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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us verniciflua was extrac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times, and the extracts were evaluated 
for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and antioxidant activities using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Extraction temperatures and times were 80, 100, 120, 140 and 160°C, and 1, 3 and 5 hr.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as well as antioxidant activities by DPPH and ABTS increased as the extrac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total phenolic content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at less than 100°C with different extraction times. 
However, they were increased at 3 hr and decreased at more than 120°C. The total flavonoid contents reached a 
high value of 8.04 mg CE/g at 140°C. The antioxidant activity by DPPH increased as the extraction temperature 
increased and reached high values of 34.28 mg TE/g at 140°C. The total antioxidant activity by ABTS was similar 
to DPPH. These results presumed that the optimum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in the process of Rhus verniciflua 
extraction are 140°C for 3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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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옻나무과(Anacardiaceae)에 속하는 옻나무(Rhus ver-

niciflua)는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이며 세계적으로 

약 600여종이 존재하고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자라는 낙엽교목으로 이 수액을 옻 또는 건칠(Rhus verni-

ciflua Stokes)이라 하여 한방에서는 구충, 복통, 통경, 변비 

등의 약제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도료 및 공업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1). 또한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유용한 성분을 함

유하고 있어서 건강유지에 유익하다고 알려졌으며 일반성

분으로 urushiol, gallic acid, butin, sulfuretin, garbanzol, 

fisetine 등이 밝혀졌다(2,3).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Rhus속 식물에는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 개옻나무(Rhus trichocarpa Miq.), 검

양옻나무(Rhus succedanea L.), 산검양옻나무(Rhus syl-

vestris Sieb. et Zucc.), 덩굴옻나무(Rhus ambigua Lav.), 

오배자나무(Rhus chinensis Mill. Rhus javanica L.) 등 6종

이 있다(4). 옻나무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수액이 위장의 소

화, 간의 어혈 및 심장의 정혈 기능을 도와주며, 당뇨병, 부인

병, 구충, 복통 및 빈혈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약재로

서 많이 사용하였다(5-8). 한편 최근 식품 및 천연물 자원으

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의 검색 및 그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명을 통해 천연물을 이용

한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의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9). 

식품의 열처리 가공은 식품가공이나 조리 시 가열하는 조

작으로 살균이나 멸균, 효소반응의 정지, 식품성분의 열변성

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열하는 작업으로 식품의 저장수명을 

연장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열처리 

가공 중 열에 민감한 영양소의 파괴 및 활성물질의 손실 등

의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리활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리활성물질 대표적인 물

질이 폴리페놀이다(10). 열처리에 따른 페놀성 물질 함량 

증가 원인은 식물체에 배당체로 존재하는 페놀성 물질이 불

용성 성분으로부터 유리되기 때문이며, 항산화활성의 증가 

요인은 열처리 시 항산화활성을 갖는 페놀성 물질의 증가와 

비효소적 갈변반응인 maillard 반응의 중간 생성물 중 일부

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

며, 그 효능 또한 다양하여 식품소재로서의 응용이 기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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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작물인 옻나무를 식품 용도 또는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추출 조건에 따른 항산화활

성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옻나무는 충북 옥천군에서 유통되는 

우루시올이 제거된 수피(bark), 목질부(xylem) 및 옻나무 

전체를 구입한 후, 20 mesh로 분쇄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

였다. 

추출물 제조

옻나무 부위별 시료에 중량 대비 20배의 증류수(w/v)를 

첨가한 다음 식품열처리 장치(JISCO, Seoul, Korea)를 이

용하여 80, 100, 120, 140 및 160°C에서 1, 3 및 5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초음파 추출기(Ultrasonic 

cleaner, SD-350H, Seong Dong, Seoul, Korea)로 실온에

서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감압여과(Whatman No.4, Maid-

stone, UK)한 후 정용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Dewanto 등(12)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

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 즉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

간 방치시킨 다음 50% Folin-Ciocalteu reagent(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 100 μL를 가하고 30분

간 방치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인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검

량선을 작성하였고, 총 페놀 함량은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GAE)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Zhishen 등(13)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₂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고 6분간 

방치한 후 1 M NaOH 500 μL를 가하였다. 11분 후 반응액

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인 (+)- 

catechin hydrate(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검량선

을 작성한 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g 중의 mg cat-

echin equivalent(CE)으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 측정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Choi 등(1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Aldrich 

Co.) 용액 0.8 mL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후, 520 nm에서 

정확히 30분 후에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전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mg trolox eq/g으

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총 항산화력 측정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12)에 의하여 측

정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

fonic acid(ABTS, Sigma-Aldrich Co.) 7.4 mM과 potas-

sium persulf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3.6×104 M-1cm-1)

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60분 후에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corbic acid(Sigma- 

Aldrich Co.)를 동량 첨가하였다. 총 항산화력은 시료 g당 

mg AEAC(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

pacity, mg AA eq/g)로 표현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의 각 항목은 3회 반복 실시하여 측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실험군 간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성

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여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

증하였다. 실험결과에 대한 시료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통

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해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함량 변화

추출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페

놀 함량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옻나무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추출 

온도 160°C에서 47.82 mg GAE/g으로 가장 높았으며, 추

출 시간 3시간 및 5시간 처리구에서는 추출 온도 140°C에서 

각각 51.39 및 44.55 mg GAE/g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총 페놀 함량이 온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Yang 

등(15)의 인삼의 총 페놀 함량은 무처리의 2.68 mg/g에서 

열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29.46 mg/g으로 

증가하였고, Kim 등(16)의 과채류를 열처리한 결과 온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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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total phenolic contents in the extracts of Rhus
verniciflua with different extraction temperatures and tim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RV extract: Rhus verniciflua extract.

Table 1. Analysis of variance for total phenolic contents in the extracts of Rhus verniciflua

Factors df Bark Xylem Whol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X1

X2

X1×X2

4
2
8

1,058.71
  14.15
 118.02

55.34***

1.48
3.08

3,948.59
  29.82
 143.22

225.22***

3.40
4.08

4,301.40
  85.96
 229.35

275.72***

11.02
  7.35***

X1: extraction temperature (°C), X2: extraction time (hr). ***P<0.001. 

가에 따라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추출 시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실온, 80 및 100°C에서

는 시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20°C 이상의 높

은 온도에서는 3시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5시간에서는 감

소하였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각각의 추출 온도에서 1시간 및 3시

간 동안 추출하였을 때,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여 추출 온도 160°C에서는 각각 41.16 및 42.06 mg GAE/g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5시간의 처리구에서는 120 

°C까지 증가하여 40.24 mg GAE/g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으나 140 및 160°C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

처리에 따른 총 페놀 함량의 증가는 단백질과 결합된 고분자

의 페놀성 화합물이 열처리에 의해 저분자의 페놀성 화합물

로 전환되었거나(17,18), 고온에 의해 옻나무 조직의 결합

형 페놀 성분들이 유리형으로 전환되어 용출이 용이해져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출 시간에 따른 

총 페놀의 함량은 약간의 증감은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 또한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여 1시간 동안 추출한 

목질부 추출물은 추출 온도 160°C에서 45.54 mg GAE/g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추출 시간 3시간 및 5시간의 처

리구에서는 140°C까지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여 각각 47.79 및 46.22 mg GAE/g의 함량을 나타내었지

만 160°C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시간에 따른 영향은 실온부터 100°C까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20 및 140°C에서는 3시간까지는 증가하였고 5

시간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총 페놀 함량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이유는 탄닌 등의 

polyphenol 물질이 장시간의 열처리에 불용화되어 추출액 

중으로의 이행이 감소되고(19),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열

에 의한 변성으로 인하여 항산화활성이 감소된다고 판단하

였다(20). 여기서 160°C의 추출 온도에서 총 페놀 함량이 

감소한 것은 탄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옻나무 추출물은 온도(F값 

275.72, P<0.00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Table 1), 그 다음으로 시간(F값 11.02), 그리고 온도

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7.35, P<0.001)로 나타났다. 

수피 추출물도 온도(F값 55.34,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목질부 추출물도 온도(F값 225.22, P<0.001)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옻나무 부위별 총 페놀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출 조건

은 140°C, 3시간으로 판단된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

RV extract*

RV extract*

RV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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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total flavonoid contents of in the extracts of
Rhus verniciflua with different extraction temperatures and 
tim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RV extract: Rhus verniciflu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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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total flavonoid contents in the extracts of Rhus verniciflua 

Factors df Bark Xylem Whol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X1

X2

X1×X2

4
2
8

45.51
 6.78
 2.04

320.27***

 95.45***

  7.21***

82.94
 4.68
 1.20

279.43***

 31.58***

  2.04

86.37
18.55
11.09

273.04***

117.28***

 17.54***

X1: extraction temperature (°C), X2: extraction time (hr). ***P<0.001. 

드 함량 변화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옻나무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0°C 이하의 추출 온도에서는 실

온에서 추출한 시료에 비하여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그 

이상의 추출 온도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시간 및 3시간 추출할 경우 140°C에서 8.04 

및 7.45 mg C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지만 

160°C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5시간 추출할 경우에는 

160°C에서 6.02 mg C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으며, 전반적으로 추출 시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는 감국의 가열 시 총 페놀과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증가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21). 

수피 추출물의 경우 옻나무 추출물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는데 1시간 및 3시간 동안 추출할 경우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40°C에서 5.53 및 5.37 mg CE/g

의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지만 160°C에서는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는 옻

나무 추출물과 유사하게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시간 및 3시간 처리구에서 

12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대조구와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

었지만 5시간 처리구에서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여 160°C에서 7.29 mg CE/g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추출 시간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모든 온도

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한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추출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옻나무 추출물은 온도(F값 273.04, P<0.001)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F값 

117.28,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17.54, 

P<0.001) 순으로 나타났다. 수피 및 목질부 추출물도 온도, 

시간 및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위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큰 요인은 추출 온도로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수피 추출물에서보다 목질부 및 옻나무 추출물에서 

더 많이 추출되어 총 페놀의 결과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나

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위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출 조건은 140°C, 1시간으로 판단된다.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EDA)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옻나무 

추출물의 경우 1시간, 3시간 및 5시간 동안 추출할 경우 추

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40°C까지는 온도 의존적으로 증

가하여 각각 32.82, 34.23 및 34.11 mg TE/g의 함량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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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e ex-
tracts of Rhus verniciflua with different extraction temperatures
and tim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RV extract: Rhus verniciflu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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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e extracts of Rhus verniciflua 

Factors df Bark Xylem Whol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X1

X2

X1×X2

4
2
8

1,864.45
 32.70
 13.28

1,549.67***

  54.37***

   5.52

2,652.62
  12.40
  17.85

626.57***

  5.86
  2.11

2,298.74
   9.92
  64.40

518.66***

  4.48
  7.27

X1: extraction temperature (°C), X2: extraction time (hr). ***P<0.001. 

타내었으며, 160°C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추출 

온도에 따라 항산화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는 Woo 등(22)의 

열처리한 국산 감초추출물의 항산화활성 양상과 유사하였

으며 열처리에 따라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총 페놀 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출 시간의 영향을 살펴보

면 추출 온도 120°C까지는 추출 시간의 증가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140 및 160°C에서는 3시간까지는 증

가하다가 5시간부터는 감소하였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하였을 경우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60°C에

서 32.95 mg TE/g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3시간 및 5시간 

동안 추출한 처리구에서 추출 온도 140°C에서 각각 34.23 

및 34.11 TE/g으로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으나 

160°C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시간에 따

른 영향은 옻나무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120°C까지는 추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140 및 160°C에서는 3시간까지

는 증가하다가 5시간에서는 감소하였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는 추출 시간 1시간, 3시간 및 5시간 동안 처리구에서 

모두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증가하였으며 추출 온도 140°C

에서 각각 33.21, 34.28 및 33.24 TE/g으로 높은 항산화활

성을 나타내었고, 160°C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추출 시간의 영향은 수피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120°C까

지는 추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140 및 160°C에서는 

3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5시간에서는 감소하였다. 항산화

활성의 증가는 열처리 시 maillard 반응에 의해 항산화활성

을 가진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23), Choi 등

(24)과 Turkmen 등(17)의 연구에서도 식물체를 열처리할 

경우 결합형의 폴리페놀 성분이 유리형으로 전환되어 활성

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부위별 옻나무를 열처리할 

경우 유리형 페놀화합물이 증가하여 항산화효과가 증가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옻나무 추출물은 온도(F값 

518.66,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7.27), 

시간(F값 4.4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수피 및 목질부 

추출물 모두 온도, 시간 그리고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

의 항산화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 부위별 항산화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출 

조건은 140°C, 3시간으로 판단된다.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에 의한 총 항산화력

추출 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

(AEAC)을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옻나무 추출물에서

의 총 항산화력은 추출 시간 1시간 처리구에서 추출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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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e ex-
tracts of Rhus verniciflua with different extraction temperatures
and tim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RV extract: Rhus verniciflua
extract.

RV extract*

RV extract*

RV extract*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for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e extracts of Rhus verniciflua 

Factors df
Bark Xylem Whol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Sum of squares F-value
X1

X2

X1×X2

4
2
8

3,024.57
 205.70
 144.95

262.19***

 35.66***

  6.28***

5,627.79
  83.01
  86.77

986.67***

 29.11***

  7.61***

5,246.14
  84.27
  92.85

883.75***

 28.39***

  7.82***

X1: extraction temperature (°C), X2: extraction time (hr). ***P<0.001.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60°C에서 47.61 mg 

AEAC/g을 나타내었으며, 추출 시간 3시간 및 5시간 처리구

에서는 140°C까지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각각 48.99 및 46.84 mg AEAC/g의 총 항산화력을 나타내

었으며, 160°C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시료의 총 항산화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와 일치하였고(25), 이러한 결과는 열처리로 인한 구성성분

들이 분해 또는 중합되어 항산화물질들이 생성되면서 총 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전자공여능 등이 증가하고 총 항산화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총 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

난 처리구에서 총 항산화력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추출 

온도에 따라 증가한 페놀화합물에 의해 항산화효과가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출 시간의 영향은 120°C까지는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추출 온도 140°C에서

는 3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5시간에서는 감소하였고, 160 

°C에서는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추출 시간 1시간 처리구에서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60°C에서 

49.58 mg AEAC/g으로 나타났으며, 추출 시간 3시간 및 

5시간 처리구에서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40°C에서 각각 51.58 및 50.31 mg AEAC/g으로 높은 총 

항산화력을 나타내었지만 160°C에서는 감소하였다. 추출 

시간에 따른 영향은 옻나무 추출물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120°C까지는 추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140°C에서는 

3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5시간에서는 감소하였고, 160°C

에서는 추출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목질부 추출물 역시 

수피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1시간 추출 시 추출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160°C에서 44.41 mg AEAC/g으로 나타났

으며, 추출 시간 3시간 및 5시간 처리구에서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40°C에서 각각 48.08 및 46.15 

mg AEAC/g으로 높은 총 항산화력을 나타내었으며, 160°C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시간에 따른 영향

은 옻나무 추출물 및 수피 추출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항산화활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옻나무 

추출물은 온도(F값 883.75,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F값 28.39, P< 

0.001) 그리고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7.82, P< 

0.001)로 나타났다. 수피 및 목질부 추출물도 온도, 시간 그

리고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나타나 부위별 옻

나무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 부위별 총 항산화활성을 증

가시킬 수 있는 추출 조건은 140°C, 3시간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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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출 온도와 시간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였다. 옻나무 

추출물의 총페놀 함량은 추출 온도 160°C에서 47.82 mg 

GAE/g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C 이하의 추출 온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120°C 이상의 추출 온도에서는 

추출 시간 3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5시간에서는 감소하였

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40°C, 1시간에서 8.04 mg C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 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140°C, 3시간에서 34.23 mg TE/g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유사하였고 140°C에서 3시간 

추출한 수피 추출물에서 51.58 mg AEAC/g으로 높게 나타

났다.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감안할 때 옻나무 부위별 효율적인 추출 

조건은 추출 온도 140°C와 추출 시간 3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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