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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aves of Zizyphus jujuba have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medicine and nutrition. In this
study, the conditions for the ethanol extraction of antioxidant from Zizyphus jujuba were optimized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A Box-Behnken design containing 15 experimental runs with three replicates was employed to study
the effects of solvent extraction conditions such as extraction temperature (oC, X

1
), extraction time (min, X

2
), and ethanol

concentration (%, X
3
) on the extraction yield of antioxidants from Zizyphus jujuba. The yields of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 and electron donating activity (EDA) were considered as response variables. The second-order polynomial
model gave a satisfactory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ing different patterns of extraction conditions with
variation in the linear, quadratic, and interaction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four-dimensional RSM, one
of the optimized sets of conditions was 45% ethanol, 45oC, and an extraction time of 15 min.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the predicted values were 177.64 mg/g dry basis, 35.99 mg/g dry basis, and 86.14% Vit.C equivalents for total
polyphenols, total flavonoids, and EDA,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values showed good agreements with the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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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에 널리 분포하는 2차 대사산물인 폴리페놀 화합물은 강

력한 항산화물질로서 자유 라디칼 소거를 통한 산화적 스트레스

를 감소시켜 항산화효과, 노화억제 및 항암효과 등 세포손상 및

병리적 질환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생리활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녹차를 비롯해 민들레 잎, 사과 pomace

등 다양한 식물체에 존재하는 항산화물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3-5), 이들을 분리, 포집하는 기술 또한 주

목 받고 있다(6).

대추는 갈매나무과(Rhamnaceae) Zizyphus속의 낙엽활엽교목 과

실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분포한다. 전통적으로

음식과 약재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잎과 종자도

약재로 두루 이용되고 있다(7-9). 특히, 대추잎은 항산화능과 진

정작용을 보이며, 심혈관 기능과 모세혈관 탄력성을 증진시켜 혈

압을 조절하는데 사용되어 왔고, 불면증, 체력회복, 발모촉진, 간,

신장, 위장병 개선, 인후통 등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대추잎에는 모두 시금치와 쑥과 같은 야채류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함량의 폴리페놀이 존재하는데, Jin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대추잎 폴리페놀의 절반 가량이 축합형 탄닌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나머지 절반은 주로 rutin과 isoquercitin과 같은 flavonol로

구성되어 있다. 잎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은 폴리페놀 산화효소와

작용하여 o-quinone으로 되고, 이것이 아미노기나 thiol기와 공유

결합, 수소결합, 이온결합하여 항미생물, 항암, 유해중금속 제거

등의 생리활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차잎, 감잎 등 다른 식물에 비해 포함된 기능성 성분의 추출 방

법과 조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3,13).

식물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열수추출법

이 사용되고 있으나, 추출시간을 단축시키고, 추출효율을 증가시

키기 위해 유기용매를 이용한 용매추출 또한 연구되고 있다(14).

용매추출은 용매가 삼투압이나 모세관 현상 등에 의해 식물체에

흡수될 때 용매 농도에 의해 식물체 조직이 손상되어 유용물질

이 침출되고 녹지 않던 물질까지 가용성화시킨 후, 세포 내부에

서 바깥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이용하므로 열수추출보다 높은 추

출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더욱이 대추잎의 에

탄올 추출물은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전자공여작용, 아질산

염 소거작용 등 높은 생리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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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9), 에탄올을 이용한 용매추출은 대추잎 항산화물질의 고효

율 추출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추잎에 풍부한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

여 대추의 활용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에탄올을

이용한 대추잎 항산화물질의 고효율 추출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

을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시료에 대한 용매비, 추출 온도, 추출 시간에 따른 유용성분의 추

출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대추잎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2009년 4

월에 채집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열풍건조기(VS-1202, Vision

Scientific, Buchon, Korea)를 이용하여 40oC에서 96시간 동안 건

조한 후, 분쇄기(M20, IKA,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300

µm 이하로 분쇄하고 이를 4oC에서 냉장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

였다.

추출 최적화를 위한 실험계획

대추잎 추출을 위하여 conical tube에 500 mg의 대추잎을 넣고

10 mL의 에탄올을 첨가하여 온도 및 시간 조건을 달리하여 교반

가능한 항온수조(BS-11,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150 rpm으

로 진탕하면서 추출하였다. 추출한 후 원심분리기(KR/UNION

55R, Hanil, Seoul, Korea)를 사용하여 10,770×g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고 그 상층액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One-factor-at-time 방법을 이용하여 50% 에탄올을 사용하여

60oC에서 15분 추출하는 것을 대조구로 설정하고 여기서 추출온

도(30, 40, 50, 60, 70oC)와 추출시간(5, 15, 30, 60 min), 추출용매

농도(30, 40, 50, 60, 70%), 시료와 용매 비율(1:10, 1:20, 1:30)을

달리하여 예비실험하였다.

대추잎에서 기능성 성분 추출의 최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반

응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3-level-3-factor 실

험 계획인 Box-Behnken design(16)에 따라 추출 온도(X1, 45-

75oC); 추출 시간(X2, 5-35분); 에탄올 농도(X3, 10-90%) 세 가지

요인변수를 -1, 0, 1의 3단계로 부호화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

이 15개의 추출 조건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순서를 정하여 3반복

실험하였다. 이들 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측정

대추잎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au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희석한 추출물 0.125 mL를 증류수 0.5 mL

에 녹이고 Folin 시약을 0.125 mL 첨가하여 혼합한 후 1.25 mL

의 7% sodium carbonate 용액을 서서히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실온에서 9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Optizen 2120UV, Mecasys,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annic acid를 사용하여 구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중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을 구하였다(4).

총 플라보노이드 측정

대추잎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희석한 추출물을 0.2

mL에 10% aluminum nitrate 0.04 mL와 1 M potassium acetate

0.04 mL를 혼합하여 3분간 반응시킨 후 ethanol 1.72 mL를 첨가

하였다. 이 혼합액을 실온에서 4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itin을 사용하여

구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중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

다(17).

전자공여능 분석 방법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폴리페놀계 물질

이 가지는 분자적 특징인 수소공여능을 통해 생기는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18). 대추잎 추출물 중의 EDA는 희석한 추출

물 0.2 mL에 0.15 mM DPPH 용액(99.9% methanol에 용해) 0.8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

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scorbic acid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vitamin C equivalent로 상대적인 전자공여능을 구하였

다(19).

최적 추출조건 예측

조건 별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 예측은 4차원 반응표면을 이

용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전자공여능

에 대한 반응표면을 superimposing하여 중복되는 범위에서 최적

추출조건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범위에서 임의의 점을 설정한 후

회귀식에 대입하여 최적값을 예측하고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모든 결과의 수치

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반응표면분석은 독립변수 Xi와

Xj에 대한 종속변수 Y(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전자공여능)는 다음과 같은 2차 회귀식으로 나타내었으며, β0는

상수이고 βi, βii, βij는 회귀계수이다.

(1)

통계 소프트웨어 SAS(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이용하여 response surface regression(RSREG)을 실시하였으며,

반응표면그래프는 Mathematica(Mathematica 7.1, Champaign, IL,

USA)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Y β0= βiXi

i 1=

k

∑ βiiXi

2

i 1=

k

∑ βijXiXj

j 2=

k

∑
i 1=

i j<

k 1–

∑+ + +

Table 1. Box-Behnken design for optimization of solvent

extraction condition of antioxidant from jujube leaves

Order
Temperature (oC), 

X1

Time (min),
X2

EtOH concentration 
(%), X3

1 45(-1) 5(-1) 50(0)

2 45(-1) 35(1) 50(0)

3 75(1) 5(-1) 50(0)

4 75(1) 35(1) 50(0)

5 60(0) 5(-1) 10(-1)

6 60(0) 5(-1) 90(1)

7 60(0) 35(1) 10(-1)

8 60(0) 35(1) 90(1)

9 45(-1) 20(0) 10(-1)

10 75(1) 20(0) 10(-1)

11 45(-1) 20(0) 90(1)

12 75(1) 20(0) 90(1)

13 60(0) 20(0) 50(0)

14 60(0) 20(0) 50(0)

15 60(0) 2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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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반응표면분석

대추잎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

하다 70oC 이상 온도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추출 시간에 따라 증

가하다가 15분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는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의 열안정성에 의한 것으로서 사료된다. 녹차의 경우, 플

라보노이드가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속도가 증가하고 추출시간이

길어질 수록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소하는 결과(3)

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에탄올의 끓는점(78.4oC)을 고

려하여 온도의 범위를 45-75oC로 하고 추출시간을 5-35 min으로

설정하였다. 용매의 극성은 폴리페놀류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15) 용매의 농도는 최대한의 넓은 범위(10-90% EtOH)를 취

하였다.

대추잎의 에탄올 추출을 반응표면 분석한 결과, 15개의 실험결

과를 통해 10개의 회귀모델 계수와 반응표면모델식을 얻었다. 회

귀와 잔차의 analysis of variance(ANOVA)분석결과 R2 값이 모두

90% 이상으로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고(Table 2), lack of fit

이 p>0.05로 비적합성이 기각되므로(Table 3), 반응표면모델식은

대추잎의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전자공여능의 변화

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였다. 회귀에 대한 ANOVA분석을 보면 폴

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전자공여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나

공통적으로 선형적, 이차적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상호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독립변수의 이차적

영향은 적용된 조작변수들, 추출 시간과 온도, 용매의 농도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해 양과 음의 상관관계 모두 보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각 조작 변수들이 차지하는 영향을 model(Table 4)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에탄올 농도 이차항(X3
2) 계수의 영향은 공통적으로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반면, 일

차항과 상호항의 계수는 전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

대추잎 에탄올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회귀분석 결과 일

차적, 이차적 영향 모두 99%의 신뢰수준 이상으로 유의하고, 전

체 회귀모델의 R2 값이 93.92%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Table 2). Table 4에 의하면 폴리페놀은 에탄올 농도의

이차항(X3
2)만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여기

서 에탄올 농도의 이차항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Fig. 1을

보면 에탄올의 농도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차적 변화를 알 수 있었다. Table 5에서 변수 중에 에탄올 농

도(X3)가 99% 신뢰수준으로 온도와 시간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출조건에 따른 폴리페놀 함량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적으로 큰 차이가 없

으므로 추출에서 온도와 시간의 영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용매 추출공정의 최고 수율은 37.45% 에탄올로 46.52oC에서 15.41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of the regression parameters of the predicted response surface quadratic models

Regression DF Sum of square R2 (%) F-value

Polyphenol Linear 3 13922 46.06 12.62**

Quadratic 3 14033 46.43 12.72**

Cross product 3 429.53 1.42 1.39

Total Model 9 28385 93.92 8.58*

Flavonoid Linear 3 106.03 19.82 8.77*

Quadratic 3 384.99 71.96 31.86**

Cross product 3 23.8 4.45 1.97

Total Model 9 514.82 96.23 14.20*

EDA Linear 3 128.83 90.29 72.89***

Quadratic 3 10.88 7.62 6.15*

Cross product 3 0.03 0.02 0.02

Total Model 9 139.74 97.94 26.35**

*Significant at p<0.05
**Significant at p<0.01
***Significant at p<0.001
Polyphenol (mg/g jujube leaves, dry basis); flavonoid (mg/g jujube leaves, dry basis); EDA (% vitamin C equivalent)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predicted response surface quadratic models

Residual DF Sum of square Mean square F-value

Polyphenol Lack of fit 3 1158.56 386.19 1.14ns

Pure error 2 680.14 340.07

Total error 5 1838.69 367.74

Flavonoid Lack of fit 3 13.13 4.38 1.25ns

Pure error 2 7.01 3.51

Total error 5 20.14 4.03

EDA Lack of fit 3 2.55 0.85 4.31ns

Pure error 2 0.39 0.20

Total error 5 2.95 0.59

ns, not significant
Polyphenol (mg/g jujube leaves, dry basis); flavonoid (mg/g jujube leaves, dry basis); EDA (% vitamin C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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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동안 추출한 조건에서 얻어졌고 이 조건에서 폴리페놀 추출

양은 179.03 mg/g으로 나타났다(Table 6).

폴리페놀의 함량은 온도와 시간의 영향이 미미하였고 용매의

농도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는 과일의 용매 추출 시 추

출 시간이 짧은 경우,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 온도 증가로 열분

해가 일어나지만 온도로 인한 폴리페놀류의 용해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출 온도는 추출효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

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20). 또한 양배추 유용성분 추출조

건 최적화(21)와 사과 pomace의 에탄올 추출에서 추출 시간은

폴리페놀 함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5). 아이스크림콩(Inga edulis) 잎의 에탄올 추출과 대추잎 추출

을 비교하면 온도와 시간, 용매의 영향은 다른데, 이는 존재하는

폴리페놀 종류가 다르므로 폴리페놀의 분자 크기나 형태에 영향

을 받으며 이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2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대추잎 에탄올 추출액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회귀분석 결

과 일차적, 이차적 영향이 각각 95,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

고, 전체 회귀모델의 R2 값이 96.23%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이 인정되었다(Table 2). Table 4에 의하면 플라보노이드는 플라

보노이드의 상수항과 에탄올 농도 이차항(X3
2)의 유의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5, p<0.001). Table 5에서 에탄올

농도(X3)가 99% 신뢰수준으로 온도와 시간보다 높은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출조건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변화를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Fig. 2를 보면 에탄올의 농도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로 큰 변화를 보였

다. 시간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차적

영향이 나타나지만, 시간과 온도 모두 에탄올 농도에 비해 변화

의 크기가 작아 영향이 미미하였다. 용매 추출공정의 최고 수율

은 47.89%로서 에탄올로 74.47oC에서 23.86분 동안 추출한 조건

에서 얻어졌고 이 조건에서 플라보노이드 추출양은 37.22 mg/g으

로 나타났다(Table 6).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는 폴리페놀의 경우와 유사하게 용매

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의 기본 구조의 유사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Silva 등(23)에 의하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ed quadratic

polynomial models for the different response

Parameter Polyphenol Flavonoid EDA

Intercept 152.38 34.28* 86.67***

X1 -16.38 0.7 0.04

X2 -9.3 0.92 -0.13

X3 -37.22 -3.45 4.01

X1X1 2.08 1.95 -0.13

X2X1 -2.8 1.08 0.05

X2X2 -2.42 -1.39 0.43

X3X1 7.52 2.17 -0.02

X3X2 6.55 0.26 -0.06

X3X3 -61.25** -9.81*** 1.67**

*Significant at p<0.05
**Significant at p<0.01
***Significant at p<0.001
Polyphenol (mg/g jujube leaves, dry basis); flavonoid (mg/g jujube
leaves, dry basis); EDA (% vitamin C equivalent)

Fig. 1. Response surface plots on total polyphenol of jujube leaf
extract.

Table 5. Analysis variance of the factors of the response surface 

F-value

Temperature
(X1, 

oC)
Time

(X2, min)

EtOH
concentration 

(X3, %)

Polyphenol 1.65 0.62 17.22**

Flavonoid 2.58 1.17 29.15**

EDA 0.04 0.37 58.95***

*Significant at p<0.05
**Significant at p<0.01
***Significant at p<0.001

Fig. 2. Response surface plots on total flavonoid of jujube leaf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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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이스크림콩 잎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대추잎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시간과 온도의 영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대추잎의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rutin,

isoquerctin)가 비교적 열에 안정하다고 알려진 flavonol류(24)로서

폴리페놀과의 열에 대한 안정성 차이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자공여능

대추잎 에탄올 추출액의 전자공여능(EDA)은 회귀분석 결과 일

차적, 이차적 영향이 각각 99.9%,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고,

전체 회귀모델의 R2 값이 97.94%로서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2). Table 4에 의하면 EDA는 EDA의 상수항과

에탄올 농도 이차항(X3
2)항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각각 p<0.001, p<0.01). Table 5에서 에탄올 농도(X3)가 99.9%

이상의 신뢰수준으로 온도와 시간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출조건에 따른 EDA 변화를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Fig. 3을 보면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DA가 증

가함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온도와 시간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매 추출공정의 최고 수율은 89.98%로서 에

탄올로 60.04oC에서 19.54분 동안 추출한 조건에서 얻어졌고 이

조건에서 92.35% Vitamin C equivalent로 나타났다(Table 6). 생강

추출물에서 전자공여능이 에탄올 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추잎 추출물도 에탄올 농도에 영향을 받았다(25).

또한 건대추 에탄올 추출(26)에서도 대추잎처럼 에탄올 농도가

높을수록 EDA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를 비롯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는 물질은 에탄올의 농

도가 높을수록 추출효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적 추출 조건 예측

대추잎 에탄올 추출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총 폴리페

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전자공여능에 대한 4차원 반

응표면을 이용하였다. 모든 종속 변수의 반응표면을 superimposing

하여 중복되는 범위에서 최적 추출조건을 예측하였다. 대추잎의

기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추출조건은 Fig. 4에서와 같은 범위

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임의의 조건으로 온도 45oC, 시간 15분,

에탄올 농도 45%을 설정하였다. 이 조건에서 폴리페놀, 플라보노

이드, 전자공여능은 각각 177, 35.99 mg/g, 86.14%로 예측되었다.

실제 실험값은 Table 7에서와 같이 예측했던 폴리페놀, 플라보노

이드, 전자공여능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요 약

대추잎 항산화 물질의 고효율 추출을 위한 에탄올 용매추출조

건을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여 최적화하였다. Box-Behnken

design에 따라 추출공정 조작변수(온도, 시간, 에탄올 농도)를 독

립변수로,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총 폴리페놀 함량, 총

Fig. 4. Superimposed response surface plots for optimization of
total polyphenol, flavonoid and EDA of jujube leaf extracts.

Table 7.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observed values of

response variables within the range of the optimum condition

Responses
Optimum
conditions

Predicted value
Experimental 

value

Polyphenol
45oC, 15 min, 
45% ethanol

177.64 171.08±2.05

Flavonoid 35.99 41.16±3.58

EDA 86.14 86.17±0.09

Polyphenol (mg/g jujube leaves, dry basis); flavonoid (mg/g jujube
leaves, dry basis); EDA (% vitamin C equivalent)

Fig. 3. Response surface plots on electron donating activity of

jujube leaf extracts.

Table 6. Predicted values for the maximum responses by ridge

analysis

Responses

Maximum conditions

Predicted 
valueTemperature 

(oC)
Time
(min)

EtOH
concentration

(%)

Polyphenol 46.52 15.41 37.45 179.03 

Flavonoid 74.47 23.86 47.89 37.22 

EDA 60.04 19.54 89.98 92.35 

Polyphenol (mg/g jujube leaves, dry basis); flavonoid (mg/g jujube
leaves, dry basis); EDA (% vitamin C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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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보노이드 함량, 전자공여능)를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추출물

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간과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용매비가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최고점

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또한

시간과 온도의 영향보다는 용매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탄올

농도가 높을수록 전자공여능이 높게 측정되었다. 추출물의 특성

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 추출조건 범위 내에서 임의의 조작조

건(온도 45oC, 시간 15분, 에탄올 농도 45%)을 설정하였다. 최적

조건에서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값을 보여주어

회귀식이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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