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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s in polyphenol and vitamin C and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during storage of Lycii folium prepared  
by different treatment methods wer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extracts prepared from 80% 
MeOH was evaluated using DPPH radical scavenging and SOD⁃liked activities.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were 1.34 mg/mL when dry, but extracts during 15⁃day storage after NaCl 0% treatment decreas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was 65.48% when dry and decreased during 15⁃day storage after dry 
and NaCl 0% treatment. SOD⁃liked activity was 98.63% in NaCl 0% during 15⁃day storage after dry. Contents 
of vitamin C decreased during 15⁃day storage after dry and NaCl 0% treatment. Consequently, our results 
indicate that Lycii folium prepared from dry treatment could be a promising bio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food for total phenolic acid and vita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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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기자(Lycium chinesis Mill.)는 가지과에 속하며, 충청

남도 청양군과 라남도 진도군이 주생산지인 생약재로 한

방에서는 인삼 등과 함께 독성이 없는 120종의 상약 군으로 

취 하고 있다(1,2). 구기자는 달며 성질은 차고 간과 신장에 

작용하여 시력을 개선하고 몸이 허약하여 생기는 병을 다스

리며 근육과 를 강하게 한다(3).

로부터 지골피는 강장 해열약으로 폐결핵, 당뇨병에 쓰

이고, 열매인 구기자는 술에 담가 역시 강장약으로 쓰며, 구

기엽은 나물로 무쳐 먹거나 여린 잎을 말려 차로 달여 먹고, 

한 구기엽을 넣고 달인 물에 머리를 감으면 탈모 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차로 음용하면 장이 튼튼해지면서 장병

이 완쾌된다고 해져 왔다. 구기자(Lycii fructus)의 주성분

으로는 carotenoid, cholin, meliscic acid, zeaxanthin phys-

alien(dipalmityl-zeaxanthin), betaine, β-sitosterol, vita-

min B1과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있고, 지골피에는 지방산, 

cinnamic acid, diterpene sugiol, stetoid, β-sitosterol, 5α

-stigmastan-3,6-dione과 betaine, vitamin B, kukoamine A 

등이 함유되어 있다. 한 구기엽에는 glutamic acid, pro-

line, betaine, rutin, vitamin C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총당이 

0.029 mg/g, 환원당 0.010 mg/g, 탄닌산 12.10 mg/g, 조지방 

1.25%, 조단백 3.00%, K(6.99%), Mg(0.64%), Ca(0.85%), 

Fe(286.67 ppm), Zn(27.30 ppm), Mn(440.00 ppm)의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4). 구기엽(Lycii folium)에 10～20 mg/g

정도 함유되어 있는 betaine은 인체 내에서 산화된 형태로 

변환되며 이는 메틸기의 공 원으로 작용하여, 동맥경화와 

고 압 방 특히, 간 기능과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성분으로, 

숙취를 해소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질환자 

의 단백질 사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단백질의 일종인 호

모시스테인(homocystein)의 해독을 가속화 해주어 손상된 

간을 보호해 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5). 최근 구기자, 구

기엽  지골피를 첨가하여 요구르트를 가공 시 발효율이 

향상되었다고(6) 보고되어 구기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시사되었다. 

구기엽은 순 는 잎을 살짝 데쳐 무침 혹은 볶음 등 찬으

로 식용하거나(7), 엽차  엑기스로의 개발이 이루어져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고(8) 기타 다양한 제품에서 구기자 

성분을 첨가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에 련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9). 최근 육종 분야에서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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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항산화 활성이 높은 작물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다수

의 작물에서 진행되고 있다(10,11). 구기엽의 개발 가치에 

견주어 구기엽의 재배  생산 체계도 확립된다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 가 된다. 그러나 생엽으

로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 생엽의 처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풍건조법은 공

정이 간단하며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기계를 사용한 건조 방법  다른 하나인 냉동 건조법에 비

해 색, 맛, 조직 등의 변화가 심하고, 복원성이 다. 한 

과채류의 처리 방법  하나인 데치기는 여러 가지 산화효

소를 불 활성화시켜 품질을 유지할 뿐 아니라 펙틴 물질을 

탈 에스테르화 시켜 물성에도 크게 향을 미친다(12-14). 

재 우리나라 주재배지인 청양에서는 60
oC 열풍으로 약 26 

～30시간 정도 건조를 하고 있으나(15), 열풍에 의한 건조를 

통한 구기엽은 활성  성분변화에 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최 의 건조조건으로 단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리방법별 장기간에 따른 구기엽의 추출

물에 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 인 연구  제품화하기 해

서는 가장 효율 인 장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단

하여 구기엽의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른 생리 활

성, 가공 성  유효성분의 변화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재료  방법

시료 비  장

실험에 사용된 구기엽은 2006년 청양구기자 시험장의 시

험포장에서 재배한 시료를 제공받아 6군으로 나 어 시료로 

사용하 다. 시료는 생잎(Control 조군), 40
oC 건조기에서 

4시간 건조한 것(dry), 생잎을 끓는물에 1～2분간 데친 것

(NaCl 0%), 데친 후 데친 잎의 량에 소 을 1%, 3%, 5% 

첨가 후 버무려, 실온에서 보 하면서 1, 7, 15 day 별로 채취

하고 냉동보 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 다.

시료 추출

의 방법으로 처리된 구기엽을 장기간 경과 후 완 히 

물기를 제거한 후 80% MeOH 용매로 40
oC에서 shaking 하

면서 2 반복 추출하 고 여과지에 거른 후 rotary evapo-

rator(EYELA N-1000, Lab Corporation. Co.,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시킨 후 동결 건조기(FD8508 

ilshin Lab Co., Ltd. Korea)로 건조 후 시료를 제조하 다. 

건조된 잎을 1 mg/mL가 되도록 메탄올 용매로 녹여 각종 

분석에 사용하 다.

총 페놀성 화합물 측정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른 구기엽의 각 추출물

에 한 페놀성 화합물은 Folin Denis법(16)을 일부 변형하

여 비색 정량하 다. 즉 각 시료 0.1 mL에 2% Na2CO3를 

2.0 mL 가하고 2분간 실온에 방치하고 50%의 Folin Denis 

시약을 2.0 mL 가한 후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0.1～1.0 mg/mL의 농도로 catechine을 희석하여 표  곡선

을 작성하 고 모든 과정은 3회 반복 측정하 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각 추출물 0.5 mL에 DPPH(1,1-diphenyl-2-picryl hyda-

z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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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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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료 무 첨가군의 흡 도

SOD-liked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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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에

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Co., Japan)로 측정하 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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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료 무 첨가군의 흡 도

비타민 C 함량 측정

각 추출물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M930 YOUNG-LIN Instrument Co., Ltd., Korea)로 분석

하 다. 분석기기는 HPLC(Young-Lin Associates)로, mo-

bile phase는 Acetonitrile : 0.5%인산용액＝60:40에서 ODS-5 

Develosil 컬럼을 사용하 으며, 245 nm에서 20분간 측정하

다. 표 곡선은 L(+)-ascorbic acid(Shinyo Pure Chem-

icals Co., Ltd., Japan)을 표 시약으로 사용하여 최종농도

가 25, 50, 75, 100 ppm이 되도록 하여 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작성하 다.

통계처리

통계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 9.0) 통

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고

(19), 각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다(p<0.05).

결과  고찰

총 페놀성 화합물

식물들의 2차 사산물로 생성되는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

계에 리 분포하며 다양한 화합물의 구조와 한 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특히 이 페놀성 화합

물들은 생물체내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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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이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지면서 천연물로부터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개발하고 찾으려는 시도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0,21). 본 연구에서는 구

기엽의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른 총 페놀성 화합

물을 검토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일째 Control 1.208 

mg/mL, Dry 1.336 mg/mL, NaCl 0% 1.293 mg/mL, NaCl 

1% 1.273 mg/mL, NaCl 3% 1.001 mg/mL, NaCl 5% 1.085 

mg/mL로 건조한 구기엽과 데친 후 NaCl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에서 다른 시료보다 페놀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15일

째에는 Control 1.079 mg/mL, Dry 1.037 mg/mL, NaCl 0% 

1.336 mg/mL, NaCl 1% 0.969 mg/mL, NaCl 3% 1.002 

mg/mL, NaCl 5% 0.941 mg/mL로 측정되었으며, NaCl 0%

에서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1일째 높은 페놀

함량을 보 던 Dry 군에서는 Control, NaCl 0%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부분의 구기엽이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 페놀성 

화합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Dry 처리한 것이 총 페놀

함량이 1.34 mg/mL로 가장 높았으나, 장기간이 지나면서 

NaCl 0% 처리한 구기엽의 총 페놀함량 변화가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g 등(22)은 보리잎차와 녹차 침출액의 총 수용성 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보리잎차와 녹차 모두 총 수용성 페놀함

량은 추출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용출되었으며, Lee 등(23)은 

울릉도산 산채류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을 측정한 결과 물엉

컹퀴 잎과 섬고사리 잎 추출물에 각각 130.2와 130.7 μg/mg

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hn과 

Cho(24)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높은 값을 보 고, 이는 

추출방법과 조리방법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되며, 활나물 잎

(21) 0.71～0.99 mg/mL과 밤(25)의 페놀함량과 비교하 을 

때도 구기엽의 총 페놀함량은 아주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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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of extracts prepared 
from Lycii folium.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 효과와는 한 계(26)가 

있다는 보고와 비교하여 볼 때, 구기엽의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자공여능

자공여능은 지질과산화 반응을 연쇄 으로 일으키는 

반응에 여하는 산화성 free radical에 자를 제공하여 산

화의 진행과정을 정지시킨다. 산화성 free radical은 생체내

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세포막의 지질 등을 산화시켜 막에 

쌓인다거나 DNA 등에 손상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은 식물에 존

재하는 각종 항산화성 물질들이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능

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서 이러한 물질을 찾으려는 연구

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기엽의 조리방법을 달리

한 장기간에 따른 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자공여능 측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조리방법을 달리

한 장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일째 

Dry 처리한 것이 자공여능이 65.48%로 가장 높았고, 장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6.98%로 가장 높은 자공여능을 

보 다. NaCl 0%, NaCl 1%은 Control에 비해 10% 이상 높

은 활성을 보 으나, 15일 경과 후에는 그 활성이 Control보

다 낮게 측정되어, 시료를 건조하여 보 하 을 때 활성 감

소가 다른 처리를 했을 때보다 을 것이라 사료된다. 

Kang 등(22)은 추출온도와 시간을 달리한 보리잎차와 녹

차 침출액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 녹차는 

50.56% 으며, 보리잎차는 11.06%로 녹차에 비해 5배 정도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한 밤꽃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비교

한 결과 17.22%이었으며(28), 가죽나무를 에탄올 용매로 추

출한 실험에서 잎의 자공여능이 17.47%, 110
oC의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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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xtracts prepared from 
Lycii folium.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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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liked activity of extracts prepared from Lycii 
folium.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고온에서 추출한 열수 추출물에서의 자공여능이 47.94%

라는 보고(29)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한 한국 약용  식물자원의 항산화성 식물탐

색에 한 결과에 의하면 식물자원이 20%미만의 활성을 보

고한 바와 유사한 결과(30)를 보여주고 있다. 

Superoxide anion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생체 내 항산화 효소 의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는 

세포내 활성산소를 과산화수소로 환시켜주는 반응을 

매 하는 효소이다. 생체내 존재하는 산화환원 효소 의 하나

인 SOD에 의해 생체 내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H2O2)는 

catalase나 peroxidase에 의해 물과 산소로 쉽게 환시키는 

요한 효소 이 하나이다. 이러한 SOD와 같지는 않지만 

유사활성 측정 방법으로 superoxide anion의 활성을 억제시

키는 물질 즉 SOD 유사활성이 리 사용되고 있다. 구기엽

의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른 SOD 유사활성을 측

정한 결과 Fig. 3과 같다. SOD 유사활성은 모든 시료에서 

85% 이상의 높은 활성이 측정되었으나, 의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SOD 유사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NaCl 0%군에서 다른 시료에 비해 

1일째 98.63%, 15일째 95.03%로 유의 으로 가장 높은 활성

을 보 다. Kang 등(22)은 보리잎차와 녹차를 90
oC 침출 온

도로 3분간 침출시킨 침출액의 SOD 유사활성 결과 보리잎

차와 ascorbic acid 150 ppm은 12.75%의 SOD 유사활성을 

보인 반면, 녹차는 상 으로 가장 낮은 값인 8.33%를 띠었

으며 보리잎차는 12.99%로 가장 높은 SOD 유사활성을 보

다. 일반 으로 SOD는 70oC 이상 가열 시 불활성화되므로 

시료의 침출 조건인 90oC에서는 SOD에 의한 효소  반응 

기작이 작용하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구기엽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고, 구기엽 추출물은 superoxide anion 제거능이 높은 물

Table 1.  Changes in vitamin C during storage periods of 
Lycii folium prepared by recipe treatment (%)

1 day 15 day

Control
Dry

NaCl 0%
NaCl 1%
NaCl 3%
NaCl 5%

2.03±0.007a
1.98±0.021b
1.21±0.008d
1.26±0.004c
1.26±0.021c
1.25±0.014c

1.26±0.013b
1.70±0.008a
1.01±0.016d
1.03±0.006cd
1.05±0.005c
0.90±0.006e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상할 수 있다.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른 비타민 C 함량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른 비타민 C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생리활성과 마찬가지로 비타

민 C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Control이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장기

간이 경과하면서 모든 구기엽의 비타민 C 함량이 감소하

다. 월계수 잎과 올리  잎의 비타민 C를 분석한 결과 월계

수 잎은 13.86 mg/100 g, 올리  잎은 36.64 mg/100 g으로 

나타났고(31), 보리잎차와 녹차의 경우는 침출 온도가 높을

수록 비타민 C의 함량이 보리잎차는 2.515%, 녹차 2.683%로 

3분 침출시에 비타민 C 용출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22). 1일째에는 Control에서 다른 시료군에 비해 유의 으

로 높은 비타민 C 함량이 측정되었으며, NaCl 1, 3, 5%군에

서는 비교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1일째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던 Control에서는 15일 경과 후 비교  

높은 감소량을 보 고, Dry 처리한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이 

측정되었으며 장기간에 따른 감소량 한 다른 시료에 비

해 었다. 이 결과 생리활성 결과와 유사하게 Dry 처리한 

것에서 장기간에 따른 비타민 C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Dry 처리 후 구기엽을 보 하는 것이 비타민 C 성분에 미치

는 향이 을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구기엽(Lycii folium)의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에 따라 가공 성  구기엽의 생리활성, 유효성분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구기엽 추출물을 제조하 다. 이 

추출물들의 비타민 C 함량, 총 페놀화합물,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을 측정하 다. 조리방법을 달리한 장기간

에 따른 구기엽의 활성도는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15일 경과 

후 NaCl 0%에서 1.34 mg/mL로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1일째 높은 페놀함량을 보 던 Dry군에서는 

Control, NaCl 0%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SOD유사활성

은 모든 시료에서 85% 이상의 높은 활성이 측정되었으나, 

총 페놀화합물과 마찬가지로 NaCl 0%에서 95.03%로 15일

의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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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여능에서는 1일째 Dry 처리한 것이 자공여능이 

65.48%로 가장 높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6.98%로 

가장 높은 자공여능을 보 다. NaCl 0%, NaCl 1%는 

Control에 비해 10% 이상 높은 활성을 보 으나, 15일 경과 

후에는 그 활성이 Control보다 낮게 측정되어, 시료를 건조

하여 보 하 을 때 활성 감소가 다른 처리를 했을 때보다 

을 것이라 사료된다. 비타민 C 함량에서도 15일의 장기

간이 경과한 후 Dry 처리한 시료에서 1.70%로 가장 높은 

값이 측정되었으며 장기간에 따른 감소량 한 다른 시료

에 비해 었다.  실험 결과 구기엽의 가공 성에 합한 

처리방법은 Dry, NaCl 0% 처리한 후 보 하는 것이 생리활성

도와 유효성분 함량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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