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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추출공정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감잎과 엉겅퀴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함으
로써 유효성분의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추출공정의 독립변수로는 추출시간, 추출온도, 용매의 비율을 설정하였고, 반응치
는 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하였다. 감잎의 경우 추출시간(3.1 h), 주정/초순수 부피비(63.4 vol%), 
추출온도(54.6 ℃)에서 수율(27.7%), 폴리페놀 함량(33.2 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47.8 mg QE/mg dw)의 최적 결과를 
얻었으며, 엉겅퀴의 경우에는 추출시간(2.9 h), 주정/초순수 부피비(40.7 vol%), 추출온도(68.4 ℃)에서 수율(27.0%), 폴리페
놀 함량(17.9 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28.8 mg QE/mg dw)으로 예측되었으며, 종합만족도는 71.7%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tracted an antioxidant from natural products which are known to have a high antioxidant content and 
also optimized the extraction process by apply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In addition, by measuring the total 
flavonoids and total polyphenols of the active ingredient extracted persimmon leaf and thistle, the functionality of the active 
ingredient was evaluated. Both ultrapure water and alcohol were used as extraction solvents and the ratio of ultrapure and 
alcohol, amount of sample, extraction time, extraction temperature were set as independence variables. Also, the yield,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was set as the respons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were as follows; for persimmon leaf, the 
extraction time = 3.1 h, ratio of alcohol/ultrapure = 63.4 vol%, and temperature = 54.6 ℃ while for thistle the extraction 
time = 2.9 h, ratio of alcohol/ultrapure = 40.7 vol%, and temperature = 68.4 ℃. Also, the response were as follows; for 
persimmon leaf, the yield = 27.7%, total polyphenols = 33.2 mg GAE/g, and total flavonoids = 47.8 mg QE/mg dw, whereas 
for thistle the yield = 27.0%, total polyphenols = 17.9 mg GAE/g, and total flavonoids = 28.8 mg QE/mg dw at the optimal 
conditions.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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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과 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

고 있다.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쇠퇴적인 변화현상으로 신

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체내의 과도한 

활성산소의 생성을 들 수 있다[1]. 활성산소는 산소원자를 포함한 반

응성이 있는 분자로 인체는 산소를 마시고 그것을 태워 에너지를 얻

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낸다. 활성산소가 적정량 생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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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서 세균을 죽이는 등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몸속에서 세포막이나 염색체, 단백질 등을 산화시키고 손상시켜 몸을 

노화시킨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항산화물질은 일

반적으로 식물의 잎과 뿌리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산화성분

으로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대표적이다[2-5]. 최근 이러한 플

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함유된 천연물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함유된 천연물로는 감잎, 엉겅퀴, 녹차, 밀싹, 민들레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감잎과 엉겅퀴를 선택하였다[6-8]. 플라보노이드와 폴리

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감잎과 엉겅퀴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

하고, 이를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

용하여 최적화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이란 실험의 주어진 세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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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ponse surface for yield of persimmon leaf extract at constant values as a function of time, ethanol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답해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독립적으로 수행 향상 및 최적화하기 위

한 효과적인 수학 및 통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호 작용을 독립 

변수의 효과 정의뿐만 아니라 변수 사이의 주효과도 최적화할 수 있

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9]. 이러한 최적화방법인 반응표면

분석법은 실험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갖는 2개 이상의 목표

치에 대해 최적의 추출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하는 공정에

서 3가지 독립변수(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시간, 추출온도)를 이용

하여 3가지 목표치(수율,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를 모두 만족하는 최적 추출조건을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천연물로부터 항산화물질의 추출

실험에 사용된 감잎과 엉겅퀴는 푸드믹서로 분쇄한 후 건조하여 사

용하였다. 감잎과 엉겅퀴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매 

500 mL를 기준으로 분쇄된 시료의 양을 15~35 g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매로는 초순수와 주정(대한주정

라이프, 95%)을 이용하였다. 초순수의 경우 초순수 제조장치(EXL-III, 

Vivagenen)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주정/초순수의 부피비, 추출온

도, 추출시간 등에 따라 추출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출된 유효성

분의 정량방법으로는 냉동건조법(freeze drying method)을 사용하였

다. 감잎과 엉겅퀴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은 여과과정 후 진공증류를 

통해 농축하고, -10 ℃로 6 h 동결한 후 냉동건조장치(LP3, Jouan)를 

이용하여 0.9 bar, -20 ℃의 조건에서 24 h 건조하였다.

2.2. 폴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s) 분석은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폴리페놀 함량 분석은 Folin-Ciocalteau micro meth-

od에 의해 수행되었다[10]. 폴리페놀 성분의 검정곡선을 작성하기 위

해 표준물질로 gallic acid (Sigma-Aldrich, G7384)을 이용하였으며, 표

준용액의 농도범위는 15~60 µL/mL이고, 자외선 파장은 765 nm에서 

측정하였다. 플리페놀 성분의 정량을 위해 냉동건조한 시료 1 mL (1 

mg/mL)에 20% sodium carbonate 0.4 mL와 1 M phenol reagent 1 mL

를 혼합한 후 메탄올을 이용하여 총부피를 5 mL로 제조하였다. 제조

된 시료는 암실에서 2 h간 방치한 후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검정곡선(Y = 0.04132X + 0.0788, R2 = 

0.98792)을 이용하여 gallic acid equivalents (mg QE/mL dw)로 환산하

였다[11]. 플라보노이드 함량(total flavonoids) 분석은 자외선 분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검정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물질로 quercetin (Sigma-Aldrich, Q4951)을 이용

하였으며, 표준용액의 농도범위는 10~80 µL/mL이고, 자외선 파장은 

415 nm에서 측정하였다[12].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정량을 위해 냉동

건조한 시료 1 mL (1 mg/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와 1 

M patassium acetate 0.1 mL를 혼합한 후 메탄올을 이용하여 총부피를 

5 mL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는 암실에서 40 min간 방치한 후 자

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검정곡선 

(   ,   )을 이용하여 quercetin equiv-

alents (mg QE/mL dw)로 환산하였다[13-14].

3. 결과 및 고찰

천연물로부터 항산화성분의 추출공정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

해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법 중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였으며, 추출공정의 독립변수는 기초실험으

로부터 감잎의 경우 추출시간(2.5~3.5 h), 주정/초순수 부피비(55~65 

vol%), 추출온도(50~60 ℃), 그리고 엉겅퀴의 경우에는 추출시간 

(2.5~3.5 h), 주정/초순수 부피비(40~50 vol%), 추출온도(55~65 ℃)

로 설정하였다[15]. 또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여 그 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3.1. 감잎으로부터 항산화성분의 추출

감잎으로부터 추출시간, 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에 대한 최적

의 조건을 찾기 위해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설계된 20개의 조건에 

대하여 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1은 감잎에서 추출된 추출물의 

각 변수에 따른 수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수

율의 영향을 고찰할 경우 나머지 한 가지 변수는 각각 추출시간 3 h, 

주정/초순수 부피비 60 vol%, 추출온도 55 ℃로 고정하여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추출시간을 고정하고 주정/초순수 부피비와 추출온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정/초순수 부피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율은 감

소하였다가 증가하였고, 추출온도에서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또한 추출온도를 고정하면 항산화물질의 수율은 추출시간에 반비례

하며 주정/초순수 부피비에는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

정/초순수 부피비를 고정한 경우 수율은 추출시간에는 반비례, 추출온

도에는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반응표

면분석법에 의해 각 독립변수에 따른 항산화물질의 수율 관계를 회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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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ponse surface for total polyphenols of persimmon leaf extract at constant values as a function of time, ethanol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Figure 3. Response surface for total flavonoids of persimmon leaf extract at constant values as a function of time, ethanol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  –  –  –   –
     (1)

여기서 는 수율, 는 폴리페놀 함량, 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며, 이를 독립변수인 추출시간  , 추출온도 , 주정/초순수 부피비 

로 상관시켰다.

Figure 2는 독립변수인 추출시간, 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른 감잎으로부터 추출된 항산화물질의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 그

림이다. 추출시간을 3 h으로 고정하고 주정/초순수 부피비와 추출온

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정/초순수 부피비와 추출온도의 각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또한 추

출온도를 55 ℃로 고정한 경우 항산화물질의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시

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주정/초순수 부피비가 증가하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정/초순수 부피

비를 60 vol%로 고정한 경우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페놀 함

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추출온도에 따라서는 폴리페놀 함량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각 독립변수에 따른 감잎으로부터 추출된 항

산화물질의 폴리페놀 함량을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다.

  –  –  –   

     –  –  –  (2)

여기서 는 폴리페놀 함량이다. 

Figure 3는 독립변수인 추출시간, 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른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일정한 추출시

간(3 h)에서 주정/초순수 부피비와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된 

항산화물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정한 추출온도(55 ℃)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시간에는 반비례, 주정/초순수 부피비에는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그리고 일정한 주정/초순수 부피비(60 vol%)에서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추출시간과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회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  –  –  – 
     –  (3)

여기서 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독립변수(추출시간, 주

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와 세 가지 반응치(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를 설정하고,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최적화하여 

세 가지 반응치를 모두 만족하는 공정조건을 산출하였다. Figure 4는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계산된 최적조건을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

에서 반응치로 정한 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 추출조건은 추출시간(3.1 h), 주정/초순수 부피비(63.4 

vol%), 추출온도(54.6 ℃)이고, 이 조건에서 예상되는 반응치는 수율

(27.7%), 폴리페놀 함량(33.2 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47.8 mg 

QE/mg dw)이다. 각 반응치의 만족도는 수율(80.5%), 폴리페놀 함량

(59.5%), 플라보노이드 함량(77.0%)이며, 종합만족도는 71.7%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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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ptimization graph of response surface for yield,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of persimmon leaf.

 

Figure 5. Response surface for yield of thistle extract at constant 
values as a function of time, ethanol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Figure 6. Response surface for total polyphenols of thistle extract at 
constant values as a function of time, ethanol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3.2. 엉겅퀴로부터 항산화성분의 추출

Figure 5는 엉겅퀴로부터 추출된 추출물의 각 변수에 따른 수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수율의 영향을 고찰할 경

우 나머지 한 가지 변수는 각각 추출시간 3 h, 주정/초순수 부피비 45 

vol%, 추출온도 60 ℃로 고정하여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추출시간 3 

h을 기준으로 주정/초순수 부피비가 증가함에 따라 엉겅퀴로부터 추

출된 항산화물질의 수율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으며, 추출온도이 

증가하면 수율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 ℃의 

추출온도에서 추출시간이 증가하면 수율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

며, 주정/초순수 부피비의 변화에는 수율의 변화가 미소하였다. 주정/

초순수의 부피비가 45 vol%일 경우 추출시간과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율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

을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  –  –   

     –  –  (4)

Figure 6는 독립변수인 추출시간, 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른 엉겅퀴로부터 추출된 항산화물질의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 그

림이다. 3 h 동안 추출을 진행한 경우 주정/초순수 부피비가 증가하면 

항산화물질의 폴리페놀 함량은 반비례하였고, 추출온도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 ℃의 추출온도에서 추출시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주정/초순수 부피비가 증가하면 폴리페놀 함량

은 증가하였다가 감소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정/초순수 부

피비를 45 vol%로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 추출온도가 증가하면 폴리

페놀 함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을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5)

Figure 7은 독립변수인 추출시간, 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른 엉겅퀴로부터 추출된 항산화물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

낸 그림이다. 일정한 추출시간에서 주정/초순수 부피비에는 비례하고 

추출온도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60 ℃에서 

추출시간과 주정/초순수 부피비의 변화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모두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정/초순수 

부피비를 45 vol%에서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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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ponse surface for total flavonoids of thistle extract at constant values as a function of time, ethanol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Figure 8. Optimization graph of response surface for yield,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of thistle.

  –  –    

     –  –  –  (6)

이상의 결과로부터 엉겅퀴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할 경우 세 가

지 반응치(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를 만족하는 최적 

독립변수(추출시간, 주정/초순수 부피비, 추출온도)를 산출할 수 있었

다. Figure 8은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계산된 최적조건을 나타낸 그

림이다. 본 연구에서 반응치로 정한 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

드 함량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 추출조건은 추출시간(2.9 h), 주정/초순

수 부피비(40.7 vol%), 추출온도(68.4 ℃)이고, 이 조건에서 예상되는 

반응치는 수율(27.0%), 폴리페놀 함량(17.9 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28.8 mg QE/mg dw)이다. 각 반응치의 만족도는 수율(99.9%), 폴

리페놀 함량(38.1%), 플라보노이드 함량(61.3%)이며, 종합만족도는 

61.6%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감잎과 엉겅퀴로

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최적

화하였다.

감잎으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추출하고 최적화한 결과 반응치로 정

한 수율,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 추

출조건은 추출시간(3.1 h), 주정/초순수 부피비(63.4 vol%), 추출온도

(54.6 ℃)이다. 이 조건에서 예상되는 반응치는 수율(27.7%), 폴리페놀 

함량(33.2 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47.8 mg QE/mg dw)이다. 

각 반응치의 만족도는 수율(80.5%), 폴리페놀 함량(59.5%), 플라보노

이드 함량(77.0%)이며, 종합만족도는 71.7%로 나타났다.

엉겅퀴의 경우에는 최적 추출조건은 추출시간(2.9 h), 주정/초순수 

부피비(40.7 vol%), 추출온도(68.4 ℃)이고, 이 조건에서 예상되는 반

응치는 수율(27.0%), 폴리페놀 함량(17.9 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28.8 mg QE/mg dw)이다. 각 반응치의 만족도는 수율(99.9%), 폴

리페놀 함량(38.1%), 플라보노이드 함량(61.3%)이며, 종합만족도는 

6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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