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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and compare the antioxidant properties and phenolic composition of 80%
methanol and aqueous extracts of three different varieties of beet (red, golden, and Chioggia). The yield of extracts
was the highest in the 80% methanol extract of the golden beet.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80% methanol extracts of red beet, 8.24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 and 0.73 mg quercetin
equivalent (QE)/g, respectively. The antioxidant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four different assays including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ron chelating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In all the assays except
for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80% methanol extract of red beet showed the highest activity. To confirm
the presence of antioxidant compounds, the individual phenolic compounds were detected using a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diode-array detection (HPLC-DAD). The main phenolic constituent detected in
the extracts was epicatechin, and the 80% methanol extract of red beet showed the highest content of epicatechin
at 16.60 mg/100 g. Moreover,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and cinnamic acid were also
detected. Gallic acid was highly correlated with nitrite scavenging activity (P<0.001). These results appear to enhance
the value of domestic beets as food ingredients exhibiting antioxidan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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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활성 물질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hasemzadeh 등, 2016; Jain 등, 2019). 페놀 화합물은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reactive oxy-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가장 풍부한 식물성 2차 대사산

gen species, ROS)는 체내 세포 반응을 조절하는 신호가

물로 하나 이상의 하이드록실 치환체가 있는 방향족 벤젠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생성된 ROS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고리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항산화를 포함한 항알레르기, 항

유발하여 단백질의 변성과 지질 과산화를 초래하고 세포막

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rrain 등, 2013).

의 손상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노화를 촉진하기도

비트(Beta vulgaris L.)는 명아주과의 두해살이풀로 원산

하며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질환,

지는 유럽 남부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재배가 쉽고 식물

만성 질환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전체를 식용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작물이다

된다(Lee 등, 2004). 따라서 ROS를 제거하기 위해 합성 항

(Yi 등, 2017). 칼로리가 낮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

산화제를 개발하였으나 독성의 문제로 기피하게 되었으며,

한 비트는 독특한 색과 쌉쌀한 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샐러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식물에 존재하는 2차 대사산물의 생리

나 장아찌, 주스, 피클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으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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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Jang 등, 2009). 특히 비트에 함유된 천연색소인 베탈

10배 부피의 증류수 또는 80% 메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레인은 베타시아닌계의 적색색소와 베타잔틴계의 황색 색

24시간 동안 진탕항온수조(BS-21, JEIO Tech., Seoul,

소가 혼합되어 있어 품종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나타낸다

Korea)로 교반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난 추출물을 원심분리

(Stintzing 등, 2002; Gasztonyi 등, 2001). 알칼로이드의

(Avanti J-26 XPI, Beckman Coulter, Brea, CA, USA)하

일종인 베탈레인은 phenol group과 cyclic amine group으

여 상등액을 취한 후 여과(Whatman No. 1, Whatman In-

로 구성되어 있어 ROS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DNA

ternational Ltd., Maidstone, UK)하였다. 이 여과액을 감

및 지단백질에 대한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압농축(R-210, Buchi, Flawil, Switzerland)하여 용매를 제

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 및 항암 효과가 보고

거하였으며, 동결건조(FD-5512, Ilshin Lab Co., Ltd.,

되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트를 정제하여 건강 기능 식품으

Gyeonggi, Korea)하여 분말화한 것을 항산화 활성 실험에

로 판매하기도 한다(Kanner 등, 2001).

사용하였다. 추출 수율은 동결건조가 끝난 잔여물의 무게를

비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레드비트 뿌리 추출물의

원시료 무게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항염증 및 항암효과가 있으며(Yi 등, 2017; Jang
등, 2009), 비트에서 추출한 천연색소의 특성 및 안정성 향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상을 위한 연구가 있다(Kim 등, 2019; Min 등, 2018).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reagent에 함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트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뿐만

된 페놀성 물질에 전자를 공여하여 청자색 환원물을 측정하

아니라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을 포함하고 있어 콜레스

는 원리로 Singleton 등(1999)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

테롤 흡수를 저해해 비만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다.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 25 µL에 50 µL의 Folin-Ciocal-

보고한 바가 있다(Hadipour 등, 2020; Mroczek 등, 2019)

teu’s reagent와 150 µL의 20% sodium carbonate 용액을

이처럼 비트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식물자원임에

가하여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microplate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레드비트에 국한되어 있어 다

reader(VersaMax,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양한 품종의 국내산 비트 추출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USA)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배된 3종의 비트를

리페놀의 정량을 위한 표준곡선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추출하여 만든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으며, 항산

작성하였으며,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gallic acid equiv-

화 활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을 조사하여 비트의 활용도를

alent(mg GAE/g)로 표기하였다.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999)의 방법을 일

재료 및 방법

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추출물 20 µL에 diethylene
glycol 200 µL를 혼합한 후 1 N NaOH 용액 20 µL를 첨가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는 2019년 6월 경상북도 상주에서 수확한 비트

하여 진탕항온수조(JEIO Tech)에서 40°C로 설정하여 1시

(Beta vulgaris L.)로 레드비트, 골든비트, 키오자비트를 사

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시료를 420 nm에서 흡광

용하였다. 구입한 비트 3종은 세척한 후 분쇄기(Blixer, Ro-

도를 측정하였으며(Molecular Devices), 총 플라보노이드

bot Coupe USA Inc., Jackson, MS, USA)로 분쇄한 후 실

의 정량을 위한 표준 곡선은 quercetin으로 작성하여 함량

험에 이용하였다.

을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 equiv-

실험에 사용한 Folin-Ciocalteu’s reagent, 2,2-diphe-

alent(mg QE/g)로 표기하였다.

nyl-1-picrylhydrazyl(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p,

비트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1958)의 방

p′-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hydrate(ferrozine),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0.1 mL에 0.1 mM

griess reagent,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caffeic

DPPH 용액 0.9 mL를 가하여 3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킨

acid, epicatechin, p-coumaric acid, ferulic acid, na-

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로 517 nm에

ringin, cinnamic acid, quercetin은 Sigma-Aldrich Co.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시약
은 SamChun Co.(Pyeongtaek,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Fellegrini 등(1999)의 방법을 수
정하여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7

시료 추출물 제조 및 수율 계산
비트 추출물을 제조하기 위해 분쇄한 비트를 무게 대비

mM ABTS 용액과 2.45 mM K2S2O8 용액을 혼합하여 암소
에 15시간 방치하여 라디칼을 형성시켰다. 실험에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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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ABTS 라디칼 용액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

검출기는 diode-array deteror(DAD)를 이용하여 220 nm

록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ABTS 용액 1 mL와 비트

로 설정한 다음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은 0.2 M phosphoric

추출물 50 µL를 혼합하여 빛을 차단하여 10분간 방치한 다

acid(solvent A)와 acetonitrile(solvent B)을 사용하여 분

음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당 1 mL로 흘려주었다. 용매조건은 B를 0%로 시작하여 20
분까지 15%, 40분까지 35%, 50분까지 90%로 증가시킨 후

2+

금속 이온(Fe )에 대한 킬레이트 효과 측정

다시 0%로 감소시켜 1시간까지 유지하였다.

Ferrozine은 철 이온과 반응하여 자홍색 착화물을 생성
하는 시약으로 철 이온에 대한 킬레이트 효과는 Berker 등

통계 분석

(2010)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농도별로 제조한 비트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추출물 1 mL에 2 mM FeCl2 용액 25 μL를 첨가한 후 5

SPSS 프로그램(Ver. 10.0, SPSS Inc., Chicago, IL, USA)

mM ferrozine을 넣어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 간의 유의

끝난 용액을 562 nm에서 microplate reader(Molecular

성을 검정하기 위해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

Devices)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ion)로 분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항산화 활성과 성분과의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1987)의 변형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물 40 μL에 1 mM NaNO2 20 μL를

결과 및 고찰

가한 후 pH를 1.2로 조정하기 위해 0.1 N HCl 140 μL를
혼합하였다. 이 액을 1시간 동안 37°C에서 반응시킨 다음

수율,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5% 아세트산 용액 1 mL와 Griess 시약 80 μL를 가하여

식물이 함유한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을 효율적

15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추출용매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본

다.

연구에서는 3종의 비트를 물과 80% 메탄올로 추출하였다
(Sarikurkcu 등, 2020). 비트 추출물의 수율, 총 폴리페놀

항산화능의 EC50(effective concentration)값 계산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

유리라디칼(DPPH, ABTS) 및 아질산염 소거능과 철 킬

든 시료에서 물 추출물보다 80% 메탄올 추출물의 수율이 더

레이팅 활성은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50%의 활성

높았으며, 골든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 수율이 53.47%

을 나타내는 시료의 농도를 EC50값으로 표시하였다.

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수율이 가장 낮은 레드비트의 물

Antioxidant activity (%)＝[1－(absorbance of

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추출물의 수율은 유의적인 차

sample/ absorbance of control)]×100

이가 없었다(P>0.05). 추출물의 수율이 다양한 이유는 식물
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극성과 추출 용매의 극성에 따라 추출

페놀 화합물 조성

되는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비트 추출물의 페놀 화합물 조성을 정량하기 위해 액체크
로마토그래피(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

로 보고되어 있으며, 추출 시간과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ohdaly 등, 2010).

gies,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였다. 시료 추출물을

총 폴리페놀 함량도 수율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료에서 물

50% 메탄올에 희석하여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

추출물보다 80% 메탄올 추출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

여 10 μL를 주입하였으며, Gemini C18 column(3 µm, 150×

되었다. 80% 메탄올 추출물 중 레드비트가 8.24 mg GAE/g

4.6 mm, Phenomenex, Bologna, Italy)으로 분리하였다.

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P<0.05),

Table 1. Extraction of beets with distilled water and 80% methanol: yield, total phenolic content (TPC), and total flavonoid content
(TFC) of extracts
Sample
Red beet
Golden beet
Chioggia beet
1)

Yield (%)
Distilled water
80% Methanol
Distilled water
80% Methanol
Distilled water
80% Methanol

1)
b2)3)

33.53±3.16
49.73±3.28a
51.98±3.85a
53.47±1.00a
50.40±0.95a
52.23±4.74a

TPC (mg GAE/g)
b

5.41±0.10
8.24±0.07a
1.10±0.02e
4.34±0.05c
0.68±0.07f
3.14±0.03d

TFC (mg QE/g)
0.52±0.00b
0.73±0.00a
0.15±0.00d
0.27±0.00c
0.06±0.00e
0.06±0.00e

The extraction yield was calculated as % yield＝(weight of sample extracts/ initial weight of sample)×100.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3).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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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비트(4.34 mg GAE/g)> 키오자비트(3.14 mg GAE/g)

레드비트의 메탄올 추출물이 감자, 브로콜리 및 배추 메탄올

순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산 레드비트의 75% 발효주정 추출

추출물보다 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등, 2005).

물을 제조하여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10.3 mg GAE/g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골든비트의 물 추출물이 가장 효과

이었으며(Min 등, 2018), 70% 에탄올 추출물의 폴리페놀

적이었으나(EC50=12.93 mg/mL),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함량이 7.01 mg GAE/g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추출물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EC50=13.46 mg/mL, P>

(Yi 등, 2017).

0.05). 이는 ABTS 라디칼이 소수성 물질뿐만 아니라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

화합물과 같은 친수성 물질과도 반응하는 실험적인 특성에

이 0.73 mg QE/g으로 가장 높았으며, 0.06 mg QE/g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Stratil 등, 2007). 또한 레드비트의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낸 키오자비트의 물, 80% 메탄올 추

물 추출물보다 80% 메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

출물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Čanadanović-Brunet 등

활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Yi 등(2017)의 연구와 유사하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범위가

였다. Min 등(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BTS 라디칼의

316.30~564.50 mg RE/g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용매(에

50%를 소거하는 레드비트의 에탄올 추출물 농도(IC50)가

탄올, 아세톤, 물) 중 아세톤이 비트 추출에 가장 효과적인

513.1 µg/mL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철 킬레이팅 활성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추출 방법 및 표준물질로 rutin

또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RE, rutin equivalent)을 사용한 측정 방법의 차이에 따른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5.16 mg/mL로 추출물
중 가장 낮은 EC50값을 나타내 높은 킬레이팅능을 보였으나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레드비트를 80% 메탄올로 추출할 시

골든비트의 물 추출물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가장 높은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으며,

Lee와 Chin(2012)의 연구에 따르면 레드비트의 물 추출물

물에 비해 메탄올이 페놀 화합물을 추출하는데 적합한 용매

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임을 확인하였다.

0.25% 농도의 물 추출물에서 92% 이상의 활성을 보여 높은
철 이온 흡착능을 나타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

항산화 활성 분석

다. 아질산염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EC50값이 4.01~87.55

항산화 활성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나타나기 때

mg/mL로 광범위한 활성을 보여주었다. 다른 실험과 마찬가

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렵다(Frankel과 Meyer,

지로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물 추출물이 80% 메탄올 추출물에 비해 5배

측정하기 위해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철 킬레이팅

이상 높은 EC50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비트의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능 4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 추출물은 아질산염 소거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C50값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는 자유라디칼 소거에 반응하는 성분과 금속이온 및 아질

모든 실험에서 6종의 추출물이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80% 메탄올 추출물

산염 제거에 필요한 성분 간의 메커니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Seo 등, 2008).

이 물 추출물에 비해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

따라서 4가지의 항산화 실험을 분석한 결과, 물보다는 메

칼 소거능의 EC50값은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탄올이 항산화 성분을 용해하는데 효과적이며 레드비트로

3.18 mg/mL로 가장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제조한 80% 메탄올 추출물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비교적

비트 착즙 박 추출물의 활성을 분석한 결과, EC50값의 범위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 0.133~0.275 mg/mL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Čanadanović-Brunet 등, 2011). 국내에서 소비되는 채소
류의 메탄올 추출물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한 결과,

페놀 화합물의 조성
비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을 알아보고

Table 2. EC50 values of distilled water and 80% methanol extracts from beets
Sample
Red beet
Golden beet
Chioggia beet

Distilled water
80% Methanol
Distilled water
80% Methanol
Distilled water
80% Methanol

DPPH1)
c2)3)

41.26±1.40
3.18±0.10e
103.97±8.46a
14.50±0.37d
95.76±3.64b
17.85±0.24d

(mg/mL)

ABTS

Fe2+

Nitrite

61.72±2.39a
13.46±0.10e
12.93±0.39e
19.34±0.30d
30.09±1.73c
40.30±3.28b

6.11±0.34d
5.16±0.09e
5.74±0.25e
7.76±0.53c
9.59±0.10b
11.30±1.11a

67.08±1.76c
4.01±0.24f
87.55±3.20a
11.87±0.09e
78.49±0.85b
15.68±0.17d

DPP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e2+: iron chelating activity, Nitrit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2)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3).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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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enolic compositions of distilled water and 80% methanol extracts from beets

Red beet

Distilled water
80% Methanol
Golden beet Distilled water
80% Methanol
Chioggia beet Distilled water
80% Methanol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ND1)
3.06±0.05a2)3)
0.88±0.02c
3.07±0.40a
0.84±0.01c
2.67±0.10b

2.01±0.01b
4.98±0.46a
ND
1.08±0.07c
ND
1.09±0.06c

Caffeic
acid

(mg/100 g)

p-Coumaric
Epicatechin
acid

8.33±0.08a 3.49±0.28d
1.16±0.14bc 16.60±1.36a
ND
1.63±0.07e
b
1.25±0.13
8.37±0.35c
ND
1.95±0.21e
1.26±0.10b 9.63±0.80b

ND
ND
ND
ND
ND
ND

Ferulic
acid

Naringin

Cinnamic
acid

1.72±0.00a
1.45±0.07a
0.34±0.01b
1.14±0.21a
ND
ND

ND
ND
ND
ND
ND
ND

ND
1.08±0.01ab
0.21±0.01c
1.04±0.01b
0.17±0.04d
1.10±0.03a

1)

ND: not detected.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3).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

자 HPLC-DA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

droxy benzoic acid를 주로 함유하고 있었으며 cinnamic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8종의 페놀 화합물을 분석하였으

acid, vanillic acid, chlorogenic 및 t-ferulic acid가 검출

며, 비트 추출물에는 6종인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en Haj Koubaier 등(2014)은 레드

caffeic acid, epicatechin, ferulic acid 및 cinnamic acid가

비트에서 5개의 페놀산(ferulic acid, vanillic acid, syrin-

검출되었다. 모든 비트 추출물에서 검출된 페놀 화합물은

gic acid, ellagic acid, caffeic acid)과 3개의 플라보노이드

epicatechin으로 1.63~16.60 mg/100 g의 범위로 나타났

(quercetin, kampferol, myricetin)를 확인하였다. 식물은

으며, 추출물 중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많

강수량과 일조량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반응하여 생합성을

은 양의 epicatechin을 함유하고 있었다. 녹차와 홍차 추출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 조직에 포함된 페놀 화합물은 식물이

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epicatechin은 식물에 의해 합성된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Fernandes 등, 2019). 이러한

플라보노이드로 라디칼 소거능과 SOD 활성을 나타내며, 과

이유로 비트는 품종뿐만 아니라 재배환경에 따라 다양한 페

산화수소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 화합물의 조성과 함량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Spencer 등, 2001). Caffeic acid와 chlorogenic acid는

항산화 성분과 활성 간의 상관관계

각각 레드비트의 물 추출물(8.33 mg/100 g)과 80% 메탄올
추출물(4.98 mg/100 g)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

이전 연구에 따르면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페놀

으며, gallic acid는 골든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3.07

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m 등, 2017).

mg/100 g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레드비트의 80%

따라서 비트 추출물의 주요한 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

메탄올 추출물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erulic acid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관계수(r)로

레드비트의 물 추출물이 1.72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

Table 4에 나타내었다. 페놀 화합물인 gallic acid는 아질산

량을 나타냈으며, cinnamic acid는 0.17~1.10 mg/100 g의

염 소거능과 r값이 0.962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P<0.001)를

범위로 미량 함유되어 있었으나 레드비트의 물 추출물을 제

나타내었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과도 높은 상관관계(r=

외한 모든 추출물에서 검출되었다.

0.846)를 나타내었다(P<0.001). 또한 epicatechin도 DPPH

Mattila와 Hellström(2007)의 연구에 따르면 레드비트

라디칼 소거능과 r값이 0.953으로 높은 상관관계(P<0.001)

에서 ferulic acid,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p-

를 나타냈으며, 아질산염 소거능과도 r값이 0.864로 유의적

coumaric acid 등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ferulic acid가 25

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본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차이

연구에서 아질산염 소거능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가 있었다. Ravichandran 등(2012)은 레드비트가 4-hy-

상관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r=0.932, P<0.001) 페놀 화합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 among antioxidant compon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distilled water and 80%
methanol extracts from beets
1)

DPPH
DPPH
ABTS
Fe2+
Nitrite
Gallic acid
Epicatechin
1)

1

ABTS
0.234
1

Fe2+
0.491
0.400
1

Nitrite
*

0.932
0.420
0.286
1

***

Gallic acid
***

0.846
0.508*
0.254
0.962***
1

Epicatechin
0.953***
0.299
0.648**
0.864***
0.821***
1

DPP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e2+: iron chelating activity, Nitrit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
***
Significant a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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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gallic acid와 epicatechin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
로 생각된다. ABTS 소거능은 gallic acid와 유의적인 관계
(P<0.05)가 있음을 제외하고 어떠한 유의성도 확인할 수 없
었다. 이는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추출물에 함유된 화합물
의 구조적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작용기가
항산화 활성을 방해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에 근거
한다(Kamat, 2006). 본 연구에서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
드 외에 추출물에 포함된 다른 활성 성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항산화 활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생리활성 물질의 조성에 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트 추출물이 인체 내에서도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in vivo)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비트 3종인 레드비트, 골든비트, 키오
자비트를 80% 메탄올과 물로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과 페놀
화합물의 조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수율은 골든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았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각각 8.24 mg GAE/g, 0.73 mg QE/g으로 가장 높았다. 항
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철 킬레이팅 활성과 아질산염 소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레드비
트의 80%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항
산화 활성과 관련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HPLC-DAD를
이용하여 페놀 화합물의 조성을 조사하였다. 모든 추출물에
서 epicatechin이 검출되었으며, 레드비트의 80% 메탄올 추
출물이 16.60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및 cinnamic acid를 함유하고 있었다.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성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allic acid와
아질산염 소거능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
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국내산 비트가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는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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