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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에 의한 유자씨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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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action characteristics of citron (Citrus junos Sieb. ex Tanaka) seeds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corresponding extract were monitor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Maximum extraction yield of 
20.23% was obtained at extraction temperature of 50.23

o
C, extraction time of 3.03 hr, and shaking velocity of 

400.06 rpm.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shaking velocity of 49.88oC, 2.72 hr, and 400.39 
rpm, respectively, maximum polyphenol content was 4.37 mg/g.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shaking velocity of 50.28

o
C, 3.42 hr, and 399.96 rpm, respectively, maximum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was 49.69%. Maximum nitrite scavenging activity (NSA) was 47.79% at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shaking velocity of 49.19oC, 0.68 hr, and 602.95 rpm, respectively. Based on superimposition of 3-dimensional 
RSM with respect to extraction yield, polyphenol, EDA, and NSA, optimum ranges of extraction conditions were 
extraction temperature of 50oC, extraction time of about 3 hr, and shaking velocity of 400 rpm. 

Key words: citron (Citrus junos Sieb. ex Tanaka) seeds, polyphen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jeong@chungbuk.ac.kr
†Phone: 82-43-261-2570, Fax: 82-43-271-4412

서   론

유자(Citrus junos  Sieb. ex Tanaka)는 우리나라, 국, 

일본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감귤류 에 하나

이다(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풍미와 찬 성질로 음

료나 약 로 이용되고 있으며, 성숙도에 따라 표면이 거칠고 

황색 는 녹색을 띠고 자몽과 비슷한 특이하고 자극 인 

풍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과일이다

(2-4). 유자는 감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유자 과피를 잘게 잘라 설탕이나 꿀에 재워 겨울

철에 차로 음용하고 있어 부분의 유자는 과육과 과피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자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자씨 의 apigenin, nar-

ingenin, hesperidin  nobiletin 등과 같은 라보노이드는 

장암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며(5), 유자오일에 함

유되어 있는 limonene, g-terpinene  myrcene 등과 같은 

monoterpene hydrocarbon류의 휘발성분에 한 연구(6), 유

자 과피 오일의 독특한 방향성분이 6-methyl-5-hepten- 

2-ol  dimethyl trisulfide임을 확인한 연구(7), 일본산 유자

씨에 함유된 limonoid를 분석한 연구(8) 등이 진행되었다. 

유자씨에는 bioflavonoid와 limonoid 등의 유효성분을 포함

하고 있으며, bioflavonoid는 flavonoid에 속하는 flavanone

으로서 hesperidin, naringin, neohesperidin, quercetin, erio-

citrin, narirutin, nobiletin  tangeretin 등이 알려져 있다

(9). Bioflavonoid의 표 성분인 hesperidin과 naringin은 항

산화효과(10), 발암개시작용 억제효과(11,12), 압 하  

이뇨효과(13), 항균효과(14)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유자씨의 유효성분과 생리활성 등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자  10%에 상당하는 유자씨를 

활용하기 한 유효성분의 추출조건에 한 연구는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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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s, polyphenol contents,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NSA) of 
citron seed by the central composite experimental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 
No.1)

Independent variables Response variables

Extraction 
temp. (

o
C)

Extraction 
time (hr)

Shaking
velocity (rpm)

Yields
(%)

Polyphenol
(mg/g)

EDA
(%)

N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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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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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0)
2 (-1)
2 (-1)
4 (+1)
4 (+1)
1 (-2)
3 ( 0)
3 ( 0)
3 ( 0)
5 (+2)
2 (-1)
2 (-1)
4 (+1)
4 (+1)
3 ( 0)

400 ( 0)
300 (-1)
500 (+1)
300 (-1)
500 (+1)
400 ( 0)
200 (-2)
400 ( 0)
600 (+2)
400 ( 0)
300 (-1)
500 (+1)
300 (-1)
500 (+1)
400 ( 0)

19.22±0.562)d3)
19.47±0.56cd
19.72±0.40cd
19.74±0.14cd
19.83±0.33bcd
20.13±0.14bcd
20.29±0.32abcd
20.31±0.21abcd
20.20±0.56bcd
21.49±0.80a
21.05±0.90ab
20.69±0.38abc
20.35±1.08abcd
19.77±0.55cd
19.43±0.60cd

4.63±0.24cdef
4.57±0.47cdef
4.93±0.37bcd
4.58±0.80cdef
5.03±0.08abc
4.83±0.40bcde
4.23±0.08def
4.19±0.37ef
4.43±0.17cdef
4.28±0.18def
5.67±0.47a
4.56±0.42cdef
4.03±0.41f
4.92±0.26bcd
5.43±0.08ab

43.04±1.10d
43.40±3.93d
44.29±2.16cd
46.49±5.49cd
46.65±4.77cd
48.26±2.99abcd
47.43±4.96bcd
49.36±5.41abcd
45.15±2.79cd
52.02±2.20abc
56.02±6.45a
55.59±6.62ab
47.48±4.04bcd
48.36±4.37abcd
48.36±3.26abcd

40.72±0.85f
41.61±1.10f
42.81±1.34def
41.84±2.11ef
44.77±1.19de
51.22±1.11bc
51.74±0.89bc
52.49±0.87b
52.21±1.47b
48.78±3.57c
50.92±1.52bc
50.36±2.10bc
64.56±1.27a
62.37±2.08a
45.70±1.76d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 by central composite design.
2)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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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자제품 제조 시 부산물로 폐기되

고 있는 유자씨를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유자씨의 유용성분 추출을 한 최 조건을 반

응표면분석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추출물에 한 총 폴리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소거활성  아질산염소거활성을 

분석하 다. 

재료  방법

시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유자는 라남도 고흥에서 2007년 10월

에 수확된 것으로 (주)미드미에서 가공부산물로 얻어진 유

자씨를 제공받아 수세한 후 수분함량 10%로 건조하여 

-20oC의 냉동고에 보 하면서 사용하 다. 유자씨는 분쇄기

로 분쇄하여 18 mesh 체를 통과시켜 균일한 입자 크기로 

만들어 추출에 사용하 으며, 지용성 성분을 제거하기 하여 

5배량의 hexane을 가하여 3시간 동안 환류추출하고 남은 잔사

를 50
oC의 진공건조기(Townson Mercer Ltd., Manchester, 

UK)에서 건조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한 후 추출시료로 사

용하 다. 추출은 보(15)에서 결정된 60% ethanol을 탈지

된 시료에 20배량 가하여 추출하 다. 추출이 끝난 후 ad-

vantec 5C(Advantec Toyo Kaisha Ltd., Tokyo, Japan) 여

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하 다. 각 조건에서 얻어진 추출물의 

수율은 회 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40oC에서 감압농축한 후 진공건조기로 용매를 완

히 제거한 다음 량법으로 측정하 다. 제조된 추출물은 

유용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20oC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 조건

유자씨로부터 유용성분의 추출은 추출온도(30～70oC; 

X1), 추출시간(1～5 hr; X2)  교반속도(200～600 rpm; X3)

를 변수로 하여 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실험설계를 하 다. 

독립변수(Xn)는 Table 1과 같이 5단계로 부호화하여 설정

하 다. 각각의 추출조건에서의 종속변수(Yn)는 추출 수율

(Yyield), 총 polyphenol 함량(Ypolyphenol), DPPH에 의한 EDA 

(YEDA)  아질산염소거활성(YNSA)으로 하 고,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의 계를 조사하 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

처리조건별 유자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16)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

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 덴 청

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 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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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lic acid(Sigma- 

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 의 mg garlic acid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처리조건별 유자씨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Choi 등(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0.1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Aldrich) 용

액(99.9% methanol에 용해) 0.8 mL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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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yield of citron seed.

후, 520 nm에서 정확히 60분 후에 흡 도 감소치를 측정하

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자공여능(electron do-

nating ability, EDA)으로 표 하 으며, 흡 도를 측정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 도의 차이는 methanol

만의 흡 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때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소거활성(nitrite scavenging activity) 측정

각각의 추출 조건에서 추출된 시료의 아질산염소거활성

은 Kato 등(18)의 방법에 따라 시료의 1 mL에 1 mM 아질산

나트륨(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 용액 1 mL를 

가한 후, 0.1 N HCl 완충액  0.2 M 구연산 완충용액으로 

각각 반응용액을 pH 1.2로 조정한 다음 반응용액의 총 부피

를 10 mL로 하 다. 이 용액을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산용액 5 mL, 30% 산

용액으로 조제한 Griess 시약 0.5 mL를 차례로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15분간 방치시킨 후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 양을 산출하 다. 아질산염

소거활성은 시료의 첨가 과 후에 잔존하는 아질산염의 백

분율(%)로써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mean±SD로 표

하 다. 한 각각의 추출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계

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

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추출변수가 추출물의 수

율  성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추출수율

추출조건에 따른 유자씨 추출물의 추출수율을 측정한 결

과 Table 1과 같다. 추출수율은 추출온도 30
oC, 추출시간 3시

간 그리고 교반속도 400 rpm에서 19.22%로 가장 낮았으며, 

50
oC, 5시간  400 rpm 추출에서 21.49%로 가장 높았지만 

추출조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각각의 변수가 추출수율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추출온도

(sum of square: 7.31)의 향이 추출시간(sum of square: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yield, polyphenol,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NSA) of extracts on citron seed

Factor df
Sum of 
squares

F-value

Yield
Extraction temperature (X1)
Extraction time        (X2)
Shaking velocity       (X3)

4
4
4

7.31
2.72
2.31

 3.00
*

 1.12
 0.95

Poly-
phenol

Extraction temperature (X1)
Extraction time        (X2)
Shaking velocity       (X3)

4
4
4

 37,804
 37,600
 22,899

 5.11**

 5.08**

 3.11*

EDA
Extraction temperature (X1)
Extraction time        (X2)
Shaking velocity       (X3)

4
4
4

470.06
172.42
 30.26

 6.02***

 2.21
 0.39

NSA
Extraction temperature (X1)
Extraction time        (X2)
Shaking velocity       (X3)

4
4
4

1,292.41
 324.99
19.68

17.56
***

 4.42
**

 0.27
*p<0.05, **p<0.01, ***p<0.001.

2.72)이나 교반속도(sum of square: 2.31)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추출온도에 한 F-value는 3.00(p<0.05)으로 유

의 으로 향을 미치고 있지만 추출시간  교반속도의 

F-value는 각각 1.12  0.95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oC까지는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그 이후에는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수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동일 온도에서 비교해 

봤을 때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50oC까지는 추출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60  

70oC에서는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추출온도가 높을수록 열에 의해 용출성분이 괴되어 

나타나는 상으로 보이며, 이에 한 성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출수율에 한 최 추출조건을 통계 으

로 구한 결과를 보면(Table 3) 추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

도가 각각 50.23oC, 3.03시간  400.06 rpm이었으며, 이때의 

추출수율은 20.23%로 측되었다. 추출온도에 따라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하고, 낮은 추출온도에서는 추출시간

이 증가할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Kang 등

(19)의 보고와 유사하나, 동충하  열수추출공정에서 추출

온도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Youn 등(20)의 결과와는 상이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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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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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yphenol (mg/g)
Electron donating ability (%)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50.23
49.88
50.28
49.19

3.03
2.72
3.42
0.68

400.06
400.39
399.96
602.95

20.23
 4.37
49.69
47.79

Saddle point
Saddle point
Saddle point
Saddle point

1)X1, extraction temperature (
oC); X2, extraction times (hr); X3, shaking velocity (rpm).

  

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polyphenol contents of citron seed.

총 폴리페놀 함량

각각의 추출조건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온도 

60oC, 추출시간 4시간 그리고 교반속도 300 rpm에서 4.03 

mg/g으로 가장 낮았으며, 60
oC, 2시간 그리고 300 rpm 추출

에서 5.67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추출조건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 다. 소국(21)  팽이버섯(22)의 에탄올 추

출물에서 에탄올의 농도가 높을수록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Kim 등(23)은 계피의 경

우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 으며, Choi 등(24)은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에탄

올 농도가 낮을수록, 시료 용매비가 높을수록 그 함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에탄올의 농도보다는 시료 용

매비에 더 큰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실험을 통하여 에탄올 농도와 용매량을 선정하여 추출

온도, 시간, 교반속도를 변수로 추출하 기 때문에 각 처리

구간 별 폴리페놀 함량에 유의 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변수가 총 폴리페놀의 추출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추출온도(sum of square: 37,804)  추출시

간(sum of square: 37,600)의 향이 교반속도(sum of 

square: 22,89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온도  시

간에 한 F-value는 5.11  5.08(p<0.01)이었으며, 교반속

도의 F-value는 3.11(p<0.05)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반응표면분석 결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 

한 최 추출조건을 통계 으로 산출한 결과(Table 3) 추

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는 각각 49.88oC, 2.72시간, 

400.39 rpm이었으며, 이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37 mg/g

으로 측되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천연물의 자공여능은 활성 radical에 자를 공여하고 

식품 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체 

내에서는 활성 radical에 의한 노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으며, radical 소거작용은 인체의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

는데 단히 요한 역할을 한다(25). 추출조건에 따른 유자

씨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추출온도 

30oC, 추출시간 3시간 그리고 교반속도 400 rpm에서 43.04%

로 가장 낮았으며, 60oC, 2시간  300 rpm 추출에서 56.0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60
oC 이후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교반속도가 빠를수록 감소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자씨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화합물들이 온도에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Yoo 

등(26)이 미역 포자엽의 항산화물질 추출 조건에서 30oC에

서 115oC까지 진탕 추출한 결과 50～60oC 부근에서 항산화

활성 가장 높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각 변수별

로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추출온도(sum of square: 470.06)의 향이 

추출시간(sum of square: 172.42)이나 교반속도(sum of 

square: 30.2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온도에 한 

F-value는 6.02(p<0.001)로 고도의 유의성이 있었으나 추출

시간(F-value: 2.21)  교반속도(F-value: 0.39)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표면분석 결과 Fig. 3과 같이 추

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30～50oC의 온도에서 추출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항산화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온

도에서 교반속도 400 rpm까지는 항산화활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한 최 추출조

건을 통계 으로 산출한 결과(Table 3) 추출온도 50.2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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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EDA of citron seed.

  

Fig. 4.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nitrite scavenging activity (NSA) of citron seed.

추출시간 3.42시간  교반속도 399.96 rpm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항산화활성은 49.69%로 측되었다.

아질산염소거활성

아질산염은 체내 암의 발생과 련된 표 인 물질로서 

산성 조건 하에서 아질산 이온이 되거나 양이온과 반응하여 

nitrous acid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생성되는 nitrous 

anhydride와 강산성 조건 하에서 생성되는 nitrous acidium 

ion이나 nitrosonium ion으로 환되어 강력한 니트로화 물

질이 됨으로써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N-nitrosamine의 구

물질이 된다(27). 따라서 아질산염소거활성은 pH 1.2의 반

응조건에서 시료의 첨가 후에 잔존하는 아질산염의 백분

율(%)로써 유자씨의 추출조건별 아질산염소거활성을 측정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시료 10 mg/mL의 농도에서 40.7

2～64.56%의 범 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아질산염소거

활성은 60oC, 4시간  300 rpm 조건에서 64.56%이었다. 

Kurechi 등(28)은 일본산 무즙의 아질산염소거활성은 시료 

에 함유된 phenol 화합물의 향인 것으로 보고하 으며, 

Kim 등(29) 한 야채 추출물의 아질산염소거활성은 야채

류에 존재하는 비타민 C, 페놀 화합물 등과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50oC, 5시간, 400 rpm 처리(21.49 mg/g)와 60oC, 2시간, 300 

rpm 처리(21.05 mg/g)에서는 아질산염소거활성이 낮게 나

타났고 활성이 높게 나타난 60oC, 4시간, 300 rpm 처리

(64.56%)  500 rpm 처리(62.37%)는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20.35  19.77 mg/g을 보여 유자씨에서는 폴리페놀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의 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변수가 아질산염소거활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추출온도(sum 

of square: 1,292.41)의 향이 추출시간(sum of square: 

324.99)이나 교반속도(sum of square: 19.6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온도  추출시간에 한 F-value는 17.56 

(p<0.001)  4.42(p<0.01)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교반속도(F-value: 0.27)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응표면분석 결과 Fig. 4와 같이 60
oC까지 추출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아질산염소거활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아질산염소거활성에 한 최 추출조건을 통계

으로 계산한 결과(Table 3) 추출온도 49.19oC, 추출시간 0.68

시간  교반속도 602.95 rpm으로 이때의 활성은 47.79%로 

측되었다.

최  추출조건 선정

추출조건에 따른 유자씨 추출물의 추출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활성  아질산염소거활성을 측정

하여 최  조건을 통계 으로 산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추출수율은 추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가 각각 50.23oC, 

3.03시간  400.06 rpm이었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49.88
oC, 2.72시간, 400.39 rpm,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

각 50.28oC, 3.42시간, 399.96 rpm, 아질산염소거활성은 각각 

49.19oC, 0.68시간, 602.95 rpm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씨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한 최  조건을 

도출한 결과 추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가 각각 50oC, 

3시간, 400 rpm로 결정하 으며, 이 조건에서 추출물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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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ed values of response variables at a given 
condition

1)
 within the range of optimum extraction condi-

tions 

Responses variables Predicted values

Extraction yield (%)
Polyphenol contents (mg/g)
EDA (%)
Nitrite scavenging ability (%)

20.31
 4.22
49.54
44.30

1)Extraction temperature 50oC, extraction time 3 hr, and shak-
ing velocity 400 rpm.

하여 추출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활성 

 아질산염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각각 

20.31%, 4.22 mg/g, 49.54%  44.30%로 나타났다. 추출수

율,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측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질산염소거활성은 측값과 

차이를 보 는데 이는 통계 인 추출조건(49.19
oC, 0.68시간 

 602.95 rpm)과 최  추출조건(50
oC, 3시간, 400 rpm)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오차로 생각된다.

요   약

유자씨 추출물의 항산화성분  항산화활성에 한 최  

추출조건을 선정하기 하여 추출온도(30～70oC; X1), 추출

시간(1～5시간; X2)  교반속도(200～600 rpm; X3)를 독립

변수로 추출된 추출물의 추출수율, 총 polyphenol 함량, 

DPPH radical 소거활성  아질산염소거활성을 측정하

다. 추출수율의 최 조건은 추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 

각각 50.23oC, 3.03시간, 400.06 rpm으로 최  20.23%로 측

되었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의 최 조건은 49.88
oC, 2.72시간 

 400.39 rpm으로 최  4.37 mg/g으로 측되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50.28oC, 3.42시간  399.96 rpm으

로 최  49.69%로 측되었으며, 아질산염소거활성은 추출

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 각각 49.19oC, 0.68시간  

602.95 rpm으로 최  47.79%로 측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씨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한 최  조건은 

추출온도, 추출시간  교반속도가 각각 50oC, 3시간, 400 

rpm로 결정하 으며, 이 조건에서 추출물을 제조하여 추출

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활성  아질산

염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20.31%, 4.22 mg/g, 49.54% 

 44.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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