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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unctional compon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four different rose flower
(Colorado, Onnuri, platyphylla Thory, and Icewing cultivars) extracts to promote the value of edible flowers as new
agricultural products. platyphylla Thory showed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93.59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 and 9.12 mg catechin equivalent (CE)/g, respectively and Icewing showed the lowest 62.76
mg GAE/g and 2.72 mg CE/g, respectively. The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nd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high in Colorado at 0.45 and 0.52 mg ascorbic acid equivalent/mg, respectively. The phenolic acid compounds showed the highest value of 3.13 mg/g in platyphylla Thory.
The anthocyanin content was as high as 8.58 mg/L in the platyphylla Thory but was not detected in Icewing. The
proanthocyanidins contents in Colorado and platyphylla Thory cultivars were 1.82 and 2.50 mg CE/g, respectively
but they were not detected in Onnuri and Icew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anthocyanin
content of platyphylla Thory are high and they can be applied as a food material.
Key words: Rosa hybrida, antioxidant activity, polyphenol, phenolic acid, anthocyanin

서

론

식물 자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페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
고 이러한 물질은 잎, 꽃, 줄기, 등의 모든 부분에 분포하고

장미는 관상용의 기능을 주로 하지만 최근 천연소재에 대

있다. 그중에는 산화방지 활성을 나타내 항산화제로서의 기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소재, 기능성 식품 등 소비의

능을 나타내는 페놀 화합물이 존재한다(Kim 등, 2017). 장

일환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장미는 분류학적으로 장미

미 꽃잎은 cratgolic acid, malic acid, vitamin C, B2, fla-

과(Rosaceae), 장미속(Rosa)에 속하는 다년생 목본식물이

vonoids 및 lactons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미

며, 200여 종 이상의 생물학적 종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미

의 항산화 활성이 다른 식물에 비해 높다고 연구된 바 있다

는 민간요법에서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에 대해

(Pellegrini 등, 2003; Ercisli, 2007). 특히 적색장미는

강한 항균작용과 지방의 축적으로 인한 흉복창만, 식욕부진

BHA(butylated hydroxyanisole)보다 10배나 더 높은 항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장미 꽃잎은 차, 케

산화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Tateyama 등, 1997).

이크 및 향료 추출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의약 치료법
에서 수년 동안 섭취되어 왔다(Li 등, 2014).

안토시아닌 색소는 식물의 열매, 꽃, 잎, 줄기 등에 함유된
페놀화합물의 일종으로 수용성 색소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의 응용이 비교적 용이하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색소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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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식품소재로의 이용 가능성도 높다(Cho 등, 2003). 식
물체에서 적색, 자색 및 청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은 수용
성 flavonoid계 색소로 자연계에 다양한 종류와 많은 양이
존재하며, 합성색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천연색소이다(Chung 등, 2004). 장미의 주요 안토시아닌색
소는 cyanidin 3,5-diglucoside, pelargonidin 3,5-diglucoside, paeonidin 3,5-diglucoside이며, 이 중에서 cy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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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3,5-diglucoside가 전체 안토시아닌 색소 중에 85%를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장미 추출물의 총 플라

차지한다(Cho 등, 2015). 이 천연 색소는 항우울, 항암, 항

보노이드 함량은 Choi 등(2003)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

당뇨, 항염증, 항산화 등 매력적인 색과 유익한 건강 효과로

였다. 5 mg/mL 농도로 조절된 추출물 125 μL에 500 μL의

인해 식품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Castañeda-

증류수와 37.5 μL의 5% NaNO2를 가한 후 5분 방치한 다음

Ovando 등, 2009).

10% AlCl3 75 μL를 첨가하였다. 6분 후 1 M NaOH 250

장미의 기능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장미 색소에

μL를 첨가하고 혼합하였다. 11분 후 흡광도를 분광광도계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양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Uvikon 933, Kontron Instruments, Neufahrn, Germany)

다고 알려진 페놀산의 구성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는 과일

로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catechin

및 채소와 같은 다른 원예 제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

(Sigma-Aldrich Co.)을 사용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재배되는

량은 시료 1 g 중의 mg catechin으로 나타내었다.

식용장미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장미에 대한 기능 성분 및 항산화 활성

ABTS 및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측정
장미 추출물의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을 평가하였다.

6-sulfonic acid)(ABTS) 라디칼 제거 활성은 Choi 등(2006)

재료 및 방법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양이온은 2.45
mM 칼륨과 황산염 용액에 7 mM(ABTS, Sigma-Aldrich

재료

Co.)을 첨가하여 혼합물을 실온조건의 어두운 곳에서 12~

본 연구에 사용된 장미꽃은 콜로라도, 온누리, 덩굴장미

16시간 동안 잘 교반시킨 후 ABTS 라디칼 양이온 용액을

및 아이스윙 품종이었으며, 콜로라도(Rosa hybrida cv.

증류수로 희석하여 735 nm에서 1.4~1.5의 흡광도를 얻었

Colorado) 및 온누리(Rosa hybrida cv. Onnuri)는 진천 로

다. 희석된 ABTS 라디칼 양이온 용액 1 mL를 0.5 mg/mL

스랑스에서, 덩굴장미(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농도로 조절된 추출물 또는 증류수(blank) 50 μL에 첨가하

Thory)는 진안 야곡농산에서, 아이스윙(Rosa hybrida cv.

였다. 1시간 후에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735 nm에서 흡광

Icewing)은 천안 누리농산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의 전자공여능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시료 1 g 중의 mg

추출물 제조

ascorbic acid로 표현하였다. 장미 추출물의 1,1-diphenyl-

본 실험에 사용한 장미꽃 추출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은 Hwang 등

제조하였다. 건조된 장미꽃을 분쇄기(SMFP-30000 M20,

(200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0.1 mg/mL 농도로 조절

Hanil, Gwangju, Korea)로 40 mesh로 분쇄한 후 시료 4

된 추출물 또는 증류수(blank) 0.2 mL에 0.2 mM(DPPH,

g에 10배의 80% 메탄올을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장치(fre-

Sigma-Aldrich Co.) 용액 0.8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0분

quency 40 Hz, power 300 W, SD-350H; SeongDong,

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

Seoul, Korea)를 이용하여 28°C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

칼 소거 활성의 전자공여능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다. 각각의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No. 4, Whatman

광도 차이를 시료 1 g 중의 mg ascorbic acid로 표현하였다.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고 남은 잔사
에 다시 용매를 가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3반복하여 추

페놀산 함량 측정

출하였다. 이 추출물을 회전진공농축기(EYELAN-1000;

페놀산 함량은 Seo 등(2011)과 Jung 등(2012)의 방법을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0°C에서 용매를 제거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물은 시료 중량 대비 10배량의

한 후 동결건조(Freeze Dryer, FD5508, Ilshin Lab Co.,

80% 메탄올을 가한 후 1시간 동안 3회 초음파 추출하였으

Ltd., Dongducheon, Korea) 한 다음 -80°C에서 보관하면

며, 추출물은 여과지로 여과하여 감압농축 하고, 증류수로 녹

서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인 후 diethyl ether : ethyl acetate(1:1) 혼합액을 이용하
여 페놀산을 분리 용출하였다. 분리 용출하여 얻어진 페놀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은 HPLC용 메탄올에 용해한 뒤 0.45 μm syringe filter

장미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의

(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HPLC(ACME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1 mg/mL 농도로 조절된 추출

9000 System, Younglin, Anyang, Korea)로 분석하였다.

물 50 μL에 2% Na2CO3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 방치하여

이동상은 0.1% acetic acid가 포함된 아세토니트릴(A)과

50% Folin-Ciocalteu reagent 50 μL를 가하였다. 실온에

0.1% acetic acid가 포함된 증류수(B)를 gradient 조건으로

서 30분 방치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

흘려주었고, gradient 조건은 A:B를 초기 8:92(%, v/v)에서

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2분에 10:90, 27분에 30:70, 50분에 90:10, 51분에 100:0,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

60분에 100:0, 70분에 8:92로 설정하였으며, 유속은 1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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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으로 하였고 주입량은 20 μL로 설정하였다. 검출기는 UV
280 nm에서 검출하였으며, 컬럼은 ODS column(Mightysil

Total anthocyanin content (mg/L)＝

A×MW×DF×10
MA

RP-18 GP 5 μm, 4.6×250 mm, Kanto Chemical, Tokyo,

A: absorbance＝(A510－A700)pH

Japan)을 사용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cat-

MW (molecular weight of cyanidin-3-glucoside)＝

echin,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nar-

3

1.0－(A510－A700)pH 4.5

449.2 g/mol

ingin, hesperidin, quercetin 및 naringenin 등을 Sigma-

DF: dilution factor

Aldrich C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MA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of cyanidin-3-glucoside)＝26,900

색소 추출 및 색도 측정
장미꽃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를 추출하기 위해 hy-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vanillin-sulfuric acid법을 변

drogen chloride(HCl)를 80% 메탄올에 0.3%의 농도로 첨

형하여 측정하였다(Takahama 등, 2010). 50 mg/mL 농도

가하여 추출용매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시료 중량 대비

로 조절된 추출물 0.2 mL에 1.2 % vanillin 용액 0.5 mL와

30배량의 추출용매를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장치를 이용해

20% 황산 0.5 mL를 첨가하여 20분간 방치 후 ELISA read-

28°C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은 여과지

er(UV-1650PC,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Whatman No. 4)로 여과하고 남은 잔사에 다시 용매를 가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cate-

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3반복하여 추출한 다음 100 mL

chin(Sigma-Aldrich Co.)을 사용하였으며, 프로안토시아

로 정용 후 냉동실(-80°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니딘 함량은 시료 1 g 중의 mg catechin으로 나타내었다.

였다. 제조된 추출물의 색도는 색차계(CR-3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그 값을 Hunter’s col-

통계분석

or value인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 or

모든 분석은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mean±SD로 표현하

greenness, -), 황색도(b*, yellowness, + or blueness,

였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를 통해 나타내었다. 이때 표준 백색(L: 97.51, a: -0.18,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b: 1.67)을 사용하였다.

IL, USA)을 이용하여 각 처리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안토시아닌 및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 측정

검정하였다. 또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안토시아닌 추출조건에 따라 제조된 추출물을 이용하여

relation analysi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및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을 측정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pH differential method(Lee 등, 2015)

결과 및 고찰

를 변형하여 20 mg/mL 농도로 조절된 추출물 0.5 mL에
0.025 M potassium chloride buffer(pH 1.0)와 0.4 M so-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dium acetate buffer(pH 4.5)를 각각 0.5 mL 첨가하여 반

품종별 장미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응시키고, 510 nm와 700 nm에서 각각 흡광도를 측정하여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덩굴장미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흡광도(A)를 구한 다음 아래 식에 의하여 총 안토시아닌 함

이드 함량이 각각 93.59 mg GAE/g 및 9.12 mg CE/g으로

량을 측정하였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폴리페놀에서는 콜로라도의 함
량이 87.17 mg GAE/g으로 81.81 mg GAE/g인 온누리보다

Table 1. Extraction yields,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s,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our different rose
cultivars

1)

Sample

Color

Extraction
yields (%)

Polyphenol
1)
(mg GAE/g)

Flavonoid
2)
(mg CE/g)

ABTS radical
scavenging
3)
(mg AAE/mg)

DPPH radical
scavenging
3)
(mg AAE/mg)

Colorado
Onnuri
platyphylla Thory
Icewing

Pink
Pink
Red
White

26
37.69
27.77
24.17

87.17±1.89b4)5)
81.81±1.67c
93.59±2.76a
62.76±2.34d

4.52±0.03c
5.48±0.07b
9.12±0.08a
2.72±0.00d

0.45±0.00a
0.39±0.01c
0.43±0.00b
0.27±0.00d

0.52±0.01a
0.42±0.02c
0.48±0.02b
0.29±0.02d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 per dry rose weight g.
mg catechin equivalent (CE) per dry rose weight g.
3)
mg ascorbic acid equivalent (AAE) per dry rose weight mg.
4)
Values are mean±SD (n=3).
5)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with different
cultivar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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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enolic acid contents of four different rose cultivars
Sample

Contents of phenolic compound (mg/g)1)
(+)-Catechin
p-Coumaric acid
Hesperidin
0.30±0.01b
0.15±0.03c
0.58±0.04ab
1.53±0.17a
0.17±0.03c
0.44±0.02c
c
a
0.16±0.05
0.78±0.02
0.55±0.00bc
b
b
0.30±0.03
0.25±0.02
0.63±0.05a

Gallic acid
Quercetin
a2)3)
0.15±0.01d
Colorado
1.86±0.06
0.60±0.03d
0.20±0.01b
Onnuri
b
1.70±0.09
0.24±0.01a
platyphylla Thory
c
0.95±0.06
0.19±0.01c
Icewing
1)
mg phenolic acid per dry rose weight g.
2)
Values are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ultivars.

Total
3.08±0.03a
2.95±0.21a
3.13±0.17a
2.34±0.22b

with different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지만, 플라보노이드는 온누리가 5.48

분자와의 결합을 통해 항산화, 항암, 항당뇨 및 항균 등의

mg CE/g으로 4.52 mg CE/g인 콜로라도보다 높은 함량을

생리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ce-Evans 등,

나타내었다. 아이스윙은 각각 62.76 mg GAE/g 및 2.72 mg

1997). 품종별 장미의 페놀산에 대해 정량 분석한 결과는

CE/g으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에서 모두 가장 낮은 값

Table 2와 같다. 총 9종의 표준물질 중 caffeic acid, ferulic

을 나타내었다. 덩굴장미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acid, naringin, naringenin을 제외한 5종의 페놀산이 검출

은 다른 품종의 장미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되었다(Fig. 1). 네 가지 품종 중 콜로라도의 gallic acid 함

결과에 대해 Yoon과 Kim(2007)은 적색 장미의 폴리페놀

량이 1.86 mg/g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cate-

함량은 적색 안토시아닌 색소의 영향으로 인해 분홍색, 황색

chin의 함량은 온누리가 1.53 mg/g으로 높게 나타났다. p-

및 흰색 장미보다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Mlcek와

Coumaric acid와 quercetin 함량은 덩굴장미가 각각 0.78

Rop(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미에서 총 안토시

mg/g 및 0.24 mg/g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hesperidin 함량

아닌 농도가 높을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농도가 높으며 이는

은 아이스윙이 0.63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미

강력한 항산화의 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잎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결과는 적색 장미 재배 품종인 덩굴장미의 폴리페놀 함량이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분홍색 장미 재배 품종인 콜로라도, 온누리와 흰색 장미 재

acid, gallic acids, (+)-catechin의 함량이 높은 잎 추출물

배 품종인 아이스윙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낸 본 실험 결과와

이 그렇지 않은 추출물에 비해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고

유사하였다.

보고하였다(Baydar와 Baydar, 2013). 이상의 결과와 Table
1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gallic acid, (+)-

ABTS 및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catechin 및 p-coumaric acid의 총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품종별 장미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또한 높게 측정되었다. 총 페놀산 함량

같다.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은 콜로라도가 0.45 mg

을 비교하면 덩굴장미, 콜로라도, 온누리, 아이스윙 순으로

AAE/m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다음으로

함량이 높았으며, Table 1의 폴리페놀 함량과 비교했을 때

덩굴장미, 온누리, 아이스윙이 각각 0.43, 0.39 및 0.27 mg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AE/m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또한 콜로라도가 0.52 mg AAE/mg으로 가장 높았

색도, 안토시아닌 및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

으며, 아이스윙이 0.29 mg AAE/mg으로 가장 낮은 활성을

품종별 장미의 색도, 안토시아닌 및 프로안토시아니딘 함

보여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

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추출물 색도의 L값은

내었다. Zeng 등(2008)은 빨간 장미 품종의 꽃잎은 다른

아이스윙이 35.6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콜로라도, 온

색보다 더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누리, 덩굴장미 순으로 감소하였다. a값은 빨간 장미인 덩굴

보고한 바 있으며, Vinokur 등(2006) 또한 붉은 색과 흰색

장미가 19.6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온누리, 콜로

의 장미 품종의 꽃잎이 꽃잎 색과 안토시아닌 함량 간에 강

라도가 18.48, 4.78의 값을 나타내었고 아이스윙이 0.93으

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 간에도 강한 상관관계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b값은 아이스윙이 15.34로

를 가짐을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콜로라도, 온누리,

가장 높았으며 콜로라도, 온누리, 덩굴장미 순으로 낮은 값

덩굴장미 품종이 아이스윙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

을 나타내었다. 장미의 색이 붉은빛을 나타낼수록 a값이 높

결과와 일치하였다.

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장미의 색이
점점 옅어짐에 따라 b값이 높게 측정되어 색의 a값과 b값의

페놀산 함량

결과값이 상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놀산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된 물질로 다양한 구조와 분

장미 추출물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덩굴장미가 8.58 mg

자량을 가지며 페놀산의 hydroxyl기가 단백질과 같은 거대

anthocyanin/L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온누리, 콜로라도

최선영 ․ 김민영 ․ 이윤정 ․ 최은경 ․ 김윤배 ․ 이준수 ․ 정헌상

498

A

9

(A)

3

4
1

5

7
6

8

2

Retention time (min)

B

(B)

1
2

4

7

8

Retention time (min)

Fig. 1. The chromatograms of phenolic acids on standard mixture and four different rose cultivars. (A) Standard mixture, (B) Icewing.
1: gallic acid, 2: (+)-catechin, 3: caffeic acid, 4: n-coumaric acid, 5: ferulic acid, 6: naringin, 7: hesperidin, 8: quercetin, 9: naringenin.
는 각각 4.70 및 0.17 mg anthocyanin/L 값을 나타내었고

아닌 함량이 색 농도에 따라 붉은 장미 품종에서 더 높게

아이스윙에서는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토시아

나타났다.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덩굴장미가 2.50 mg

닌 함량이 색도의 결과와 유의적으로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

CE/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콜로라도는 1.82 mg

다. 튤립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연구에서(Fried-

CE/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온누리와 아이스윙에서는 프로

man 등, 2010) 안토시아닌은 노란색 튤립에서 전혀 검출되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과 비교한

지 않았고 어두운 붉은색 꽃잎에서 가장 높은 안토시아닌

결과 품종별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함량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게 본 실험에서는 장미의 안토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3. Hunter’s color value and anthocyanin of four different rose cultivars
Sample
Colorado
Onnuri
platyphylla Thory
Icewing
1)

L
(lightness)
32.39±0.20b3)4)
32.33±0.05b
27.27±0.16c
35.67±0.04a

a
(redness)

b
(yellowness)

Anthocyanin
1)
(mg anthocyanin/L)

Proanthocyanidin
2)
(mg CE/g)

4.78±0.01c
18.48±0.10b
19.69±0.57a
0.93±0.00d

14.84±0.06b
12.28±0.05c
11.21±0.26d
15.34±0.08a

0.17±0.01c
4.70±0.07b
8.58±0.10a
ND

1.82±0.46b
ND
2.50±0.45a
ND

mg anthocyanin per rose extract L.
mg catechin equivalent (CE) per dry rose weight g.
Values are mean±SD (n=3).
4)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with different
cultivars.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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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ntioxidant activities and functional components with different rose cultivars
Factors

Polyphenol Flavonoid

Polyphenol
Flavonoid
ABTS radical scavenging
DPPH radical scavenging
Phenolic compound
Anthocyanin
Proanthocyanidin
*
P<0.05, **P<0.01.

1

0.832
1

**

ABTS radical DPPH radical Phenolic
Anthocyanin Proanthocyanidin
scavenging
scavenging
compound
**
**
*
0.942**
0.798**
0.656
0.880
0.887
0.642*
0.588*
0.696*
0.944**
0.786**
**
**
1
0.967
0.877
0.430
0.689*
1
0.868**
0.744**
0.338
1
0.634*
0.546
0.554
1
1

항산화 활성과 유용 성분 간의 상관관계
장미 품종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ABTS 라디칼 소거

높게 측정되어 관상적으로 그리고 식품소재로서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능, DPPH 라디칼 소거능, 페놀산 함량, 안토시아닌 및 프로
안토시아니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감사의 글

같다. 폴리페놀은 플라보노이드(r=0.832), ABTS 라디칼 소
거능(r=0.942), DPPH 라디칼 소거능(r=0.887), 페놀산 함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산학연협력

량(r=0.880)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플라보

기술개발사업-연구마을지원사업(No. C0504266)의 연구

노이드는 안토시아닌(r=0.944)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타내었다. 이는 대부분의 장미에서 총 안토시아닌 농도가
높을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농도가 높으며, 이는 강력한 항산
화의 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한 이전 연구와 일치하였다
(Mlcek와 Rop, 2011). 또한 장미 품종의 꽃잎 색에 따라
항산화 활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한 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Vinokur 등, 2006). ABTS 라디칼 소거능은
DPPH 라디칼 소거능(r=0.967), 페놀산 함량(r=0.877)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 또한 페
놀산 함량(r=0.86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실
험에서 높은 프로안토시아닌 함량을 보여주었던 덩굴장미,
온누리가 폴리페놀 실험에서도 덩굴장미, 콜로라도, 온누리,
아이스윙 순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요

약

본 연구는 몇 가지 식용 장미꽃 품종에 대한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능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덩굴장미가 각각 93.59 mg GAE/g 및 9.12 mg CE/g으로
높았으며, 아이스윙이 각각 62.76 mg GAE/g 및 2.72 mg
CE/g으로 낮았다.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콜로라
도 품종에서 각각 0.45 및 0.52 mg AAE/mg으로 높았다.
페놀산 화합물은 덩굴장미가 3.13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콜로라도, 온누리, 아이스윙 순으로 낮아져 항산화 활성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색도 중 a값은 0.93~19.69 범위였으며,
덩굴장미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덩굴장미가 8.58 mg/L로 높았다.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콜로라도와 덩굴장미가 각각 1.82 및 2.50 mg CE/g의 값을
나타내었고 온누리와 아이스윙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덩굴장미의 항산화 활성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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