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0, No. 3, pp. 283~289 (2008)

283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항산화 활성 증진을 위한 민들레 잎의 열수추출 조건의 최적화 

고윤정·차동수1·최희돈∗·박용곤·최인욱 
한국식품연구원, 1(주)바이오코트

Hot Water Extraction Optimization of Dandelion Leaves 
to Increase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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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in an effort to optimize the hot water extraction
conditions of dandelion leaves in order to increase antioxidant activity in the extract. A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included the ratio of solvent to sample (X1), extraction
temperature (X2), and extraction time (X3), on dependent variables of the extracts, including soluble solid (Y1), total
polyphenols (Y2), total flavonoid (Y3),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Y4),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Y5), and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Y6). The estimated optimal conditions were as follows: 83.77±1.07oC of the extraction temperature, 20.85±0.24 mL/g of
solvent per sample, and 1.59±0.12 hr of extraction time. At the optimal conditions, the predicted characteristic values were:
a yield of 38.98%, a total polyphenol level of 74.28 µg/mg, a total flavonoid level of 74.00 µg/mg, a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of 0.14 mg/mL, a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of 3.24 mg/mL, and a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of 2.49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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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는 산화촉진물질(prooxidant)과 산화억제물질(antioxidant)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이런 균형상
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산화촉진 쪽으로 기울게 되면, 산화
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유발되어 잠재적인 세포손상 및
병리적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1,2).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직
접적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불
안정하고 반응성이 높아 여러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고, 체내
고분자들을 공격하여 세포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
거나 돌연변이, 세포독성 및 발암 등을 초래하게 된다(3,4). 활성
산소를 소거하기 위한 항산화성 물질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식
품이나 천연물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5,6). 
민들레(Taraxacum officinale)는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다
년산 초본으로 이른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역
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뿌리, 잎, 꽃 등 식물체 모두를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이다(7). 예로부터 민들레의 어린 순과 뿌리
는 나물이나 국 그리고 구황식물 등으로 식용되었고, 서양에서는
잎은 샐러드용, 뿌리는 커피대용, 꽃은 와인재료로 이용되어 왔

으며(8),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과 칼로리가
낮아 영양학적으로 현대인의 식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또한 천연물의 개발과 허브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민들
레의 여러 가지 생리활성과 약리성이 밝혀지면서 민들레의 유용
성을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소재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Choi 등(10)은 팜유와 돈지에 대한 민들레의 항산화력을 측
정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인정하였고,
Kang(11)은 linoleic acid를 이용하여 민들레의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물추출물의 항산화력이 BHA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또한 EPR를 이용하여 민들레 잎의 superoxide 라디
칼에 대한 소거활성을 분석한 결과 물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
들레는 에탄올 등의 유기용매 추출물보다는 물 추출물이 더 높
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민들레의 항산화 활성을 이
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 물 추출물을 이용하는 것
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
고된 민들레 잎 물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
적 추출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시료에 대한
용매비, 추출온도, 추출시간에 따른 유용성분과 항산화 효과 등
의 추출특성을 반응표면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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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민들레는 경남 의령군의 (주)민들레식품에서
재배한 길이 20 cm 내외의 잎을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는 이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한 후 열풍 건조하여 분쇄
한 후 사용하였고, 열수 추출물은 Whatman No. 1으로 여과한 다
음 동결 건조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조건 설정을 위한 실험계획
본 실험에서는 추출조건에 따른 추출특성의 모니터링과 추출
조건의 최적화를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
dology, RSM)(12)을 사용하였다. 추출조건에 대한 실험계획은 중
심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13)을 사용하였으며, 반응표
면분석을 위해 MINITAB statistical software(version 13,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를 사용하였다. 이 때 추출조건은 시
료에 대한 추출온도(X1) 50-90oC와 추출용매비(X2) 10-30 mL/g와
추출시간(X3) 1-3시간이었으며, 이들 독립변수들은 5단계(-2, -1, 0,
1, 2)로 부호화(Table 1)하여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16구간으로 설
정하였다(Table 2). 또한 이들 요인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Yn)는 수율(Y1), 총 폴리페놀(Y2), 총 플라보노이드(Y3), DPPH
라디칼 소거활성(IC50) (Y4), ABTS 라디칼 소거활성(IC50) (Y5),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IC50) (Y6)으로 하였다. 이 때 민들레
잎을 추출조건에 따라 3회 반복 추출하여 구한 값을 반응표면분
석에 사용하였다. 

수율 
수율은 추출액을 동결건조한 후 추출액 조제에 사용한 원료 건
물량에 대한 고형분 양(%, d.b.)으로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민들레 잎 열수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au
방법(14)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액 0.125 mL를 증류
수 0.5 mL에 녹이고 Folin 시약을 0.125 mL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1.25 mL의 7% sodium carbonate 용액을 서서히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9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hlorogenic acid를 사용하여 구한 검량선
으로부터 시료 중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민들레 잎 열수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Jia 등의 방법

(15)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액 0.25 mL를 증류수 1.25
mL에 녹이고 5% sodium nitrite 용액 0.075 mL를 첨가하고 잘 혼
합한 후 5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10% aluminium chloride 용액
0.15 mL를 첨가하여 6분간 반응시킨 후, 1 N NaOH 0.5 mL와

증류수 0.275 mL를 첨가하였다. 잘 혼합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atechin을 사용하여
구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중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자유 라디칼에 대
한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EtOH에 녹인 0.2 mM DPPH 용액 1
mL, EtOH 1 mL와 각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0.5 mL를 혼합하
여 15분경과 후에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6). 각 추
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흡
광도를 1/2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추출물의 농도인 I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ABTS+ㆍ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17)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7 mM 2,2-azino-
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최종 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ㆍ을 형성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
0.02가 되게 5 mM phosphate buffer saline(PBS)로 희석하였다. 희
석된 용액 0.99 mL에 시료 0.01 mL를 가하여 6분 동안 방치한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흡광도를 1/2로 환원시
키는데 필요한 추출물의 농도인 I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nitro blue tetrazolium(NBT) 환원
법(18)에 의해 측정하였다. Xanthine(0.4 mM)이 함유된 0.1 M
phosphate buffer(pH 7.5)에 xanthine oxidase(0.05 units/mL)를 반
응시켜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생성시킨 후 NBT(0.24 mM/L)
와 추출물을 첨가하여 반응시키고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소거 효과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
활성은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흡광도를 1/2로 환원시
키는데 필요한 추출물의 농도인 I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
민들레 잎의 열수 추출조건에 따른 추출물의 특성은 MINITAB

statistical software program을 사용하여 반응표면회귀분석으로 통
계처리하였다.
반응표면 분석에서 독립변수(X1, X2, X3)에 대한 2차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A0+A1X1+A2X2+A3X3+A11X1
2+A22X2

2+A33X3
2+A12X1X2

 +A13X1X3+A23X2X3

여기서 Y는 반응변수, X1, X2, X3는 독립변수, A0는 절편, An은

회귀계수이다.
반응표면분석에 의한 민들레 잎의 열수추출 조건의 최적화는

MINITAB program을 이용하여 각각의 반응변수의 특성값에 대한
목표값을 설정하여 목표값을 만족시키는 인자의 최적 조합을 결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에 대한 추출조건의 영향
중심합성계획에 의한 16 구간의 추출조건에 따라 추출한 추출

Table 1. Experimental range and valu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hot water
extraction conditions of dandelion leaves

Independent variables Symbol
Levels

-2 -1 0 1 2

Extraction temperature (oC) X1 50 60 70 80 90

Ratio of solvent to sample (mL/g) X2 10 15 20 25 30

Extraction time (hr) X3 1 1.5 2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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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수율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표
면 회귀식은 R2이 0.819로 나타났다. Table 3는 t-statistic에 근거
한 종속변수 Y1의 상수, 일차항(X1, X2, X3), 이차항(X1

2, X2
2, X3

2),
상호항(X1X2, X1X3, X2X3)의 계수와 유의성을 나타낸 것으로 상
수(p<0.01)와 X1, X2(p<0.05)항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의 결과(Table 4), 이차항과 상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인정되지 않았고(p>0.1), 일차항만이 유의성(p=0.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각 추출조건에 따른 수율 변화의 반응표면 분석 결과는 Fig. 1
에 나타내었다.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율이 약간 증가하기
는 하지만 온도나 용매비율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료의 용매비가 감소할수록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추출온도는 70oC 이후부터 수율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Kim 등(19)은 천마유효성분의 추출 시 시
료에 대한 용매비가 감소할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 대한 추출 조건의 영향
추출조건에 따른 민들레 잎의 열수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을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에 관한
계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 대한 회귀식
의 결정계수 R2는 0.979로 반응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성이 1% 이내에서 인정되었다. 종속변수 Y2의 상수, 일
차항(X1, X2, X3), 이차항(X1

2, X2
2, X3

2), 상호항(X1X2, X1X3, X2X3)
중에서 상수(p<0.01)와 X1, X22, X12(p<0.1)항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분산분석의 결과(Table 4), 이차항과 상호
항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p>0.1), 일차항만이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p<0.01).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대한 반응표면

Table 2. Central composite design and responses of dependent variables for hot water extraction conditions to independent variables

Exp. No.
Coded levels of variable Responses

X1 X2 X3 Y1 Y2 Y3 Y4 Y5 Y6

1 -1 -1 -1 36.71 41.21 32.53 0.78 6.15 8.86

2 1 -1 -1 37.19 65.94 68.14 0.17 3.63 3.06

3 -1 1 -1 37.16 45.35 36.51 1.04 6.51 8.54

4 1 1 -1 38.43 67.12 71.23 0.17 3.47 3.04

5 -1 -1 1 37.46 40.49 32.53 0.73 6.42 9.04

6 1 -1 1 38.28 72.93 65.37 0.18 3.66 3.04

7 -1 1 1 36.87 48.24 43.78 0.59 5.39 5.15

8 1 1 1 38.82 65.81 66.76 0.17 3.78 2.66

9 -2 0 0 34.89 32.32 19.99 1.39 7.17 11.62

10 2 0 0 38.03 79.78 74.53 0.16 3.38 1.94

11 0 -2 0 35.82 47.14 45.43 0.29 4.78 2.95

12 0 2 0 39.42 52.08 46.68 0.32 4.44 3.10

13 0 0 -2 37.89 52.81 49.24 0.35 4.27 3.25

14 0 0 2 38.01 59.38 58.68 0.16 4.22 2.65

15 0 0 0 37.98 57.28 52.10 0.24 4.22 3.35

16 0 0 0 37.86 57.34 55.62 0.22 4.10 3.37

X1 (extraction temperature,oC), X2 (ratio of solvent, mL/g), X3 (extraction time, hr). Y1 (yield, %), Y2 (total polyphenol, µg/mg), Y3 (total flavonoid,
µg/mg), Y4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5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6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fitted quadratic
polynomial equation for different response based on t-statistic

Y1 Y2 Y3 Y4 Y5 Y6

Intercept 

 A0 37.89** 57.10** 53.54** 0.23** 4.15** 3.25**

Linear

 A1 0.72* 12.91** 15.95** -0.33** -1.19** -2.64**

 A2 0.57* 1.04 1.60 0.01 -0.10 -0.32

 A3 0.16 1.38 1.17 -0.06* -0.04 -0.34

Quadratic

 A11 -0.44 0.06 -1.56 0.20** 0.42** 1.47**

 A22 -0.03 -2.22* -1.99 0.03 0.19* 0.14

 A33 0.08 0.08 0.80 0.01 0.06 0.12

Cross product

 A12 0.24 -2.23* -1.35 -0.02 0.08 0.48

 A13 0.13 0.44 -1.81 0.06** 0.15 0.35

 A23 -0.22 -0.59 0.70 -0.05* -0.14 -0.49

*Significant at 5% level
**Significant at 1% level
Model on which X1=extraction temperature (oC), X2=solvent ratio (mL/g),
X3 = extraction time (hr) is 
Y = A0+A1X1+A2X2+A3X3+A11X1

2+A22X2
2+A33X3

2+A12X1X2+A13X1X3+
A23X2X3.
X1 (extraction temperature, oC), X2 (ratio of solvent, mL/g), X3 (extraction
time, hr). Y1 (yield, %), Y2 (total polyphenol, µg/mg), Y3 (total flavonoid, µg/
mg), Y4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5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6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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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이 약간 증가하고 용매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증
가하다가 최적 용매비를 지나면서 폴리페놀 함량이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
페놀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대한 추출 조건의 영향
추출 조건에 따른 민들레 잎의 열수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Table 2에 나타내었고 반응표면 회귀식의 계수는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
R2는 0.975로 반응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1% 이내
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종속변수 Y3의 상수와 X1항만이 유의
성(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3), 분산분석의 결과
(Table 4), 이차항과 상호항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p>0.1),
일차항만이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1).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에 대한 반응표면 분석결과(Fig. 3), 폴리페놀 함량에 대
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추출시간과 용매비가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대한 추출 조건의 영향
추출조건에 따른 민들레 잎의 열수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
거활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에
대한 계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IC50)
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 R2는 0.985로 반응모형이 적합하였으
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p<0.01). 종속변수
Y4의 상수와 X1항, X11항이 1% 이내의 유의성이, X3항, X13항은

5% 이내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X23항은 약간의 유의성(p<0.1)
이 인정되었다(Table 3). 분산분석의 결과(Table 4), 일차항과 이
차항이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p<0.01), 상호항은 P=0.085로
약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반응표면 분석결과(Fig. 4), 추출시
간과 용매비는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추출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온도가
높아질수록 IC50 값이 감소하여 소거활성이 증가하다가 최적온도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response of
dependent variables (Y1, Y2, Y3, Y4, Y5, and Y6)

Responses Sources  DF SS MS  F-value  p-value

Y1 Model 9 15.41 1.71 3.01 0.096

 Linear 3 11.73 3.91 6.88 0.023

 Quadratic 3 2.71 0.90 1.59 0.288

 Cross-product 3 0.97 0.32 0.57 0.655

Residual 6 3.41 0.57 - -

 Lack of fit 5 3.40 0.68 84.41 0.082

 Pure error 1 0.01 0.01 - -

Total 15 18.82 - - -

Y2 Model 9 2424.59 269.40 31.36 0.001

 Linear 3 2317.59 772.53 89.94 0.001

 Quadratic 3 62.96 20.98 2.44 0.162

 Cross-product 3 44.05 14.68 1.71 0.264

Residual 6 51.54 8.59 - -

 Lack of fit 5 51.54 10.31 5032.68 0.011

 Pure error 1 0.00 0.00 0.00 -

Total 15 2476.13 - - -

Y3 Model 9 3659.04 406.56 26.49 0.001

 Linear 3 3529.31 1176.44 76.64 0.001

 Quadratic 3 85.11 28.38 1.85 0.239

 Cross-product 3 44.63 14.88 0.97 0.466

Residual 6 92.09 15.35 - -

 Lack of fit 5 85.91 17.19 2.78 0.425

 Pure error 1 6.19 6.18 - -

Total 15 3751.15 - - -

Y4 Model 9 2.03 0.23 44.90 0.001

 Linear 3 1.55 0.52 102.50 0.001

 Quadratic 3 0.43 0.14 28.60 0.001

 Cross-product 3 0.05 0.02 3.61 0.085

Residual 6 0.03 0.01 - -

 Lack of fit 5 0.03 0.01 20.74 0.165

 Pure error 1 0.00 0.00 - -

Total 15 2.06 - - -

Y5 Model 9 21.85 2.43 31.55 0.001

 Linear 3 19.63 6.54 84.99 0.001

 Quadratic 3 1.85 0.62 8.01 0.016

 Cross-product 3 0.38 0.13 1.64 0.278

Residual 6 0.46 0.08 - -

 Lack of fit 5 0.45 0.09 12.21 0.214

 Pure error 1 0.01 0.01 - -

Total 15 22.32 - - -

Y6 Model 9 127.13 14.13 11.53 0.004

 Linear 3 98.18 32.73 26.71 0.001

 Quadratic 3 24.21 8.07 6.59 0.025

 Cross-product 3 4.74 1.58 1.29 0.361

Residual 6 7.35 1.23 - -

 Lack of fit 5 7.35 1.47 11487.02 0.007

 Pure error 1 0.00 0.00 - -

Total 15 134.48 - - -

Y1 (yield, %), Y2 (total polyphenol, µg/mg), Y3 (total flavonoid, µg/mg),
Y4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5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6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Table 5. Optimization parameters in the response optimizer

Response Goal Lower Target Upper Weight Importance

Y1 Maximum 37.0 38.0 38.0 1 0.5

Y3 Maximum 50.0 74.0 74.0 1 0.5

Y4 Minimum 0.3 0.3 1 1 1

Y5 Minimum 3.0 3.0 7 1 1

Y1 (yield, %), Y3 (total flavonoid, µg/mg), Y4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Y5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Table 6. Optimal conditions of hot water extraction of dandelion
leaves for increasing antioxidant activity

Critical value

 Coded Uncoded

Independent 
variables

Extraction temperature (oC) 1.38±0.11 83.77±1.07

Ratio of solvent to sample 
(mL/g) 0.17±0.05 20.85±0.24

Extraction time (hr) -0.83±0.23 1.5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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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Kang 등(20)은 20 mL/
g 용매비, 75-80oC에서 3시간 동안 3회 추출한 민들레 잎의 물
추출물이 첨가농도 0.1 mg/mL에서 50% 이상의 DPPH 라디칼 소
거활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또한 Choi 등(21)도 노루궁뎅이 버섯의 열수 추출
시험에서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전자공여작용이 증가하다가 최
적 추출조건에서 최대점을 보인 후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에 대한 추출 조건의 영향
추출조건에 따른 민들레 잎의 열수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
거활성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의

계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IC50)에 대
한 회귀식의 결정계수 R2는 0.979로 반응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통
계적으로도 매우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종속변수
Y5의 상수와 X1항, X11항이 고도의 유의성(p<0.01)이, X22항은 약
간의 유의성(p<0.1)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항은 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다(Table 3). 분산분석 결과(Table 4), 일차항이 고도의 유
의성이 인정되었고(p<0.01), 이차항은 p=0.016으로 5% 이내의 유
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상호항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응
표면 분석결과(Fig. 5),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추출
시간과 용매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출온도에 크게 영
향을 받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거 활성이 증가하다가 고온
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내어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결

Fig. 1.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solvent ratio, and extraction time on yield of extracts.

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solvent ratio, and extraction time on total polyphenol of extracts.

Fig. 3.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solvent ratio, and extraction time on total flavonoid of extracts.

Fig. 4.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solvent ratio, and extraction time on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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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에 대한 추출 조건의 영향
중심합성계획에 의한 16구간의 추출조건에 따라 얻어진 열수추
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의 계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0.945로 반응
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반응표면모델식이 통계적으로 1% 이내에
서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Y6의 상수와 X1, X11

항이 고도의 유의성(p<0.01)이 인정된 반면 나머지 항은 유의성
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3). 분산분석의 결과(Table 4), 일차항
은 1% 이내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이차항도 5% 이
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지만 상호항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조건에 따른 반응표면 분석 결과(Fig.
6), DPPH 라디칼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추출시간과 용매비는 온도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이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추출 조건
민들레 잎으로부터 항산화 활성 증진을 위한 최적추출조건을
구하기 위해 ANOVA 분석한 결과 Y2 와Y6는 Lack of fit의 값이
0.011과 0.007로 유의하게 낮아 반응표면분석 모델에 적용할 수
없어 최적화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나머지 종속변수 중 항
산화능을 나타내는 Y4 와Y5은 Y1 와Y3보다 항산화 활성 증진을 위
한 열수추출의 조건에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 시
중요도를 높게 설정하였고(Table 5), 모든 반응변수의 특성값을
고려하였을 때의 합성 만족도는 0.979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한 최적추출조건(Table 6)은 추출온도 83.77±1.07oC, 시료에 대
한 용매비 20.85±0.24 mL/g, 추출시간 1.59±0.12 hr이었고 이 때
예측된 수율은 38.98%, 총 폴리페놀 함량은 74.28 µg/mg,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은 74.00 µg/mg이고 DPPH 라디칼, ABTS 라디
칼과 superoxide 라디칼의 소거활성(IC50)의 예측 특성 값은 각각

0.14 mg/mL, 3.24 mg/mL, 2.49 mg/mL로 나타났다(Table 7). 

요 약

민들레 잎의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증진을 위한 추출조
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중심합성
계획에 따라 추출조건의 독립변수(추출온도, 용매비, 추출시간)와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
성,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를 설정하였다. 추출물의 수율은
추출시간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료의 용매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70oC 이상의 추출온도에
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DPPH 라
디칼, ABTS 라디칼, superoxide 라디칼 소거활성도 추출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
적온도 이후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추출물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 추출조건은 추출 온도 83.77±1.07oC,
시료에 대한 용매비 20.85±0.24 mL/g, 추출시간 1.59±0.12 hr이
었고 이 때 예측된 수율은 38.98%, 총 폴리페놀 함량은 74.28 µg/

Fig. 5.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solvent ratio, and extraction time on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extracts.

Fig. 6.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solvent ratio, and extraction time on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extracts.

  

Table 7. Predicted values of response variables in optimal
conditions of hot water extraction of dandelion leaves for
increasing antioxidant activity

Response variables Predicted values

Yield (%) 38.98

Total polyphenol (µg/mg) 74.28

Total flavonoid (µg/mg) 74.00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0.14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3.24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50, mg/mL)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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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4.00 µg/mg이었으며, DPPH 라디칼,
ABTS 라디칼, superoxide 라디칼의 소거활성(IC50)의 예측 특성
값은 각각 0.14 mg/mL, 3.24 mg/mL, 2.49 mg/m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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