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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action characteristics of dried jujube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corresponding extract were monitor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Maximum extraction yield of 53.69% was obtained at extraction temperature 
of 50.35

o
C, extraction time of 16.69 hr,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72.88%.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45.80oC, 15.47 hr, and 73.12%, respectively, maximum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ontent was 8.20 mg/100 g. Maximum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18.85 mg/g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64.91

o
C, 20.84 hr, and 66.91%, respectively. Maximum 

total flavonoid content was 0.48 mg/g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57.36oC, 15.14 hr, and 71.08%, respectively. IC50 value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showed maximum level of 
32.34 mg/mL at extraction temperature of 48.46

o
C, extraction time of 19.25 hr,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65.36%. Maximum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was 3.58 mg ascorbic acid equivalent per gram 
sample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56.09oC, 21.86 hr, and 65.3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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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추는 갈매나무과(Rhamnaceae)에 속하는 Zizyphus속

의 낙엽활엽교목으로 국계 추(Z. jujuba Miller)와 인도

계 추(Z. mauritiana Lam) 등 생태형이  다른 2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국계 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소련남부, 독일 등 유럽지역  캘리포니아를 심으

로 한 미국 륙의 서남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1,2). 우리

나라에는 1속 3종류로 재래종인 추(Z. jujuba Miller), 

추(Z. jujuba var. intermis Rehder), 보은 추(Z. jujuba 

forma hoonensis C.S. Yook)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개량종

인 무등, 성, 월출 등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3).

추는 옛부터 건강식품으로서 양가가 풍부하며 한약

에 감 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과일이다. 추의 주요성분으

로 당질과 ascorbic acid가 많으며, 약용성분으로는 각종 

sterol, alkaloid, saponin, vitamin, 유기산류, 아미노산류 등

이 밝 졌고 그 효능은 완화제, 이뇨제, 강장제, 담즙증, 강

정, 체력회복, 거담제, 항염증제 등의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4). 추는 수확기간이 10일 정도로 짧기 때

문에 이시기에 생과 형태로 일부 소비되지만 장성이 좋지 

못해 부분 건과 형태로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5).

추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c-AMP(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adenosine 3',5'-cyclic monophosphate)는 

약리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많은 채소류와 과일류 

에서 유일하게 추에서만 활성을 보이고 있다(6). c- 

AMP는 다양한 hormone과 prostaglandin, 그리고 catechol-

amine 등의 분비에 여하는 신호를 달하는 세포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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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물질로 특히 기 지천식과 allergy 반응에 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한 추에 함유되어 있

는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활성(8), 항암작용(9)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이 합성과정에서

의 스트 스, 활성산소 감소, 크고 작은 상처와 식동물로

부터의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산물이다

(10). 일반 으로 하나 는 둘이상의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

족환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분으로 과일  야채류에 리 

분포하며 주로 glucose, rhamnose, galactose, arabinose의 

당과 결합한 배당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수용성 물질이다

(11). 자연계에 존재하는 페놀성 물질의 구조는 7,000가지 

이상이 확인되어 있으며 크게 phenolic acid, flavonoid, cou-

marin 그리고 tannin(hydrolyzable  condensed tannin)으

로 분류되어지며(12) 그  부분을 flavonoid가 차지한다. 

이러한 페놀성 물질은 모두 방향족 화합물이며 UV 역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나고 알칼리 존재 시 흡수 가 장 장으로 

이동하게 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 추를 식품용도 내지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심합성계획법으로 

추출온도, 추출시간  추출용매의 농도를 변수로 여러 조건

에서 추출한 추출물의 수율  이화학  특성 분석을 통한 

최  추출조건을 반응표면분석을 통하여 확립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일반성분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추는 2007년 10월에 생산된 건 추로 

충북 보은의 농가에서 직  구입하여 polyethylene 필름으

로 하여 -20
oC 냉동고에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건 추의 수분함량은 105
o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

으며, 조단백질 함량은 semi-micro Kjeldahl 방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 방법, 조회분 함량은 550oC 직 회화법, 식

이섬유는 AOAC 방법으로 측정하 다.

추출조건  추출방법

건 추의 추출조건은 온도(30, 40, 50, 60  70oC), 시간(6, 

12, 18, 24  30시간)  용매조성(50, 60, 70, 80)  90% 

(v/v) 에탄올을 변수로 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에 의하여 Table 1과 같이 16개 실험구간으로 

설정하 다. 추출장치는 온도, 시간, 진탕속도를 조 할 수 

있는 shaking incubator(Vision Scientific Co., Ltd., Buchon, 

Korea)를 사용하 다. 건 추 20 g에 100 mL의 용매를 가하

여 마쇄한 다음 200 rpm으로 3회 반복 교반 추출하 다. 추

출물을 4oC에서 10분간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후 여과

하여 얻은 추출액을 회 식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로 농축한 후 감압건조(Townson Mercer Ltd., Man-

chester, UK)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하고 동결건조기(Mo-

dulyod-115, Thermo Electron Co., Waltham, MA, USA)로 

동결건조 하여 추출수율을 측정하 다. 수율 측정 후 증류수 

100 mL로 정용하여 이 액을 -20
oC에서 냉동보 하면서 실

험에 사용하 다.

c-AMP 함량 측정

건 추 추출물의 c-AMP 함량은 Kwon과 Cho(14)의 방

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추출물을 0.45 μm syringe filters 

(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한 후 HPLC(Thermo 

Separation Products Inc., Sanjose, CA, USA)로 분석하

다. Column은 Hypersil GOLD column(4.6×250 mm, Thermo 
Electron Co., Waltham, MA, USA)을 사용하 으며, 검출기

는 UV(260 nm), 이동상은 0.05 M KH2PO4 : methanol(95:5, 

v/v)을 1.0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고 추출물 20 μL 

주입하 다. 표 품으로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adenosine-3',5'-cyclic monophosphat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고, 표

품의 회귀식은 y＝294.9x－244.63(R
2
=0.9960)로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처리조건별 건 추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15)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

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 덴 청

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 다.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St. Louis, MO, 

USA) 100 μL를 가하 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 고, 표 물질인 tannic acid(Sigma- 

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고, 회귀식은 y＝

2.2199x＋0.0135(R
2=0.9994)로 나타났으며, 총 폴리페놀 함

량은 시료 100 g 의 mg tann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각각의 조건에서 처리된 건 추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

드 함량은 Dewanto 등(1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₂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치하

고 1 N NaOH 500 μL를 가하 다. 11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 다. 표 물질인 (+)-catechin hy-

drate(Sigma-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고, 회

귀식은 y＝3.743x－0.0017(R
2=0.9991)로 나타났다.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에 의한 자공

여능

처리조건별 건 추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Choi 등

(1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1×10-4 M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Aldrich) 용액(99.9% 

methanol에 용해) 0.8 mL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후, 520 

nm에서 정확히 60분 후에 흡 도 감소치를 측정하 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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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s,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polyphenol, flavonoid contents, IC50 (sample concen-
tration providing 50% inhibition)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AEAC) 
of dried jujube by central composite experimental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
No1)

Independent variables Response variables

Extraction
temp. (oC)

Extraction
time (hr)

Ethanol 
conc. (%)

Yield (%)
c-AMP
(mg/100 g)

Polyphenol
(mg/g)

Flavonoid
(mg/g)

IC50
(mg/mL)

AEAC
(mg AA eq/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0 (-2)
40 (-1)
40 (-1)
40 (-1)
40 (-1)
50 ( 0)
50 ( 0)
50 ( 0)
50 ( 0)
50 ( 0)
50 ( 0)
60 (+1)
60 (+1)
60 (+1)
60 (+1)
70 (+2)

18 ( 0)
12 (-1)
12 (-1)
24 (+1)
24 (+1)
 6 (-2)
18 ( 0)
18 ( 0)
18 ( 0)
18 ( 0)
30 (+2)
12 (-1)
12 (-1)
24 (+1)
24 (+1)
18 ( 0)

70 ( 0)
60 (-1)
80 (+1)
60 (-1)
80 (+1)
70 ( 0)
50 (-2)
70 ( 0)
70 ( 0)
90 (+2)
70 ( 0)
60 (-1)
80 (+1)
60 (-1)
80 (+1)
70 ( 0)

52.09±3.482)bcd3)
44.28±2.20e
56.72±4.27abc
50.35±3.61cd
58.87±2.97a
56.28±1.89abc
51.64±4.16bcd
53.50±2.43abc
52.47±3.59abcd
46.32±2.61de
53.05±1.91abc
54.51±5.05abc
54.10±4.07abc
57.83±3.76ab
58.26±2.53ab
57.54±3.80ab

7.75±0.41bc
7.90±0.54abc
8.31±0.11ab
7.66±0.52bc
8.58±0.23a
8.35±0.57ab
7.39±0.43c
8.03±0.68abc
7.96±0.32abc
7.72±0.35bc
7.97±0.35abc
8.58±0.30a
7.88±0.35abc
8.13±0.38abc
8.32±0.34ab
7.63±0.17bc

15.49±1.14cd
13.02±0.77f
16.17±1.37bc
13.73±0.26ef
14.32±0.49de
16.19±0.07bc
14.93±0.80d
16.27±0.77bc
15.96±0.30bc
16.78±0.30b
14.80±0.24de
17.95±0.16a
15.51±0.21cd
18.42±0.54a
18.03±0.31a
16.13±0.67bc

0.37±0.01g
0.39±0.04fg
0.40±0.01efg
0.42±0.02def
0.31±0.01h
0.31±0.02h
0.40±0.04efg
0.22±0.01i
0.22±0.08i
0.04±0.01j
0.46±0.01d
0.51±0.03c
0.44±0.05de
0.93±0.04a
0.55±0.02b
0.56±0.03b

 7.12±0.10h
 7.18±0.45gh
 9.02±0.22e
 5.03±0.12k
11.55±0.64c
12.10±0.75b
 7.01±0.07hi
 9.61±0.08d
 9.54±0.10d
23.07±2.76a
 6.53±0.19i
 7.75±0.02fg
 9.35±1.05d
 5.87±0.04j
 7.85±0.09fg
 7.99±0.14f

3.37±0.11f
3.05±0.10g
4.10±0.23b
3.52±0.14ef
3.09±0.13g
3.10±0.10g
4.04±0.12bc
3.58±0.06ef
3.56±0.06ef
2.16±0.08h
4.20±0.20b
3.98±0.11bc
3.65±0.07de
5.04±0.19a
4.02±0.01bc
3.85±0.03cd

1)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 by central composite design.
2)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3)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도를 측정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 도의 

차이는 methanol만의 흡 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

때 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에 의한 총 항산화력

처리조건에 따른 건 추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방법(16)에 의하여 측정하 다.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

킨 후 이용액을 735 nm에서 흡 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 계수(ε=3.6×104 M-1cm-1)를 이용하여 메탄올로 희

석하 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

여 흡 도의 변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 으며, 표 물

질로서 L-ascorbic acid(Sigma-Aldrich)를 동량 첨가하

고, 총 항산화력은 AEAC(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로 표 하 다.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mean±SD로 표

하 다. 한 각각의 추출조건에서 얻어진 결과에 한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1(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추출변수가 

추출물의 수율  성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반응표면

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으로 분석하

다.

결과  고찰

건 추의 일반성분  추출수율

본 실험에 사용된 건 추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33.69%로 나타났으며, 단백질은 1.45%, 지질은 0.68%, 회분

은 1.44%, 식이섬유 함량은 1.14%로 나타났다. 건 추를 

심합성계획법으로 실험구간을 16구간으로 추출조건을 선정

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추출하여 추출수율 결과를 반응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oC에서 24시간, 80% 에탄올로 추출한 건 추 추출물이 

5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40oC에서 12시간, 

60% 에탄올로 추출한 건 추 추출물이 44.28%로 가장 낮은 

추출수율을 보 다. 건 추 추출물에 한 추출수율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추출온도에 한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F-value: 4.08, p<0.01), 그 다음으

로 추출용매의 농도(F-value: 3.27, p<0.05)가 추출수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시간은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값 R2는 0.3998로 모

델식이 합하지 않았다(Table 3). 이는 추출온도  추출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에는 수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 에 도달하게 되면 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추출용매의 

조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율이 증가하 으나 80% 에탄올보

다 높은 용매 조성으로 추출할 경우에는 수율이 감소하 다. 

한 추출조건이 변하여도 수율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

기보다는 유사한 값을 보인 것도 통계분석결과 모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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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xtraction temperature, times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he yield, c-AMP, polyphenol, and flavonoid con-
tents of extracts on dried jujube.

Table 2. Regression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of physiochemical properties in extraction condition of dried jujube

Response variables
F-value

Yield c-AMP Polyphenol Flavonoid IC50 AEAC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Ethanol concentration

4.08**

0.39
3.27*

2.19
1.31
4.29***

35.28***

 2.17*

 7.05**

10.34***

 6.49**

13.57***

 1.40
 2.92*

26.51***

11.46***

10.02***

15.63***

*p<0.05, **p<0.01, ***p<0.001.

합하지 못했던 원인이라 생각된다. 이는 추출온도에 따라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하고, 낮은 추출온도에서는 추

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Kang 등(17)의 보고와 유사하나, 동충하  열수추출공정에

서 추출온도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Youn 등(18)의 결과와

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Lim 등(19)은 마늘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의 가용성성분 함량은 microwave power  추출시

간보다 에탄올의 농도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고 한 Park 등(20)도 산국 에탄올 추출물의 가용성성분 

함량은 에탄올의 농도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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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esponse surface analysis program for extraction conditions of dried jujube

Response variables1) Second order polynomials2) R2

Extraction yield
c-AMP
Polyphenol
Flavonoid
IC50
AEAC

YYield＝33.08－2.58X1－3.02X1X3
Yc-AMP＝815.54－23.05X1X3＋17.57X2X3
YPolyphenol＝59.80＋11.60X1＋2.75X2－2.12X1

2－5.06X3
2

YFlavonoid＝14.20＋5.17X1＋3.15X2－4.31X3＋3.02X1X2－2.33X1X3－2.49X2X3－4.91X3
2

YEDA＝9.86－2.91X2＋9.05X3＋4.56X3
2

YAEAC＝52.88＋4.47X1＋1.44X2－2.59X1
2＋2.94X1X2

0.3998
0.3688
0.8204
0.7438
0.7844
0.6787

1)c-AMP: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IC50: sample concentration providing 50% inhibition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EAC: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2)X1, extraction temperature (

oC); X2, extraction times (hr); X3, ethanol concentration (%).

는데 본 연구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는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MP 함량

추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c-AMP는 약리  효과가 있

다고 알려져 있으나 많은 채소류와 과일류 에서 유일하게 

추에서만 활성을 보이고 있다(6). c-AMP는 다양한 hor-

mone과 prostaglandin, 그리고 catecholamine 등의 분비에 

여하는 신호를 달하는 세포내 2차 달물질로 특히 기

지 천식과 allergy 반응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6,7). 추출조건별 건 추 추출물의 c-AMP 함량은 

Table 1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건 추 20 g에 80% 에탄

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40
oC에서 24시간 교반 추출

한 추출물에서 8.58 mg/100 g, 60% 에탄올, 12시간, 60oC에

서 8.58 mg/100 g으로 가장 높은 c-AMP 함량을 보 으며, 

5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50
oC에서 18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는 7.39 mg/100 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 다. 일반 으로 c-AMP 함량은 추출온도, 추출

시간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큰 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Fig. 1). 건 추 추출물에 

한 c-AMP 함량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추출온도와 시간에 해서는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용매의 농도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고(F-value: 4.29, p<0.001) 결정계수값 R
2
는 0.4965로 모

델식이 합하지 않았다(Table 3). 이는 건 추의 c-AMP 

함량은 추출온도, 추출시간, 에탄올의 농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값을 보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추출조건별 건 추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1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건 추 20 g에 6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60
oC에서 24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 18.42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며, 

6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40oC에서 12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는 13.02 mg/g으로 가장 낮은 함량

을 보 다. 건 추 추출물에 한 폴리페놀 함량에 한 통

계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체 으로 변수에 해 유의

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온도(F-value: 

35.28, p<0.001), 추출용매의 농도(F-value: 7.05, p<0.01), 추

출시간(F-value: 2.17, p<0.05) 순으로 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고 결정계수값 R
2도 0.8204로 높은 값을 보여 모델식이 

합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소국(21)  팽이버섯(22)

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계피의 경

우 70% 에탄올 추출물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Kim 

등(23)의 보고와 유사하지만, Choi 등(24)은 페놀성 화합물

의 함량이 에탄올 농도가 낮을수록, 시료 용매비가 높을수록 

그 함량이 증가하며, 에탄올의 농도보다는 시료 용매비에 

더 큰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추출조건별 건 추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1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건 추 20 g에 60% 에탄

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60
oC에서 24시간 교반 추출

한 추출물에서 0.927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며, 

9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50
oC에서 18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는 0.036 mg/g으로 가장 낮은 함량

을 보 다. 건 추 추출물에 한 라보노이드 함량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체 으로 변수에 해 

유의 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용매의 농

도(F-value: 13.57, p<0.001), 추출온도(F-value: 10.34, p< 

0.001), 추출시간(F-value: 6.49, p<0.01) 순으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값 R
2도 0.7438로 높은 값을 보여 

모델식이 합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건 추의 라보

노이드 추출은 추출시간보다는 추출온도나 추출용매의 농

도에 큰 향을 받았으며, 이는 물보다는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Kim 등(23)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DPPH에 의한 자공여능

천연물의 자공여능은 활성 라디칼에 자를 공여하고 

식품 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 내에서는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라디칼 소거작용은 인체의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는데 단히 요한 역할을 한다(25). 과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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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extraction temperature, times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he IC50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by 
DPPH assay and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AEAC) by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of extracts on 
dried jujube.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phenolic 화합물의 농도는 큰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26). 추출조건별 DPPH 

radical 소거활성(IC50)을 측정한 결과 Table 1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 추 20 g에 6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40oC에서 24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 IC50

값은 5.03 mg/mL로 가장 우수한 항산화활성을 보 으며, 

9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50oC에서 18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는 23.07 mg/mL로 가장 낮은 항산

화활성을 보 다. 건 추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에 한 통계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추출온도에 해서는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용매의 농도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F-value: 24.51, p<0.001) 추출시간

(F-value: 2.92, p<0.05)에 해서도 어느 정도의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값 R2는 0.7844로 높은 값을 

보여 모델식이 합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소국의 에탄

올 추출물에서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총 페놀성 화합물

의 함량이 증가하며, 70% 에탄올 추출물의 그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Kim 등(23)의 보고와 유사하지만, Choi 등

(24)은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에탄올 농도가 낮을수록, 시

료 용매비가 높을수록 그 함량이 증가하며, 에탄올의 농도보

다는 시료 용매비에 더 큰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는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에 의한 총 항산화력

산화는 살아있는 조직에서 에 지를 생산하기 해 꼭 필

요한 생물학 인 반응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유라디칼

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러한 반응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단

백질, 조직완화, 유  손상, 질병  노화의 진 등에 여

하여 반응을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각각의 추

출조건으로 추출한 건 추 추출물의 ABTS에 의한 총 항산

화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건 추 20 g에 6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60oC

에서 24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 5.04 mg AA eq/g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90% 에탄올 100 mL을 가한 

후 마쇄하여 50oC에서 18시간 교반 추출한 추출물에서는 

2.16 mg AA eq/g로 가장 낮은 항산화활성을 보 다. 건 추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에 한 통계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추출용매의 농도(F-value: 15.30, p<0.001), 추출온도(F-val-

ue: 11.34, p<0.001), 추출시간(F-value: 9.93, p<0.001) 순으

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값 R2도 0.7438로 

높은 값을 보여 모델식이 합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이는 DPPH법에 의한 자공여능과 유사한 이유에 의해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  추출조건 측

각각의 추출조건에 따라 결과를 바탕으로 SAS program

을 이용하여 추출변수가 추출물의 수율  성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최  추출조건을 분석

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추출수율의 경우 추출온

도 50.35oC, 추출시간 16.69시간, 에탄올 농도 72.88%에서 

53.69%로 최 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MP 

함량의 경우 45.80oC, 15.47시간, 73.12%에서 8.20 mg/100 

g으로 최  값을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64.91oC, 

20.84시간, 66.91%에서 18.85 mg/g,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57.36oC, 15.14시간, 71.08%에서 0.48 mg/g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PPH법에 의한 EDA의 IC50값은 52.25oC, 

19.14시간, 79.81%에서 7.18 mg/mL를, ABTS법에 의한 

AEAC는 56.09oC, 21.86시간, 65.36%에서 3.58 mg AA e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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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ed levels of extraction condition for the maximum responses of variables by the ridge analysis

Respons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1)

Maximum Morphology
X1 X2 X3

Extraction yield (%)
c-AMP (mg/100 g)
Polyphenol (mg/g)
Flavonoid (mg/g)
IC50 (mg/mL)
AEAC (mg AA eq/g)

50.35
45.80
64.91
57.36
52.25
56.09

16.69
15.47
20.84
15.14
19.14
21.86

72.88
73.12
66.91
71.08
79.81
65.36

53.69
 8.20
18.85
 0.48
 7.18
 3.58

Saddle point
Saddle point
Saddle point
Saddle point
Saddle point
Saddle point

1)X1, extraction temperature (
oC); X2, extraction times (hr); X3, ethanol concentration (%).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건 추의 최

 추출조건은 추출온도 약 55
oC, 추출시간 18시간, 에탄올 

농도 70%의 조건으로 생각된다.

요   약

심합성계획법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건 추를 각각의 

조건에서 추출하여 수율  이화학  특성을 분석하여 반응

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수율에 한 최 조건은 추출

온도 49oC, 추출시간 17시간  에탄올 농도 73%로 나타났

다. 건 추 추출물의 지표성분인 c-AMP 함량은 50oC, 24시

간, 80% 에탄올에서 8.92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46oC, 15시간, 73% 에탄올에서 최  추출조건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추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을 추출하는 최 의 조건은 16개의 실

험구간에서 60oC, 24시간, 60% 에탄올에서 각각 18.42  

0.94 mg/g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처리 결과 65oC, 21시간, 

67% 에탄올에서 최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추 추출물의 항산화활성(IC50)은 60oC, 12시간, 60% 에탄올

에서 5.87 mg/mL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 통계처리 결

과 48oC, 16시간, 59% 에탄올에서 최 의 추출조건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항산화력(AEAC)은 60oC, 24시간, 

60% 에탄올에서 5.04 mg AA eq/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고 통계처리 결과 48oC, 16시간, 71% 에탄올이 최 조

건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건 추의 최  추출조건

은 추출온도 약 55oC, 추출시간 약 18시간, 에탄올 농도 약 

72%의 조건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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