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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f extraction 
temperature (X1), ethanol concentration (X2), and extraction time (X3), on 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yield (Y1), 
total phenol levels (Y2), electron-donating ability (Y3), brownness (Y4), and reducing sugar content (Y5) of  Vitis 
Coignetiae. Yield was affected by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The maximum yield was obtained at 91.62℃(X1), 
and, 25.37% (w/v) ethanol (X2), after 317.70 min of extraction (X3), evident as a saddle when displayed graphically. 
Total phenol levels were essentially unaffected by extraction temperature or ethanol concentration, but were highly 
influenced by extraction time. The maximum total phenol levels was 4,763.46 GAE mg/100 g obtained at 88.20℃
(X1), and 47.79% (w/v) ethanol (X2), after 349.32 min (X3) of extraction. Electron-donating ability (EDA) was 
affected by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Maximum EDA was 55.90% at 86.72℃ (X1), 50.61% (w/v) ethanol 
(X2), and 265.96 min (X3) of extration time, again shown by a graphical saddle. Brownness was affected by extraction 
time. The maximum extent of brown coloration was obtained at 82.66℃ (X1), 99.27% (w/v) ethanol (X2), and 
252.63 min of extraction time (X3), once again shown by graphical saddle. The maximum reducing sugar content 
was obtained at 96.24℃ (X1), 22.59% (w/v) ethanol (X2), and 216.06 min extraction tim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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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의 건강 기능

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식용

또는 약용식물 소재로부터 각종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그 가운데 산머루는 고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고수익 품목으로 과수농가에

인식되고, 소비자 기호도의 다양화로 식․약용작물로 이용

가능성(3)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

다. 산머루(Crimson glory vine, Vitis coignetiae)는 갈매나무

목(Rhamnales) 포도과(Vitaceae)에 속하는 일명 산포도라

부르는 넝쿨성 목본식물로 동북아시아 지역, 중국 및 한국

북반구 해발 100~1,300 m 지역의 산기슭에서 10 m 안팎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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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란다. 포도와 형상이 비슷하나 산에서 야생으로 자생

하며 내한성과 병충해 저항성이 강한 성질을 지녔다(4).

보통 열매는 술을 담그기 위해 오래전부터 와인처럼 머루주

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잎 추출물은 민간처방으로 구

토와 설사, 동상, 빈혈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양질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포도보다 10배 이상의 K, Ca, Fe 및

P를 함유하고 있으며, 유기산과 수용성 비타민 등 필수 영

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식욕, 소화 촉진의 기능을 갖고 있다(5). 아울러 최근 연구에

서는 뿌리가 항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산머

루에는 폴리페놀(polyphenol), 안토시아닌(anthocyanin), 레

스베라톨(resveratrol)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7) 폴리페

놀은 껍질과 씨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몸속의 나쁜 콜레

스테롤의 산화 방지로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하고 활성

산소를 감소시켜 여성들의 기미, 주근깨, 피부탄력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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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대사의 저하로 비만을 예방한다. 안토시아닌은 산머루

의 붉은 색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로돕신의 저항성

작용의 활성화로 눈의 작용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어 눈을

맑게 해준다. 또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강력히 억제하

는 작용을 하며 암이나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타

민E(토코페롤)보다도 활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순환기계

통의 기능과 항염증작용을 개선시킨다고 보고되었다(8).

레스베라톨은 발암의 3단계인 개시, 촉진, 진행단계 모두를

차단함으로써 강력한 항 발암작용 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

립선암, 대장암, 폐암 등을 포함한 많은 암세포의 세포자살

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9). 위와 같은 물질은 일반적으로 포도

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산머루에는 포도보다

폴리페놀은 2배, 레스베라톨은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10배정도 더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

(10,11). 산머루를 50% 에탄올 추출 하였을 때 전자공여능

활성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지금까지 산머루에 대한 연구로는 개량 머루의 이화학적

성분과 개량 머루를 이용한 발효 제품의 제조(12), 개량

머루주의 감산에 관한 연구(13), 혼합배양에 의한 산머루주

의 감산발효 최적조건(14), 강원도에서 수집된 왕머루의

생장과 과실특성(15), 머루주의 박의 급여가 돈육 등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16), 머루즙과 머루주의 이화학적 분석

및 항산화 효과(17), 머루종자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활성물질 분리 및 동정(4) 등 머루주에 관한 연구와 머루즙

을첨가한 일부가공품 제조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산머루가 가지는 다양한 생리적 효능 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추출 공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환류냉각 추출을실시하여

산머루의 유용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추출공정

조건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산머루는 경북 영양군 영양 일월산

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였으며, 씨와 껍질을 포함한 과육

을 냉동 건조 후 분쇄하여 분말화한 것을 표준 망체(40

mesh)를 이용하여 통과한 분말을 얻어냉장 보관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환류 추출 공정 최적화를 위한 실험 계획

환류냉각 추출을 이용한 산머루의 최적 추출 조건을 알

아내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사용하였으며 예비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

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을 실시하였다. 추출공

정의 독립변수(Xn)는 추출 온도(X1)와 에탄올 농도(X2), 추

출 시간(X3)에 대한 실험 범위를 선정하여 5단계(-2, -1,

0, 1, 2)로 나누었으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추출

수율, 총 페놀 함량, 전자 공여능, 갈색도, 환원당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3회 반복측정하여 각각 회귀분석을실시하

였다.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program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최적조건을 예측하였으며

회귀분석결과임계점이 최대점혹은 최소점이 아니고 안장

점일 경우에는 능선분석을 통하여 최적점을 구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b0 + b1X1 + b2X22+ b3X3 + b11X12 + b21X2X1 + b22X22+

b2X3X1+ b2X3X2+ b2X3X3

추출특성의 모니터링과 최적조건범위 예측은 각 변수의

contour ma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Level of leaching condition of wild grape in experimental
design

Leaching condition -2 -1 0 1 2

X1 Extraction temperature (℃) 60 70 80 90 100

X2 Ethanol concentration (%) 0 25 50 75 100

X3 Extraction time (min) 120 180 240 300 360

산머루의 환류냉각 추출 공정

산머루의 환류냉각 추출 공정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에서 동결건조 시킨후 40 mesh에 통과시킨 분말시료

2.0 g에 에탄올을 40 mL를 가한후 Table 2의 각 추출조건에

따라 추출하였다.

Vitis coignetiae sample

↓

40 mesh

↓

Vitis coignetiae powder 2.0 g + Ethanol 40 mL

↓

Extraction condition
Extraction temperature (℃) : 60, 70, 80, 90, 100
Extraction concentration (%) : 0, 25, 50, 75, 100
Extraction time (min) : 120, 180, 240, 300, 360

↓

Filtering (Whatman No. 1)

↓

Yield, Total phenolics, DPPH, Brown color,
Reducing sugar contents

Fig. 1. Flow chart of extraction process by ethanol from Vitis
coignet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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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the optimization of leaching condition of wild grape

No.
1) Extraction temp.

(℃)
Ethanol

concentration (%)
Extraction time

(min) Yield (%)
Total phenolics

(mg GAE/100 g)
DPPH

(%)
Brownness

(O.D.)
Reducing sugar

(%)

1 70 25 180 61.90 3908.82 46.55 0.368 9.89

2 70 25 300 61.65 4058.14 48.81 0.315 13.47

3 70 75 180 56.85 3956.33 44.51 0.286 10.30

4 70 75 300 56.60 3935.97 47.00 0.299 13.96

5 90 25 180 65.30 4445.02 52.43 0.304 13.53

6 90 25 300 67.90 4451.81 50.85 0.347 13.78

7 90 75 180 58.65 4268.55 50.51 0.284 10.38

8 90 75 300 58.40 4377.15 52.66 0.340 10.91

9 80 50 240 64.50 4445.02 52.60 0.302 13.67

10 80 50 240 63.70 4628.28 57.00 0.299 12.92

11 60 50 240 60.25 4363.57 46.84 0.268 13.35

12 100 50 240 63.65 4451.81 52.71 0.398 13.36

13 80 0 240 62.65 3304.75 35.89 0.368 12.89

14 80 100 240 52.40 3236.88 35.55 0.771 8.93

15 80 50 120 64.30 4499.32 53.05 0.318 10.77

16 80 50 360 65.05 4770.81 54.85 0.339 11.40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추출수율

추출수율은 추출액 3 mL를 항량을 알고 있는 수기에

취하여 60℃에서 24시간 증발 시키고 방랭하여 무게를측정

한후 105℃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하여 방랭시켜 무게

를 측정하였다. 추출수율은 사용된 원료 양(g)에 대한 건조

무게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otal phenolis 측정

각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 측정은 Folin-Denis법(18,19)에

따라 비색정량하였다. 즉, 일정하게 희석한 검액 100 µL에

Folin-Ciocalteu시약(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USA) 50 µL, 2% Na2Co3 300 µL을 넣어 진탕하고 15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그 후 증류수 1 mL를 첨가하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TU-1800 Human Crop Co.,

Daegu, Korea)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이때 표준물질로 gallic acid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USA)를 농도별로 500, 1000, 1500, 2000 µm

을 조제하여 표준곡선을 작성(R2=0.999)한 후, 측정값을 대

입하여 각 함량을 계산하였다.

전자 공여능 측정

각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은 α, α-diphenyl-β-picrylhydrzyl (DPPH)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즉, 0.4 mM의 DPPH용액을 만든 다음

ethanol 용액을 blank로 하여 520 nm에서 흡광도가

0.95~0.99가 되도록 조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렇게 조제한

DPPH 시약 900 µL와 추출물 100 µL를 혼합하여 진탕한

후 30분간 암실에 보관하여 sample 첨가구와 무첨가구를

520 nm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 (TU-1800 Human

Crop Co., Daegu, Korea)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00

Abs : Absorbance of DPPH solution with sample at 520 nm

Abc : Absorbance of DPPH solution without sample at

520 nm

갈색도

산머루 추출물의 갈색도는 시료 0.5mL와 증류수 4.5mL

를 혼합하여 10배 희석한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TU-1800 Human Crop Co., Daegu, Korea)을 사용하여 42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측정하였으며 신뢰성을 위해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환원당 함량 측정

각 추출물의 시료 300 µL를 test tube에넣고 dinitrosalicylic

acid (DNS) regent 300 µL를 가하여 진탕한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중탕하였다. 얼음물에서 충분히 식힌 후 증류수 3

mL을 넣고 54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lucose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환원당 함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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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추출 조건이 추출 수율에 미치는 영향

각 추출조건에 따른 산머루의 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반응표면 분석했을 때 추출 온도와 추출

농도가 수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반면 추출 시간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반응표면 분석에 따라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으로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 91.62℃, 추출농도 25.37%, 추출시간 371.70 min

에서 최대값 67.90%로 예측되었다.

Table 3. Estimated coefficients of second order response models for Vitis cognetiea

Yield(%) Total phenolics
(GAE mg/100 g)

Electron donating
ability(%)

Brownness(O.D.) Reducing
sugar(%)

Intercept 16.278125 38.341000 -70.369875 1.702125 -2.502626

X₁ 0.994063 68.297619 2.320962 -0.020056 0.031892

X₂ 0.445125 57.895953 0.522575 -0.013478 0.022153

X₃ -0.051302 -1.951328 0.090890 -0.003474 0.012625

X₁X₁ -0.005375 -0.322399 -0.012556 0.000081250 0.000009874

X₂X₁ -0.003025 -0.088236 0.001869 0.000035500 -0.000231

X₂X₂ -0.002630 -0.506335 -0.007630 0.000108 -0.000063570

X₃X₁ 0.000594 -0.002828 -0.000873 0.000028958 -0.000089652

X₃X₂ -0.000238 -0.005656 0.000330 0.000006583 0.000002001

X₃X₃ 0.000039931 0.006834 -0.000058819 0.000001944 -0.000010225

R² 0.9534 0.9368 0.9689 0.6363 0.9106

Pr>F 0.0024 0.0057 0.0007 0.4411 0.0151

Y = b0 + b1X1 + b2X22+ b3X3 + b11X12 + b21X2X1 + b22X22 + b2X3X1 + b2X3X2 + b2X3X3

X1: Extraction temperature (℃) X2: Ethanol concentration (%) X3: Extraction time (min)

Table 4. Predicted levels of extraction condition for the maximum
responses of variables by the ridge analysis

Response X1 X2 X3 Maximum Morphology

Yield(%) 91.62 25.37 317.70 67.90 saddle

Total
phenolics
(GAE mg/100 g)

88.20 47.79 349.32 4763.46 saddle

Electron donating
ability(%) 84.29 52.35 357.06 55.59 maximum

Brown color(O.D.) 82.66 99.27 252.63 0.62 saddle

Reducing
sugar(%) 96.24 22.59 216.06 15.31 saddle

X1: Extraction temperature (℃) X2: Ethanol concentration (%) X3: Extraction time
(min)

추출 조건이 total phenolics에 미치는 영향

산머루의 각 추출조건에 따른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고 회귀식은 Table 3과 같다.

R
2
값은 0.9368로 p<0.005 이내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반

응표면분석 결과 total phenolics는 추출 온도와 추출 농도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또

한 반응표면 분석으로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으로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출온도 88.20℃, 추출농도 47.79%,

추출시간 349.32 min에서 최대값 4763.46 mg GAE/100 g로

나타났다. Total phenolics는 에탄올 농도가 50%일 때 비교

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Jung 등(20)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동일조건에서 물, 50% 에탄올

과 100% 에탄올에서 추출 시 50% 에탄올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추출 조건이 전자공여능에 미치는 영향

각 추출조건에 따른 전자공여능의 반응표면 분석은 Fig.

4에 나타낸바와 같고, 분석결과 추출온도와 에탄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전자공

여능에 대한 회귀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R
2
는 0.9689

로 나타났고 1% 이내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반응표면

분석의결과 예측된정상점은 안장점으로 시료에 대한 추출

온도 84.29℃, 추출농도 52.35%, 추출시간은 357.06 min에

서 최대값 55.59%로 나타났다(Table 4). 전자공여능은 50%

에탄올에서 추출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total

phenolics 함량의 추출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항산화 활성이 폴리페놀함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선행 연구(22)를 통해 밝혀진바와 같다. Kim 등(21)의 연구

에서는 여러 가지 종자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비교한결과

머루의 전자 공여능이 다른 종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소거능이 있다고 보고되어 머루의우수한 전자공여능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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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yield (%).

추출 조건이 갈색도에 미치는 영향

산머루의 추출조건에 따른추출물의 갈색도에 대한 회귀

식은 Table 3에 나타냈으며 R2값은 0.6363으로 나타났다.

반응표면곡선을 나타낸 Fig. 5에서 보면 추출 농도가 증가

할수록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출온도

와 추출 시간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는 반응표면 분석의 결과로 예측된 정상점이 안장점

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 82.66℃, 추출농도 99.27%, 추출시간 252.63

min에서 최대값 0.62를 나타내었다.

Fig. 3.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total phenolics (mg GAE/100 g).

추출 조건이 환원당에 미치는 영향

산머루 추출물의 환원당을측정한결과에 대한 회귀식의

R2값은 0.9106으로 나타났다(Table 3). 반응표면 곡선을 나

타낸 Fig. 6에서 보면 추출온도, 추출 농도, 추출 시간 모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추출 농도와 추출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값은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 96.24℃, 용매비 22.59 mL/g,

추출시간 216.06 min일 때 최대값 15.31%로 나타내었다.

Kim 등(3)의 연구에서는 개량머루를 이용한 발효제품을

제조시 머루주의 발효전 환원당함량 16.93%에서 저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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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어질수록 환원당 함량이 감소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환원당 함량이 8.93~13.96%로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Fig. 4.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electron donating ability (%).

최적 추출 조건 예측

추출온도와 추출 농도, 추출 시간을 추출 조건으로 하여

이로부터 추출 조건 최적화를 위해 추출물의 특성인 yield

(Y1), total phenolics (Y2), electron donating ability (Y3)의

contour map을 superimposing하여 Fig. 7과 같이 최적 추출

조건 범위를 예측하였다. 이때, 반응표면이 중복된 부분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출 온도 75℃, 추출 농도

48%, 추출 시간 143 min으로 나타났다.

Fig. 5.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browning color (O.D.).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of variables in
extraction condition

Extraction
conditions

F-Ratio

X1 X2 X3

Yield (%) 4.67
**

24.49
***

0.40

Total phenolics
(GAE mg/100 g) 1.96

*
13.40

***
0.41

Electron donating
ability (%)

7.80*** 31.80*** 0.85

Brownness (O.D.) 0.17 2.04* 0.09

Reducing sugar (%) 4.51
**

8.93
***

6.20
***

*
Significant at p<0.1 level;

**
Significant at p<0.05 level;

***
Significant at p<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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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reducing sugar (%).

Fig. 7. Superimposing contour map of optimized conditions (1): Yield, (2): Total phenolics, (3): Electron donating ability.

Table 6.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for response
variables by posing of contour maps for Vitis coignetiae

Leaching condition Optimum range Optimum condition

X1 Temperature (℃) 66 ~83 75

X2 Extraction concentration (%) 43 ~ 53 48

X3 Time (min) 115 ~ 171 143

요 약

산머루의 유용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환류 냉각 추출공정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산머루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을 효

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 추출을실시하여 반응표면

분석에 의해 추출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추출 온도(X1), 추출 농도(X2), 추출 시간(X3)을독립변

수로 하고 추출물의 특성 즉, 추출 수율(Y1), 총 페놀(Y2),

전자공여능(Y3), 갈색도(Y4), 환원당(Y5)을 종속변수로 하

여 추출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추출수율은 추출온도와

추출농도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안장점에서 추출

조건은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는 91.62℃(X1), 추출농도는

25.37%(X2), 추출시간은 317.70 min (X3)이었다. 총 페놀

함량은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의 영향을거의받지않았으며

추출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최대값은 4763.46 GAE

mg/100 g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추출조건은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는 88.20℃(X1), 추출농도는 47.79%(X2), 추출시간

은 349.32 min (X3)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여능은 추출온도

와 추출농도의 영향을 많이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장점에

서 추출조건은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 86.72℃(X1), 추출농

도 50.61%(X2), 추출시간은 265.96 min (X3),였고 최대값은

55.90%로 예측되었다. 갈색도는 다른 조건들보다 농도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안장점일 때의 추출조건은 시료에 대

한 추출온도 82.66℃(X1), 추출농도는 99.27%(X2), 추출시

간은 252.63 min (X3)으로 나타났으며 환원당은 추출농도와

추출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시료에 대한 추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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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4℃(X1), 추출농도는 22.59%(X2), 추출시간은 216.06

min(X3)에서 최대값이 예측되었다. 산머루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을 예측한 결과 추출온도 75℃, 추출농도 48%,

추출시간 143 min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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