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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Lycii folium extracts prepared from 
different solvents.  Lycii folium were extracted with water, 80% ethanol (80% EtOH), 80% methanol (80% 
MeOH) and 100% methanol (100% MeOH) in water bath at 40oC.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extracts was 
evaluated using DPPH, hydroxyl and hydroge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SOD-liked activity.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were 1.085 mg/mL in 100% MeOH, 1.382 mg/mL in 80% EtOH, 1.420 mg/mL in 80% 
MeOH and 1.084 mg/mL in wat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xtracts were 65.60% in 80% EtOH, 
56.80% in 80% MeOH, 83.85% in 100% MeOH and 54.65% in water.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66.65% in 100% MeOH, 73.13% in 80% ethanol, 73.58% in 80% MeOH and 70.73% in water. Hydroge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xtracts prepared from Lycii folium were 11.70% in 100% MeOH, 33.73% 
in 80% EtOH, 35.40% in 80% MeOH and 23.86% in water. SOD-liked activity of the extracts prepared from 
Lycii folium was 71.58% in 100% MeOH, 74.29% in 80% EtOH, 88.46% in 80% MeOH and 67.47% in water. 
Our result showed that Lycii folium extracts prepared from 80% methanol were found to be promising 
biomaterials with antioxida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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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기자나무(Lycium chinesis Miller)는 충청남도 청양군

과 라남도 진도군이 주생산지이며, 가지과(Slonanceae)에 

속하는 낙엽송 소목으로, 그 뿌리를 지골피, 잎은 구기엽, 

어린순은 천정 , 열매를 구기자(Lycii fructus)라 한다(1,2). 

구기엽에는 glutamic acid, proline, rutin, betaine, vitamin 

C 등이 들어있다. Betaine은 구기엽에 10～20 mg/g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숙취를 해소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3). 구기엽에 함유되어 있는 rutin은 최 로 

메 에서 분리되었으며 구기엽에 함유되어 있다. Rutin의 

주요 효능은 압억제, 당과 청 콜 스테롤 하로 성인

병 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 성분으로 rutin과 유사

한 flavonoid계 화합물들이 지질 사 조 능과 항산화 활성

이 강하여 새로운 식품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4). 이와 같

이 몸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는 구기엽은 에 나오는 

연한 순으로 이를 살짝 데쳐 나물로 무치거나 볶고 튀김으

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구기자  구기엽은 단백질, 철분, 

회분, 탄닌, 루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양과 약리를 

겸해 국거리도 이용되며 죽을 쑤면 환자의 회복식으로도 좋

다고 한다(5). 최근 이러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구기엽과 구

기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술, 식혜, 떡, 한과 등에 

이용되고 특히 구기엽은 차  엑기스로 개발되어 그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6). Kim 등(7)은 구기엽을 생잎, 

40도 건조, 데친 후 실온에 보 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측정

한 결과 15일 경과한 후에도 SOD-liked activity, DPPH 

radical 소거능 등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한 비타민 C 함량은 생잎보다 데친 후 감소하 고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약간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구기엽은 조리  장기간에 따른 큰 향을 받지 않기 때

문에 장 유통과정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비타민 

C 함량 등을 고려한다면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용가치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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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큰 것으로 기 된다. 최근 기능성식품의 소재는 특정 유

해성분을 제거하거나, 생리  기능성을 가진 특정성분을 추

출하여 식품의 첨가원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

다. 재 구기엽은 생나물로 는 차엽으로 이용가치는 증가

하고 있으나 구기자  뿌리에 비교해 성분  활성에 한 

보고는 매우 미미하다. 한 실제 식품으로서의 응용가치와 

추출방법에 따른 기능성 효과 등에 련된 연구 한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산화능이 높은 구기엽의 

최  추출용매를 설정하고자 용매로서 에탄올과 메탄올 그

리고 물과 혼합하거나 물로 추출하여 그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추출

실험에 사용된 구기엽은 2006년 청양구기자 시험장의 시

험포장에서 재배한 시료를 제공받아 건조 분말화하 다. 분

말에 80% MeOH, 80% EtOH, 100% MeOH, water로 40oC 

water bath에서 3회 반복 추출하여 감압․농축 후 물로 녹여 

1 mg/mL로 농도를 조정한 후 구기엽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측정하 다(Fig. 1).

수율

구기엽을 100% MeOH, 80% EtOH, 80% MeOH, water로 

40
oC에서 3회 반복 추출하고 여과지에 거른 후 rotary evap-

orator(EYELA N-1000, Lab corporation Co., Japan)를 이

용하여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시킨 후 동결건조

기(FD8508 Ilshin Lab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수율을 계산하 다.

총 페놀성 화합물 측정

구기엽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은 Folin-Denis법(8)을 일

부 변형하여 비색 정량하 다. 각 추출물을 1 mg/mL의 일정

한 농도로 조제한 시료 0.1 mL에 2% Na2CO3를 2.0 mL 가하

고 2분간 실온에 방치하고 50%의 Folin Denis 시약을 2.0 

mL 가한 후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0～1.0 

Lycii folium

↓
100% MeOH, Water, 
80% EtOH, 80% MeOH
at 40oC for 4 hr

Extraction
↓

Filtration
↓

Evaporation
↓

Freeze dry
↓

Sample

Fig. 1.  Schematic procedure for extraction of Lycii folium.

mg/mL의 농도로 catechin을 희석하여 표 곡선을 작성하

고 모든 과정은 3회 반복 측정하 다.

자공여능 측정

구기엽 추출물 0.5 mL에 DPPH(1,1-diphenyl-2-picryl 

hydazyl) 시약 3.5 mL를 가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Phanrmaca biotech Ultraspec 

3000, England)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9).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100－(A/B×100)
A: 시료 첨가군의 흡 도, B: 시료 무 첨가군의 흡 도

Superoxide anion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 측정은 각 추출물 0.2 mL에 tris-HCl buf-

fer(pH 8.5) 3.0 mL와 0.2 mM pyrogallol 0.5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후 1 N-HC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 nm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Phanrmaca biotech Ultraspec 

3000, England)로 측정하 다(10).

SOD-liked activity (%)＝100－(A/B×100)
A: 시료 첨가군의 흡 도, B: 시료 무 첨가군의 흡 도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FeSO4/EDTA 용액, 2-deoxyribose, 각 분획물, phos-

phate-buffer, H2O2를 혼합,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TCA 

(trichloro acetic acid)용액과 TBA(thiobarbituric acid)용액

을 넣고 15분 가열한 후 속히 냉각시켜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 다(11).

Hydrogen radical scavenging 
                            ＝
         activity (%) 

A－B ×100
A

A: 시료 무 첨가군의 흡 도, B: 시료 무 첨가군의 흡 도

Hydrogen peroxide 소거능

일정량의 lecithin을 chloroform에 녹인 후 질소가스를 이

용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한 한 추출물, 2 mM FeSO4, 2 

mM asocorbic acid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37
oC에서 30분간 

incubating한 후 과산화 지질을 TBARS법(2-thiobarbutric 

acid relative substance)에 의하여 측정하 다(12).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 고(13), 각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다(p<0.05).

결과  고찰

수율

구기엽을 추출한 각 추출물을 동결건조한 후 고형분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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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and contents of Lycii folium extract by sol-
vent

Yield (%)

Water
80% EtOH
80% MeOH
100% MeOH

21.18
12.32
19.83
17.89

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Water로 추출한 

경우 21.18%, 80% EtOH은 12.32%, 80% MeOH 19.83%, 그

리고 100% MeOH로 추출한 경우는 17.89%로 water로 추출

한 경우 수율이 가장 높았다.  결과로 비추어볼 때, water> 

80% MeOH> 100% MeOH> 80% EtOH 순으로 극성이 큰 

용매의 추출력이 더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총 페놀성 화합물 측정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품계에 리 분포되어 있으며, 

항산화 효과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각 용매별 

추출방법에 따른 구기엽의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Fig. 

2와 같이 측정되었다. 100% MeOH 1.085 mg/mL, 80% EtOH 

1.382 mg/mL, 80% MeOH 1.421 mg/ml, water 1.084 mg/mL

의 함량을 나타냈다. 녹차와 보이차의 경우 총 페놀 함량은 

물 추출물의 경우 이들의 함량은 서로 비슷하 으며,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는 녹차가 10.15±0.18 g/100 g, 보이차가 

6.00±0.32 g/100 g으로 녹차의 약 58%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반 으로 보이차가 녹차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낮았다고 

한다(14). 구기자 50% ethanol 추출액의 경우 2.93%로, 75% 

ethanol 추출액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15), Kang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활나물을 에탄올 용매로 

추출한 경우 부 에 따른 페놀 함량은 잎에서 0.71～0.99 

mg/mL로 측정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추출용매에 따라 페

놀 함유량에 큰 차이가 있어 기능성 소재 개발 시 추출 용매 

선정에 신 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공여능 측정

인체 내의 free radical은 지질, 단백질 등과 결합하여 생체

의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며 이러한 free radical을 제거할 

0 0.5 1 1.5

100%MeOH

80%MeOH

80%EtOH

100%Water

Total phenolic acid by catechin (mg/mL)

c

b

a

c

Fig. 2.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of Lycii folium extract 
prepared by mixture solvent.

수 있는 천연물에 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능

은 항산화 물질의 자공여능으로 인해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나

타내는 정도를 지표로 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17). 구기엽의 용매별 추출물에 한 DPPH에 의한 자공

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80% MeOH 83.85%, 

80% EtOH 65.60%, 100% MeOH 56.80%, water 54.65%의 

자공여능을 나타냈다. 밤꽃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비교

한 결과 17.22%이었으며(18), Kim과 Chung(19)의 덩굴 잎 

추출물과 비교하 을 때 높은 자공여능을 보 다. 녹차와 

보이차의 경우 녹차가 80.81±3.65%, 보이차가 43.43±2.42%
로 녹차와 보이차보다는 자공여능이 높거나 비슷한 수

을 나타내었다(14). 구기자 50% ethanol 추출액의 경우, 

자공여능은 66.97%로 나타났으며(15), 한국 약용  식물자

원의 항산화성 식물탐색에 한 결과 식물자원이 20% 미만

의 활성을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구기엽은 아주 높은 자공여

능(18)을 나타내었다. 

Superoxide anion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구기엽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

와 같다. 100% MeOH 추출물에서 71.58%, 80% EtOH 74.29%, 

80% MeOH 88.46%, water 67.47% 순으로 80% MeOH추출

0 20 40 60 80 100

100%MeOH

80%EtOH

80%MeoH

100%Water

Electron donating ability (%)

30
0

d

a

b

c

Fig. 3. Electron donating ability (%) of Lycii folium extract 
by solvent.

0 20 40 60 80 100

100%MeOH

80%MeOH

80%EtOH

100%Water

SOD-liked activity (%)

c

d

b

a

Fig. 4.  SOD-liked activity of Lycii folium extract prepared 
by mixture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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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Kang 등(16)은 각 부

별 활나물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지상부에서 78.95%, 가지 70.85%, 종자 74.63%  잎의 에탄

올 추출물이 87.94%로 같은 식물체라도 각 부 에 따라 SOD 

유사활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Kim 등

(20)은 녹차 열수추출물이 85.3%로 팽이버섯, 마늘, 하수오, 

오미자, 행인  솔잎 추출물에 비해 높다고 하 다. 구기자 

50% ethanol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의 경우 37.33%로 나

타났고(15), Hong 등(21)의 과실, 과채류, 착즙액의 SOD 유

사활성에 한 보고에서는 사과 14.6%, 일 26.7%, 키  

27.6%, 무 24.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

와 비교해볼 때 구기엽 추출물은 superoxide anion 제거능이 

높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구기엽도 기능

성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

Hydroxyl radical(․OH)은 활성산소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생체 산화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구기엽 추출물에 한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Fig. 5와 같다. 100% MeOH 추출물에서 66.65%, 80% EtOH 

73.14%, 80% MeOH 73.58%, water 70.73% 순으로 80% 

MeOH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한국산 약  잎에 한 항산화 효과를 검색한 

결과 삼나무, 삽주, 오갈피 잎들은 hydroxyl radical 소거능

이 90% 이상이었다는 결과(23)와 비교할 때 구기엽 추출물

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으나, Woo 등(24)의 활나물 부 별 추출물의 잎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42.90%로 구기엽 추출물이 매우 높은 활성

을 보여 구기엽에도 항산화 활성이 높은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ydrogen peroxide 소거능

H2O2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과산화지질은 동맥경화, 뇌졸  등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간장의 세포막에 과산화지질을 증가시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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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ycii folium 
extract by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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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droge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ycii folium 
extract prepared by mixture solvent.

의 기능이 하되어 염증이 유발되며, 그 결과 간경화, 간염 

등을 래한다고 보고(25)되고 있다. Hydrogen peroxide 소

거활성은 SOD에 의하여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peroxidase

를 첨가하여 물과 산소 분자로 환원시켜 최종 으로 산패를 

억제시켜 주는 항산화능력을 측정하는 방법(12)으로 구기엽

의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은 Fig. 6과 같다. 100% 

MeOH 추출물에서 11.70%, 80% EtOH 33.73%, 80% MeOH 

35.40%, water 23.86% 순으로 80% MeOH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Yoo 등(26)의 포도 과피의 hy-

drogen radical 소거능이 55.6～66.6%와 Woo 등(24)의 활나

물 잎 추출물 29.75%와 비교할 때 구기엽 추출물은 다소 

높거나 낮은 경향이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구기엽(Lycium chinesis Miller Lycii folium)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최 추출 용매를 설정하고자 100% 

MeOH, 80% MeOH, 80% EtOH  water로 혼합 용매를 

제조하여 구기엽 추출물을 제조하 다. 각 추출물의 총 페놀

화합물은 80% MeOH 1.420 mg/mL> 80% EtOH 1.382 

mg/mL> 100% MeOH 1.085 mg/mL> water 1.084 mg/mL 

순으로 나타났고,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에서도 80% 

MeOH 추출물에서 83.85%, 88.46%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

타내었으며, water 추출물에서 54.65%, 67.47%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에서는 80% 

MeOH 추출물에서 73.58%로 가장 높았고, 100% MeOH 추

출물에서 66.65%로 가장 낮은 활성이었다. Hydrogen radi-

cal 소거능 한 80% MeOH에서 35.40%로 가장 높은 활성

을 보 고, 100% MeOH 추출물에서 11.70%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 결과 아직 기 단계에 불과하

지만 구기엽의 항산화 활성 검토에서 80% MeOH 추출물에

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 구기엽 추출물의 기능성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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