CO3 1 mL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뒤

의 HHL 100 µL를 첨가하여 다시 37°C에서 60분간 반응시

50% Folin-Ciocalteu 시약 0.2 mL를 첨가하여 20분간 암

켰다. 이에 1 M HCl 250 µ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반응 시켰다. 그 후 1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ethyl acetate 0.5 mL를 첨가하여 30초간 교반하고 원심분

상등액을 분리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리(4°C, 10 min, 5,000×g)하였다. 여기서 얻은 상징액 200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GA)를 사용하여 작성한 표준

µL를 80°C에서 30분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증류수 1 mL를

농도곡선으로부터 환산하여 GA 당량(GAE/mL)으로 산출

가하여 균질화 시킨 것을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하였다.

다. 양성 대조구로는 captopril을 사용하였으며, ACE 저해
활성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효소 처리한 진피의 생리활성

(

ACE 저해 활성(%)＝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처리구의 흡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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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iesterase를 함유하며 최적 조건은 pH 4.5 부근으로
50°C이고, Viscozyme은 arabanase, cellulase, β-glucanase, hemicellulase 및 xylanase 등을 함유한 탄수화물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ADH) 활성

가수분해 효소 복합물로써 pH 3.5~5.5, 25~55°C에서 잘

효소 처리 진피 시료의 A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작용한다(Novozyme, 2021). 이들 3종류의 상업용 효소가

은 Bergmeyer(1974)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진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pH 4.5, 50°C 조건에서

증류수 0.7 mL에 1.0 M Tris-HCl buffer(pH 8.8) 0.38

24시간 반응시킨 후, 그 분해물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

mL, 20 mM NAD 0.15 mL, 0.2 M ethanol 0.15 mL를

나타내었다.

가하고, 시료 50 µL를 첨가하여 섞은 후, 25°C 항온수조에

추출 수율: 효소 처리 진피 시료의 추출 수율을 분석한

서 10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ADH(0.25 unit/mL) 27.5 µL

결과 모든 시료는 60% 이상이었으며 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를 넣고 25°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340 nm에서 흡광도

대조구(52.00%)에 비해 수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Visco-

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구로는 Hepos를 사용하였으며, 상

zyme 처리군이 77.32%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으며, Cel-

대 활성(%)을 나타내기 위한 음성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

luclast 처리군도 75.49%로 비교적 높았다. 일반적으로 식

수를 사용하였다. ADH 활성은 아래 식으로 구하였다.

물의 세포벽에는 cellulose, hemicellulose, pectin 등이 함

실험구의 최대 흡광도
×100
대조구의 최대 흡광도

유되어 있으며, 감귤 과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

(

ADH 활성(%) ＝ 1－

)

섬유가 각 1.09%, 4.77%, 총 식이섬유 5.86%를 함유한다
(Eun 등, 1996). Lee 등(2007)은 감귤 과피에 Viscozyme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활성

을 처리한 결과 효소가 처리됨에 따라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

효소 처리 진피 시료의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으로 유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진피의 경우에는 Visco-

은 Koivula와 Koivusalo(197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zyme과 Celluclast가 고형분 추출에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이 증가하며,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한 기능성 성분이 효과적

1.0 M Tris-HCl buffer(pH 8.0) 0.15 mL와 증류수 1.05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각 효소가 진피 시료

+
mL에 20 mM NAD 50 µL, 0.1 M acetaldehyde 50 µL,

의 주요 기능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3.0 M KCl 50 µL, 0.33 M 2-mercaptoethanol 50 µL를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한 뒤, 시료 50 µL를 혼합하여 25°C에서 10분간 방치하

효소를 처리한 진피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Viscozyme

였다. 이에 ALDH(0.1 unit/mL) 50 µL를 가하여 다시 25°C

(435.87 µg GAE/mL), Pectinex(411.37 µg GAE/mL),

에서 15분간 반응시킨 것을 340 nm에서 측정하였다. 음성

Celluclast(403.03 µg GAE/mL)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조

대조구와 양성 대조구 및 ALDH 활성의 계산 방법은 ADH

구(141.20 µg GAE/mL)보다 유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활성과 동일하다.

Park 등(2019)은 감귤 과피에 Viscozyme과 Pectinex를

(

ALDH 활성(%) ＝ 1－

실험구의 최대 흡광도
×100
대조구의 최대 흡광도

)

처리하였을 때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Zheng 등(2009)은 탄수화물 가수
분해 효소를 사용하여 미숙 사과를 추출한 결과 Visco-

통계 처리

zyme, Pectinex, Celluclast 순으로 페놀이 많이 용출되었

모든 분석은 각 시료당 3 반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IBM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SPSS Statistics 23.0(SPSS, Armonk, NY, USA)의 Dun-

일반적으로 진피의 우수한 생리활성은 이에 다량 함유된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ferulic acid, coumaric acid, vanillic acid 등의 phenolic

분석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일변량 분석과

acids와 각종 플라보노이드가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

다(Hayat 등, 2009; Hyon 등, 2010). 그중에서도 감귤류

하였다.

특유의 플라본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항염, 항산
화, 항암 등의 활성을 나타내며, 특히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

결과 및 고찰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등, 2000; Yu
등, 2014). 효소 처리에 따른 진피 시료의 총 플라보노이드

Celluclast, Pectinex, Viscozyme으로 처리한 진피의 특성

함량은 효소가 처리되지 않은 대조구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식물의 유용 물질 추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탄수

량이 19.12 µg QE/mL일 때, Celluclast를 처리한 진피 시료

화물 분해와 관련한 상업용 효소 Celluclast, Pectinex,

가 29.12 µg QE/mL로 가장 우수한 함량을 나타내었고,

Viscozyme으로 진피를 처리하였다. Celluclast는 cellu-

Viscozyme과 Pectinex 처리군의 경우 각각 17.74 µg QE/

lase를 주된 효소로 함유하고, 최적 조건은 pH 4.0~6.0, 50

mL, 17.32 µg QE/mL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플라보노이드

~60°C이다. Pectinex는 pectinase, pectintranseliminase,

용출성을 보였다. Park 등(2019)은 감귤 과피에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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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였을 때 주요 플라보노이드인 heperidin과 narirutin의 함량은 비배당체로 분해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Ruviaro
등(2019)에 따르면 Celluclast의 처리는 감귤류의 부산물에
서 대조군 대비 narirutin 함량이 약 4.7배, hesperidin 함량
약 2.4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Celluclast가 페놀성
화합물을 추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항산화 활성: 각 시료의 항산화능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소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82.77%일 때 Celluclast 처리군이 85.41%로 가
장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그 외 Viscozyme, Pectinex 처리군이 각각 84.46%, 82.62%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양성대조구인 ascorbic acid의 경우 10 µg/mL의
농도일 때 27.33%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
다. 효소를 처리함에 따라 진피 추출물은 대조구에 비해 라
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식물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은 플라보노이드
나 이를 비롯한 페놀성 화합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결과는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Lee
등(2012)은 귤껍질을 포함한 각종 과일껍질의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폴리페놀 화합물에 기인한다기
보다 자체 내 함유된 비타민 C와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감귤류의 과육에는 16.78~58.30 mg/100 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며(Najwa와 Azlan, 2017), 과육
과 껍질의 비타민 C 함량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Elkhatim 등, 2018). 또한 Yoo와 Moon(2016)은 감귤 껍
질에 대해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었으며, 감귤 과피 100 g당 총 카로티노이드 60.1
mg, 비타민 C 74.6 mg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진피 시료의 우수한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은 페놀 화합물보다 비타민 C나 카로티노이드와 같
은 항산화 물질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질산염 소거 활성: 각 효소 처리 시료의 아질산 소거능
(NSA)은 무처리 대조군에 비하여 모두 우수한 소거능을 나
타냈으며 pH 영역이 낮을수록 더 높은 소거 활성을 보였다.
특히 산성영역인 pH 1.2와 3.0에서 Viscozyme 처리군이
41.35~54.44%의 가장 우수한 아질산 소거능을 보였으며,
pH 6에서는 Pectinex 처리군(12.03%)과 Celluclast 처리
군(10.86%)이 우수한 아질산 소거 활성을 보였다. 질산염은
주로 채소류 및 육류가공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 다량
축적될 경우 methemoglobinemia 등의 중독 증상과 아질산
염, 제 2급 및 제 3급 아민과의 nitrosation을 일으켜 발암물
질인 N-nitrosamine을 생성한다(Kang 등, 1996). 이러한
nitrosation은 위장 내부와 같은 산성조건에서 더 쉽게 일어
날 수 있다. Cooney와 Ross(1987)에 의하면 각종 페놀성
화합물은 특히 산성조건에서 nitrosating agents에 의해
quinone 물질로 산화되어 아민류와 반응하는 nitrite를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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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e oxide로 변환시킴으로써 nitrosation 반응을 강력하게

216.35%였다. Viscozyme과 Pectinex 처리구는 무처리구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효소 처리한 진피 시료의

보다 유의적으로 ADH, ALDH 효소 활성을 높이지 못하였

우수한 아질산 소거능은 효소 처리에 따라 용출된 다양한

으나 Celluclast를 처리한 진피 시료의 경우 ADH 활성

페놀성 물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343.67%, ALDH 활성 246.94%로 증가하였다. 이는 양성

ACE 저해 활성: ACE(dipeptidyl carboxypeptidase)는

대조구인 Hepos 원액(ADH 298.48%, ALDH 170.41%)보

Angiotensin I을 혈관 수축제로 작용하는 Angiotensin Ⅱ로

다 더 뛰어난 수준이었다. Hwang 등(2010)은 진피를 포함

전환시키는 효소로, renin-angiotensin system(RAS)에서

하는 한방음료의 우수한 알코올 대사 효소 활성과 간 기능

혈압조절과 심혈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고혈압의

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Cui 등(2007)은 유산균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Li 등, 2004). 효소를 처리한

효모를 사용하여 제조한 진피 발효물이 우수한 ADH, ALDH

진피 추출물의 항고혈압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CE 저해

활성과 간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편, 진피와 달리 일반적인 감귤의 과피는 ADH와 ALDH

Celluclast 처리구가 45.16%로 가장 우수한 저해 활성을 보

활성을 유의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였고, Viscozyme, Pectinex 처리구가 각 40.91%, 36.32%

(Do 등, 2017; Hwang 등, 2019). 진피는 일반 감귤 과피에

의 ACE 저해 활성을 보였다. 이 중 가장 우수한 ACE 저해

비해 naringin 및 polymethoxyflavones(PMFs)와 같은 감

활성을 보인 Celluclast 처리구는 무처리 대조구(13.21%)

귤류 특유의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그 외 페놀 화합물, 조단

대비 약 3.4배 더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양성 대조

백질, 조회분 함량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인 captopril과 비교하였을 때 0.3 µg/mL 농도의 저해

(Choi 등, 2007; Hwang 등, 2013; Hyon 등, 2010). 특히

활성(45.31%)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Lee 등(2007)은 효소

진피에 다량 함유된 naringin은 ADH, ALDH 활성 모두를

를 처리하지 않은 감귤(C. unshiu) 과피 플라보노이드 추출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며, hesperidin은 ADH 활성, rutin은

액(10 mg/mL)의 경우 5.26%의 낮은 ACE 저해 활성을 보

ALDH 활성을 크게 증가시켜 알코올성 신경 독성으로부터

였으나, Viscozyme을 처리하면 동일 조건에서 71.15%의

세포 보호효과를 가진다(Seo 등, 2003; Kim 등, 2006;

높은 AC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Song 등, 2014). 따라서 진피에 함유된 일부 플라보노이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합물들이 알코올 분해대사 효소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으

일반적으로 ACE 저해제와 관련하여 각종 peptide 및 페
놀성 화합물, 키토산 올리고당, benzyl succinate 유도체

로 추측되며, Celluclast가 이러한 유용 성분들을 가장 효과
적으로 용출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이 우수한 ACE 저해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관관계: 각기 다른 효소를 처리한 진피 추출물의 총 페

(Li 등, 2004; Hong 등, 1998; Choi 등, 2000; Vázquez-

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아

Valadez 등, 2013). Hidalgo 등(2012)에 따르면 페놀성 화

질산염 소거 활성 그리고 ACE 저해 활성 및 ADH, ALDH

합물은 O-glycoside 구조 및 hydroxyl 그룹에 의해 ACE

효소 활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

중심 내 아연 원자와 킬레이트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ACE

다. 그 결과 ADH와 ALDH 효소 활성간의 상관계수가 0.976

저해 활성을 나타낸다고 하며 caffeic acid와 gallic acid,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총 플라보노이드

coumaric acid 등의 일부 페놀산 및 flavane-3-ols를 포함

함량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효소 처리한 진피

하는 페놀 화합물이 우수한 ACE 저해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출물의 우수한 알코올 대사 효소 활성은 진피 내 함유된

보고되어 있다(Lacaille-Dubois 등, 2001). 따라서 본 연구

naringin, hesperidin, rutin 등의 플라보노이드류에 큰 영향

의 진피 시료에서 나타난 ACE 저해 활성은 효소가 처리됨에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 용출된 진피의 페놀성 화합물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유추된다.

한편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에 대한 상관계수가 각각 0.454, 0.659로 나

알코올 분해대사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ADH(alcohol

타나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Lee 등(2012)의 보고에

dehydrogenase)와 ALDH(aldehyde dehydroganase)는

따르면 감귤류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페놀성

간에 존재하는 알코올 분해대사의 주요 효소로, ADH에 의

화합물보다 자체 내 함유된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과 더

해 체내로 들어온 알코올이 acetaldehyde로 분해되고, 이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 Caro 등(2004)

다시 ALDH가 acetic acid로 산화시킨다. 효소 처리한 진피

도 감귤류의 항산화 능력이 플라바논 배당체의 존재보다는

추출물이 알코올 분해대사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비타민 C 함량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하기 위하여 ADH 및 ALDH 활성을 측정하여 Table 1에

아질산염 소거 활성은 총 페놀 함량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

나타내었다. 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음성 대조구의 효소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henolic acids 대부분 우수한

활성을 100%라고 하였을 때, 진피 시료 모두 100% 이상의

아질산 소거능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낮은 na-

우수한 ADH, ALDH 활성을 나타내었다. 효소를 처리하지

ringin, hesperidin 등 일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아질산

않은 진피 시료의 경우 ADH, ALDH 활성은 각각 320.33%,

소거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Kang 등(1996)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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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nalysis in TPC, TFC, DPPH RSA, NSA, ACE IA, ADH, and ALDH of Citrus sunki (Hort. Tanaka) peel
extracts treated with enzymes
TPC
TFC
DPPH RSA
NSA
ACE IA
ADH
ALDH

TPC

TFC

DPPH RSA

NSA

ACE IA

ADH

ALDH

1

0.136
1

0.454
0.659*
1

0.891**
−0.269
0.250
1

0.954**
0.406
0.641*
0.750**
1

−0.352
0.873**
0.427
*
−0.681
−0.068
1

−0.154
0.948**
0.572
−0.517
0.138
0.976**
1

TPC, total phenolic content; TFC, total flavonoid content; DPPH RS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SA, nitrite scavenging
activity; ACE IA, ACE inhibition activity; ADH, alcohol dehydrogenase activity; ALDH, acetaldehyde dehydrogenase activity.
*
P<0.05, **P<0.01.
유사하였다.

가장 높은 함량(409.90 µg GAE/mL)을 보였다. 한편 총 플

ACE 저해 활성의 경우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모

라보노이드 함량은 55°C 반응구(29.05 µg QE/mL), 50°C

두에 영향을 받았으나 총 페놀 함량과의 상관계수가 0.954

반응구(26.11 µg QE/mL), 60°C 반응구(23.16 µg QE/mL)

로 플라보노이드보다 더 우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순으로 나타나 55°C에서 가장 우수한 함량을 보였다. ADH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CE 저해 활성이 강화

효소 활성 또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동일한 55°C 반응

되었다는 Kessy 등(2018)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플라보

구(344.20%)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50°C와 유의

노이드 및 페놀성 화합물의 ACE 저해 활성을 위한 킬레이트

적인 차를 보이진 않았다. 이들을 제외하고 DPPH 라디칼

생성은 페놀성 수산기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Lacaille-

소거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 활성을 비롯한 모든 분석에서는

Dubois 등(2001)의 보고를 근거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Cellu-

나타난 ACE 저해 활성은 진피의 페놀성 화합물이 크게 기인

clast를 처리하여 진피 추출물을 제조할 때의 반응 온도는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50°C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적 추출 시간: Celluclast를 처리한 진피의 최적 추출

Celluclast 처리 조건 검토

시간 설정을 위해 12~48 h의 조건에서 진피 시료를 제조하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진피의 생리활성 추출에 유리한

였다. 그 결과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출 수율은 48

Celluclast를 선택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처리하여 최적의

h 처리하였을 때 81.16%로 가장 높은 수율을 얻었으며 추출

조건을 구하였다.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율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DPPH

최적 pH: Celluclast의 반응 추천 범위인 pH 4.5~6.0

라디칼 소거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 활성은 추출시간이 증가

사이의 4가지 조건에서 효소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Table

할수록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으로 큰 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출 수율은 pH 4.5일 때 75.83%로

이는 아니었다. 이들을 제외한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

가장 높았으며, pH가 증가할수록 추출 수율이 감소하는 모

노이드 함량, ACE 저해 활성 그리고 ADH, ALDH 효소 활성

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ho와 Yoo(1997)가 양파에

은 모두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

Celluclast와 Pectinex를 처리하였을 때 나타난 pH의 영향

였다. 특히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경우 48 h 처리구(51.38

과 일치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µg QE/mL)는 12 h 처리구(26.42 µg QE/mL) 대비 약 2배

은 pH가 낮을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질산염

가량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ACE 저해 활성은 약 1.3배 증가

소거 활성과 ACE 저해 활성 또한 pH가 낮을수록 활성이

한 모습을 보였다. Ahn 등(2005)에 의하면 효소 처리의 시

높게 나타나 pH 4.5에서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귤 추출물의 naringenin과 hespere-

한편 알코올 분해대사의 주요 효소인 ADH와 ALDH 활성

tin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4~48 h 처리 시

및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유의적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

배당체에서 aglycone 형태로의 전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지 않았으나 이들 또한 pH 4.5에서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진피의 기능성 추출을 위한 효소

보였다.

Celluclast의 최적 반응시간은 48시간이 적합할 것으로 보

최적 온도: Celluclast의 반응 추천 온도 범위 내(50, 55,

인다. 이상에서 확인한 진피에 대한 Celluclast의 최적 처리

60°C)에서 제조한 진피 시료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

조건(pH 4.5, 50°C, 반응시간 48 h)에서 제조한 진피 시료

다. 추출 수율은 50°C에서 76.49%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

는 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하여 총 페놀 및 플라

였으며, 55°C에서는 74.16%, 60°C에서는 66.83%의 수율

보노이드의 함량이 약 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ACE 저해

을 나타내어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였다. 총 폴리페놀

활성에서는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함량에서 또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어 50°C 처리구에서

효소 처리한 진피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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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진피(진귤 과피)에 상업용 효소 Celluclast, Pectinex, Viscozyme을 처리하여 추출 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
활성, ACE 저해 활성, 알코올 분해대사 효소 활성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을 나타낸 효소는 Celluclast였으며, 진피와 Celluclast간의 최적 조건은 pH 4.5,
온도 50°C, 처리시간 48 h였다. Celluclast를 활용한 효소
처리는 진피의 생리활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특히
ACE 저해 활성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효
소 처리 방법이 진피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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