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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 별 Phenolics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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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phenolic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Stokes (RV)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Bark and xylem parts of RV were extracted at 80, 100, 120, 140, and 160°C 
for 1, 3, and 5 h, respectively. Major phenolic compounds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fustin, fisetin, sulfuretin, 
and butein) of RV were analyzed. The gallic acid, fisetin, sulfuretin, and butein contents significantly increased as 
extraction temperature increased. Protocatechuic acid and fustin contents increased as increasing extraction temperature 
to 120°C and decreased afterward. The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and butein contents of bark were higher than 
those of xylem extracts.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of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fustin, fisetin, sulfuretin, 
and butein were 160°C/3 h (380.22 mg%), 120°C/1 h (9.25 mg%), 100°C/3 h (206.97 mg%), 140°C/5 h (93.84 mg%), 
140°C/5 h (16.07 mg%) and 160°C/5 h (1.49 mg%),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ptimum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considering RV extraction yield and cost are 140°C and 3 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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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는 옻나무과(Anacar-

diaceae)에 속하는 자웅이성주의 낙엽 활엽소 교목이다. 옻

나무과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5 아과에 77개의 속으

로 나누어진다(1).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Rhus속 식물에는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 개옻나무(Rhus tricho-

carpa Miq.), 검양옻나무(Rhus succedanea L.), 산검양옻

나무(Rhus sylvestris Sieb. et Zucc.), 덩굴옻나무(Rhus 

ambigua Lav.), 오배자나무(Rhus chinensis Mill. Rhus 

javanica L.) 등 6종이 있고(2),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옻나

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산업적으로 이용하

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폴리페놀 및 플라보이드 

등의 페놀화합물을 함유한 옻나무 추출물은 항산화와 항염

증 기능이 알려져 있으며(3,4), 간암, 림프종 그리고 유방암 

등에 대한 항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5,6).

식물 유래 페놀화합물은 단순한 phenol류, phenolic acid

류, phenylpropanoid류 및 flavonoid류 등이 대부분으로 항

균, 항알러지, 항산화, 항암, 충치예방, 심장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페놀화합물들

은 분자 내 phenolic hydroxyl기가 단백질과 같은 거대분자

와의 결합하는 성질 등에 의해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천연소재

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추출하려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8,9).

식품을 가공하기 위한 고온숙성 및 열처리 공정은 영양소 

파괴 및 활성물질의 손실 등이 일어나지만 저장기간의 연장

과 품질 및 맛의 개선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다. 열처리 동안 

식물체 내의 이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페놀성 화합물이 증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10,11), 식물의 종류에 따

라 폴리페놀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 다르고 열처리 방법이

나 열처리 온도에 따라 생리활성 성분 및 효과가 달라지므로 

효율적인 열처리 방법의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며(12), 옻나

무의 주요 페놀화합물로 알려진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fisetin, fustin, butein 및 sulfuretin 등(3)의 부위별 

함량과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수율 변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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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gallic acid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extract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unit: mg%)
Extraction 

parts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temperature (°C)
25 80 100 120 140 160

Bark
1
3
5

175.84±21.63cd

132.24±7.87e 
 13.98±1.75d

156.22±21.37d 
169.22±3.48d 
198.80±15.65c

207.05±14.95bc

190.26±25.27d

234.76±59.19c 

229.86±9.15ab 
284.86±18.91c 
316.39±7.74b 

252.43±25.78a

318.51±17.80b 
338.82±17.61ab

255.68±25.28a 
380.22±11.28a 
385.33±7.77a 

Xylem
1
3
5

 71.73±6.17c 
116.13±11.08f 
 26.94±10.39d 

128.85±25.51b 
153.63±11.84e 
147.54±11.09c 

169.88±23.20a 
183.45±10.28d 
214.91±21.71b 

189.05±6.59a 
217.96±11.47c 
224.36±17.79b 

202.19±11.94a 
265.42±15.92b 
260.73±9.21a

196.19±31.98a 
312.51±10.10a 
274.98±16.08a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을 함유하

고 있으며, 그 효능 또한 다양하여 식품소재로서의 응용이 

기대되는 옻나무를 식품 또는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추출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옻나무 

추출물의 주요 페놀화합물 함량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추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옻나무 및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옻나무는 충북 옥천군에서 유통되는 우

루시올이 제거된 옻나무 수피(bark)와 목질부(xylem)를 구

입한 후 20 mesh로 분쇄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추출

조건에 따른 시료의 페놀화합물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옻

나무의 부위별 시료를 중량 대비 20배의 증류수(w/v)를 첨

가한 후 내열성 내부용기에 담아 준비하였다. 20 kg/cm2 

이상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고안･제작된 식품열처리

장치(Jisico, Seoul, Korea)에 시료가 담긴 내부용기를 넣고 

물이 채워진 외부용기로부터 전달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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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대조구는 초음파 추출기(Ultrasonic bath, SD-350H, 

Seong Dong, Seoul, Korea)를 이용하여 25°C, 40 kHz, 

872 W에서 1시간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을 감압여과

(Whatman No. 4, Maidstone, UK) 한 후 증류수로 정용하

여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fustin, fisetin, sul-

furetin 및 butein 함량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Gallic acid와 protocatechuic acid 함량 분석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gallic acid와 

protocatechuic acid 함량은 추출물 10 mL에 ethyl ace-

tate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ethyl acetate 층을 분리 추출하

였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여 ethyl acetate 층을 회수하고, 

여기에 무수 황산나트륨을 넣은 여과지를 사용하여 탈수 여

과 및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건조물을 

85% MeOH에 용해시킨 후 0.2 μm syringe filter(Milli-

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이를 HPLC 분석시

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칼럼은 ACQUITY UPLC® BEH C18 

column(2.1 mm×5 mm, 1.7 μm, Waters,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acetonitrile : acetic acid

: methanol : water=113:5:20:862(%, v/v/v/v)를 사용하

였다. 검출기는 UV 260과 280 nm로 하고 유속은 0.3 mL/ 

min, 시료 주입량은 3 μL로 분석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와 protocatechuic acid를 Sigma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매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여 함량을 분석하였

다.

Fustin, fisetin, sulfuretin 및 butein 함량 분석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fustin, fisetin, sulfuretin 및 

butein 함량은 추출물을 0.2 μm syringe filter(Millipore)

로 여과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칼럼은 ACQUITY 

UPLC® BEH C18 column(Waters)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은 0.1% acetic acid가 포함된 water(A)와 methanol(B)을 

초기 95:5(%, v/v)에서 0.8분에 80:20, 3.0분에 40:60, 4.0

분에 20:80, 4.2분에 95:5, 5.0분에 95:5로 설정하였으며, 

검출기는 UV 280과 360 nm로 하고 유속은 0.3 mL/min, 

시료 주입량은 3 μL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은 Sigma

사로부터 구매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여 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의 각 항목은 3회 반복 실시하여 측정한 평균

(mean)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각 실험군 간 평균치

의 통계적 유의성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

go, IL, USA)을 이용하여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시료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활용해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Gallic acid 함량 변화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gallic acid 함

량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옻나

무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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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phenolic compounds of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Compounds Factor df
Bark extract Xylem extract

Sum of square F-value Sum of square F-value

Gallic acid
X1

X2

X3

4
2
8

164,869.92
42,934.73
19,045.12

  80.31***

  41.83***

   4.64***

7,7081.01
23,379.04

115,421.32

  65.93***

  39.99***

   4.94***

Protocatechuic acid
X1

X2

X3

4
2
8

241.20
47.45
17.36

 227.27***

  89.43***

   8.18***

30.80
3.28

10.45

 114.84***

  24.50***

  19.49***

Fustin
X1

X2

X3

4
2
8

16,827.75
185.84
356.54

1,206.50***

  26.65***

  12.78***

90,984.17
4,154.75

12,290.93

 597.80***

  54.60***

  40.38***

Fisetin
X1

X2

X3

4
2
8

7,801.74
2,396.15

546.14

 951.36***

 584.38***

  33.30***

39,280.86
6,172.79
2,400.98

3,656.22***

1,149.11***

 111.74***

Sulfuretin
X1

X2

X3

4
2
8

149.03
52.19
5.48

1,132.98***

 793.65***

  20.85***

1,035.78
50.06
12.57

1,973.44***

 190.77***

  11.98***

Butein
X1

X2

X3

4
2
8

2.61
4.18
0.17

 129.48***

 414.00***

   4.37

4.02
0.89
1.34

 459.32***

 204.03***

  76.92***

X1: extraction temperature (°C), X2: extraction time (h), X3: X1×X2, df: degree of freedom. ***P<0.001.

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출 온도 160°C

에서 255.68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gallic acid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60°C에서 각

각 380.22 및 385.33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추출 온도 140°C에서 

202.19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gallic acid 함

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추출 온도 160°C에서 

312.51 및 274.98 mg%로 높게 나타났다. Choi 등(13)의 

연구에서 포도잎 열수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을 추출 시

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4, 5시간 열수 추출물에서 높은 함량

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Gallic acid(3,4,5-trihydrox-

ybenzoic acid, C7H6O5)는 탄닌(tannin)의 주요 구성성분이

며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최근에는 

발효차 중의 미량성분인 gallic acid 산화물 purpurogallin 

carboxylic acid가 항염증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4). 

열처리에 따른 gallic acid 함량의 증가는 단백질과 결합된 

고분자의 페놀성 화합물이 열처리에 의해 저분자의 페놀성 

화합물로 전환되었거나(15,16), 고온에 의해 옻나무 조직의 

결합형 페놀 성분들이 유리형으로 전환되어 용출이 용이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출 시간에 따른 수피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은 대조구에서는 추출 시간 3시간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5시간 동안 추출한 처리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추출 온도 80°C 이상의 처리

구의 경우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피 추출물의 경우 온도

(F값 80.31,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F값 41.83,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4.64, P<0.001)로 나타났다. 목

질부 추출물의 경우에도 온도(F값 65.93, P<0.001)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F값 39.99, P<0.001) 

및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4.94, P<0.001)는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상의 결과로부터 gallic 

acid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160°C, 3시간으로 판단

된다. 

Protocatechuic acid 함량 변화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protocatechuic 

acid 함량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1시

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추출 온도 120°C에서 9.25 mg%의 가장 높은 

protocatechuic acid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140°C 이상의 

고온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

가하여 추출 온도 120°C에서 각각 7.74 및 7.75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140°C 이상의 고온에서는 

함량이 감소하여 160°C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목질부 추

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추출 온도 120°C에서 3.15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나 140°C 이상의 고온에서

는 감소하였다.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

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추출 온도 120°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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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fustin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extract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unit: mg%)
Extraction 

parts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temperature (°C)
25 80 100 120 140 160

Bark
1
3
5

33.70±1.40c

22.40±1.31d 
12.27±1.50d

 45.83±3.10b 
 47.00±1.77b 
 49.93±3.11b

 53.67±2.14a

 54.03±3.39a

 53.20±1.65a 

 47.07±1.07b 
 40.07±2.12c 
 38.50±1.86c 

 17.70±0.79d

 15.67±0.42e 
  3.90±0.53e

 8.27±0.15e 
 7.13±0.87f

 2.47±0.32e 

Xylem
1
3
5

99.70±3.80e 
96.20±3.60e 
97.60±4.25d 

143.60±7.37c 
179.00±8.80b 
165.47±14.30b 

185.23±0.60a 
206.97±6.19a 
205.27±2.78a 

154.87±3.27b 
149.93±2.25c 
147.23±3.79c 

134.17±5.53d 
104.23±9.79d 
 65.00±3.55e

97.07±3.71e 
85.63±2.03f 
35.90±1.04f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f)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hange in protocatechuic acid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extract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unit: mg%)

Extraction 
parts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temperature (°C)
25 80 100 120 140 160

Bark
1
3
5

6.95±0.98b

5.12±0.11d 
1.35±0.17d

6.83±0.69b 
5.21±0.11d 
4.50±0.85c

7.73±0.57b

6.26±0.18c

6.17±0.74b 

9.25±1.01a 
7.74±0.17a 
7.75±0.35a 

7.98±0.57ab

6.79±0.31b 
6.86±0.43ab

4.71±0.32c 
ND 
ND 

Xylem
1
3
5

1.36±0.29c 
2.71±0.05ab 
1.75±0.39c 

2.51±0.26b 
2.58±0.18b 
2.37±0.17b 

2.85±0.26ab 
2.95±0.25ab 
3.18±0.25a 

3.15±0.59a 
3.02±0.10a 
3.08±0.19a 

2.98±0.15ab 
3.00±0.39a 
2.14±0.28bc

2.45±0.17b 
ND
ND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ND: not detected.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각각 3.02 mg%와 3.08 mg%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

하여 추출 온도 160°C의 처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온 추출 시 protocatechuic acid의 열

분해 또는 불용화로 인하여 추출액 중으로의 이행이 감소되

고(17),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화 등 열에 의한 변성으

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18). Protocatechuic acid(3,4- 

dihydroxybenzoic acid, C7H6O4, PCA)는 식물에 널리 분

포하는 페놀화합물의 한 종류로 항산화와 항염증 활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식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열매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가열처리 시 함량 

증가가 보고되었다(19).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proto-

catechuic acid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피 추

출물의 경우 온도(F값 227.27,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F값 89.43, P<0.001), 온

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8.18, P<0.001)는 작게 나

타났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에도 온도(F값 114.84, P< 

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시간(F값 24.50,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19.49, P<0.001)는 작게 

나타났다. 부위별 옻나무 추출물의 protocatechuic acid 함

량은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상의 결과로부터 protocatechuic acid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120°C, 1시간으로 판단된다.

Fustin 함량 변화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fustin 함량 변

화는 Table 4와 같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추출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추출 온도 100°C에서 각각 

53.67, 54.03 및 53.20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나 

120°C 이상에서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함량이 감소하여 

추출 온도 160°C에서 8.27, 7.13 및 2.47 m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에도 추출 온도 

100°C에서 각각 185.23, 206.97 및 205.27 mg%의 가장 

높은 fustin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120°C 이상의 추출 온도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추출 온도 160°C의 처

리구에서는 97.07, 85.63 및 35.90 mg%까지 감소하였다. 

옥천산 옻나무껍질에 장수버섯균사체를 접종시켜 제조한 

발효옻의 fustin 함량(27.94 mg%)보다 높게 나타났고(20) 

톱풀과 울릉미역취 어린잎을 고온에서 가압열처리 시 총 폴

리페놀 함량이 감소한다는 Woo 등(21)의 보고와 유사한 결

과이며, 이는 시료에 따른 페놀성 화합물의 종류 및 결합 

정도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Fustin(3,3',4',7-tetrahy-

droxyflavanone, C15H12O6)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urushiol이 제거된 옻나무 추출물의 주요 성분으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질환 및 류마티스 관절염

에 효과가 보고되었다(22,23).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fustin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피 추출물의 경우 온도(F값 

1,206.50,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시간(F값 26.65,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

용효과(F값 12.78, P<0.001)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질부 추출물의 경우 온도(F값 597.80, P<0.001)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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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in sulfuretin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extract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unit: mg%)

Extraction 
parts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temperature (°C)
25 80 100 120 140 160

Bark
1
3
5

0.57±0.02f

0.65±0.03e 
0.52±0.05f

1.44±0.17e 
2.36±0.14d 
2.64±0.05e

2.86±0.03d

3.91±0.10c

5.99±0.12d 

4.65±0.18c 
5.30±0.11b

7.29±0.25c 

 5.45±0.23b

 6.63±0.23a 
 8.79±0.14a

 5.78±0.09a 
 6.53±0.28a

 8.46±0.31b 

Xylem
1
3
5

0.34±0.07f 
0.67±0.01e 
0.60±0.10e 

2.28±0.04e 
3.23±0.20d 
3.42±0.31d 

4.87±0.05d 
6.17±0.12c 
7.76±0.41c 

6.60±0.42c 
7.78±0.23b 
8.72±0.30b 

12.61±0.28b 
15.97±0.65a 
16.07±0.73a

13.06±0.30a 
16.40±0.26a 
15.45±0.38a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f)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Change in fisetin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extract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unit: mg%)
Extraction 

parts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temperature (°C)
25 80 100 120 140 160

Bark
1
3
5

1.14±0.10f

1.10±0.09e 
1.00±0.06f

 4.23±0.43e 
 9.06±0.30d 
10.06±0.30e

 8.24±0.50d

19.00±0.50c

20.92±0.51d 

18.88±0.81c 
27.62±0.74b 
44.50±1.08c 

33.08±1.92a

42.57±2.30a 
53.44±2.68a

23.35±1.03b 
41.23±1.47a

47.84±2.81b 

Xylem
1
3
5

0.96±0.06e 
1.10±0.12f 
1.15±0.05f 

 5.25±0.28d 
10.44±0.20e 
10.40±0.92e 

11.85±0.78c 
23.38±0.58d 
25.45±0.83d 

25.56±0.79b 
41.31±0.95c 
54.04±0.71c 

52.22±1.50a 
86.60±2.61b 
93.84±3.35b

51.94±1.82a 
96.24±2.62a 
97.19±2.28a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f)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영향을 미치며, 시간(F값 54.60,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40.38, P<0.001)는 작게 나타났다(Table 

2). 이상의 결과로부터 fustin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100°C, 3시간으로 판단된다.

Fisetin 함량 변화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fisetin 함량 변

화는 Table 5와 같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

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추출 온도 140°C에서 33.08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

으나 추출 온도 160°C에서는 감소하였다.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 또한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여 추출 온도 140°C에서 각각 42.57 및 53.44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추출 온도 160°C에서는 감소하였

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

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추출 

온도 140°C에서 52.22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 역시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추출 온도 160°C에서 

각각 96.24 및 97.19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Fisetin(3,3',4',7-tetrahydroxyflavone, C15H10O6)은 플라

보노이드의 일종으로 urushiol이 제거된 옻나무 추출물의 

주요 성분의 하나이다. Kim 등(24)은 DPPH 라디칼 소거활

성과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활성 평가

를 통하여 fisetin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였으며, 따라

서 옻나무의 fisetin은 항산화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fisetin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피 추출물의 경우 온도(F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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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시간(F값 584.38,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F값 33.30, P<0.001)는 작게 나타났다. 목질부 추출물

의 경우에도 온도(F값 3,656.22, P<0.001)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며, 시간(F값 1,149.11,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

호작용효과(F값 111.74, P<0.001)는 작게 나타났다(Table 

2). 이상의 결과로부터 fisetin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140°C, 5시간으로 판단된다.

Sulfuretin 함량 변화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sulfuretin 함

량 변화는 Table 6과 같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적

으로 증가하여 추출 온도 160°C에서 5.78 mg%의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3시간 및 5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 또한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여 

140°C에서 각각 6.63 및 8.79 mg%의 높은 함량이 측정되

었으나 160°C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목질부 추

출물의 경우 1시간 및 3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추출 온도 

160°C에서 각각 13.06 및 16.40 mg%의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 

140°C에서 16.07 mg%로 나타났다. 이는 가열 온도 및 시

간이 증가할수록 결합성 페놀화합물을 유리형으로 전환시

켜 용출을 용이하게 하거나 고분자 페놀화합물로부터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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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 in butein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extract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unit: mg%)
Extraction 

parts
Extraction 
time (h)

Extraction temperature (°C)
25 80 100 120 140 160

Bark
1
3
5

ND
ND 
ND

0.12±0.01d 
0.65±0.01e 
0.63±0.02d

0.15±0.02c

0.74±0.04d

1.03±0.09c 

0.57±0.01b 
1.05±0.11c

1.15±0.14b 

0.58±0.04a

1.12±0.08b 
1.29±0.07a

0.62±0.02a 
1.25±0.14a

1.49±0.02a 

Xylem
1
3
5

ND 
0.06±0.01e 

ND 

0.15±0.01d 
0.19±0.01d 
0.18±0.02e 

0.22±0.01c 
0.22±0.01c 
0.30±0.04d 

0.27±0.03b 
0.29±0.02b 
0.33±0.04c 

0.35±0.04a 
0.64±0.01a 
0.75±0.12b

0.35±0.00a 
1.17±0.09a 
1.44±0.05a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ND: not detected.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자로 분해시켜 시료에서 추출되는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16,21). Sulfuretin(3',4',6-trihy-

droxyaurone, C15H10O5)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며 ur-

ushiol이 제거된 옻나무 추출물의 주요 성분의 하나로 돌연

변이 유발(25)을 감소시키며 최근 연구에서는 항염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6).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sulfuretin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피 추출물의 경우 온도

(F값 1,132.98,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F값 793.65, P<0.001), 온도와 시간의 상

호작용효과(F값 20.85, P<0.001)는 작게 나타났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에도 온도(F값 1,973.44, P<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시간(F값 190.77, P<0.001), 온도와 시

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11.98, P<0.001)는 작게 나타났다

(Table 2). 이상의 결과로부터 sulfuretin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140°C, 5시간으로 판단된다.

Butein 함량 변화

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butein 함량 변

화는 Table 7과 같다. 수피 추출물의 경우 1시간 동안 추출

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추출 온도 160°C에서 0.62 mg%의 함량을 나타내

었으며 3시간 및 5시간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 또한 추출 

온도에 따른 유의적인 함량 증가를 보여 각각 1.25 및 1.49 

mg%로 나타났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에도 1시간 동안 

추출한 옻나무 추출물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

으로 증가하여 추출 온도 140°C 및 160°C의 처리구에서 

0.35 mg%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추출 시간 3시간 및 5시간 

처리구에서는 160°C의 처리구에서 각각 1.17 및 1.44 mg%

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옻나무의 다른 

주요 페놀화합물과는 달리 수피 추출물에서 보다 많은 bu-

tein 함량이 분석되었으며, 온도 의존적인 함량 증가는 Park 

등(27)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Butein(2',3,4,4'-tetrahy-

droxychalcone, C15H12O5)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옻

나무 추출물의 주요 성분의 하나이며, 항산화 효과가 보고되

었다(3). 

추출 온도와 시간이 옻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butein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피 추출물의 경우 온도(F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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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시간(F값 414.00, P<0.001)은 영향을 주지만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4.37, P<0.05)는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목질부 추출물의 경우 온도(F값 459.32, P< 

0.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시간(F값 204.03, P< 

0.001), 온도와 시간의 상호작용효과(F값 76.92, P<0.001)

는 작게 나타났다(Table 2). 이상의 결과로부터 butein 추출

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은 160°C, 5시간으로 판단된다.

요   약 

추출 온도와 시간에 따른 옻나무의 주요 페놀화합물의 함량

을 부위별로 분석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추출조건을 확립하

였다. 옻나무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은 추출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여 수피의 160°C, 5시간 처리구에서 385.33 

mg%로 가장 높았다. Protocatechuic acid 함량은 수피의 

120°C, 1시간 처리구에서 9.25 mg%로 높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Fustin은 120°C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목질의 100°C, 3시간 처리구에서 206.97 

mg%로 가장 높았다. Fisetin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목질부의 160°C, 5시간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Sulfuretin은 fiseti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목질

부의 160°C, 3시간 처리구에서 16.40 mg%로 가장 높았다. 

Butein은 추출 온도 및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으며, 목질부의 160°C, 5시간 처리구에서 1.49 mg%로 가

장 높았다. 통계분석 결과 옻나무의 주요 페놀화합물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출 온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유효성분, 추출 수율,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옻나무 부위

별 효율적인 추출조건은 추출 온도 140℃와 추출 시간 3시

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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