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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성분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천연물인 감잎, 엉겅퀴, 뉴그린을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와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출에 사용된 추출용매로는 초순수와 
주정을 이용하였고, 초순수-주정의 비율, 시료의 양, 추출시간, 추출온도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천연물의 최적추
출조건은 추출시간(2.5~3.5 h), 시료의 양은 50 g/L이었고, 주정/초순수의 부피비와 추출온도의 경우 각각 감잎(55~65 
vol%, 50~60 ℃), 엉겅퀴(40~50 vol%, 55~65 ℃), 뉴그린(55~65 vol%, 50~60 ℃)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출된 유효성분
의 항산화능과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 결과 감잎 > 엉겅퀴 > 뉴그린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tracted active components from thistle, persimmon leaf, and new green which are known to have a high 
content of antioxidants and also analyzed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 and flavonoid 
content. Both ultrapure water and alcohol were used as extraction solvents and the ratio of both solvents, sample, amunts 
extraction time, and extraction temperature were varied.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 of each natural compounds were 
2.5~3.5 h of the extraction time and 50 g/L of the sample amount. The optimal ratio of ultrapure water and alcohol and 
extraction temperature were as follows; persimmon leaf (55~65 vol%, 50~60 ℃), thistle (40~50 vol%, 55~65 ℃) and new 
green (55~65 vol%, 50~60 ℃). In addition, the antioxidant capacity and flavonoid content of the extract increased in the 
order of persimmon leaf, thistle, and new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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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노화방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인은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species, ROS)의 축적이다[1]. 이

로 인해 세포손상이 시작되게 된다. 인체의 대사활동에 필요한 산소

는 호흡을 통해 유입이 되는데, 이 중 일부는 ROS로 전환되며 이러한 

ROS가 체내에 적정량 존재할 때 이로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체 내

에는 ROS를 조절하는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

이 발생할 경우 항산화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게 되며, 이로 인해 노화

가 촉진되어 여러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노화 방지와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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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해서는 채내 항산화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해 충분한 양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14].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phenyl-

alanine으로부터 합성되는 식물색소이며, 채소나 과일에서 흔히 보이

는 벤조 Y 피론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큰 무리를 

구성한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는 radical scavengers로서의 높은 약리

활성 때문에 인체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15-16].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식물로는 녹차(green tea), 감잎(persimmon leaf), 엉겅퀴

(thistle), 뉴그린(new green) 등이 있다. 이 중 감잎은 비타민 C와 카로

틴의 함량이 많으며, 엉겅퀴는 가시나물로도 불리는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주로 식용 및 약용으로 재배한다. 또한 뉴그린은 십자화과

의 브로콜리 종류로 toscano라고도 하며, 잎을 식용하는 잎브로콜리이

다. 영양 성분은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함량

이 보통 채소의 2배에 달하여 녹색채소 가운데서도 영양가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성분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천연물인 

감잎, 엉겅퀴, 뉴그린을 이용하여 플라보노이드 추출을 위한 각 물질

의 최적추출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출에 사용된 추출용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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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UV absorbance of extract from the various natural products.

Figure 2. Extraction amount of active ingredient from the persimmon 
leaf.

초순수와 주정을 이용하였고, 초순수-주정의 비율, 시료의 양, 추출시

간, 추출온도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추출조건의 범위를 알아보았

고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와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유효성분의 최대흡수파장 결정

실험에 사용된 천연물(감잎, 엉겅퀴, 뉴그린)은 푸드 믹서로 분쇄한 

후 초순수와 주정을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유효성

분의 자외선 최대흡수파장(max )를 결정하기 위한 자외선 흡광특성 

분석은 천연물 시료 10 g을 용매(초순수, 주정) 100 mL에 녹여 감압

여과 및 원심분리 후에 syringe filter (25 mm, 0.45 µm)로 여과하여 

최대흡수파장을 측정하였다.

2.2. 천연물로부터 유효성분의 추출특성

감잎, 엉겅퀴, 뉴그린 등의 천연물로부터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기 

위해 용매 500 mL를 기준으로 분쇄된 시료의 양을 15~35 g으로 변화

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매로는 초순수와 주정

을 이용하였으며, 주정/초순수의 부피비(40~100 vol%), 추출온도

(40~70 ℃), 추출시간(1~5 h) 등에 따라 추출된 유효성분을 정량하였

다. 정량방법은 냉동건조 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

용하였다. 냉동건조법은 우선 추출된 유효성분은 여과과정 후 진공증

류를 통해 농축하였으며, -10 ℃로 6 h 동결한 후 냉동건조장치를 이

용하여 0.9 bar, -20 ℃의 조건에서 24 h 건조하였다. 또한 고성능 액

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각 물질의 자외선 최대흡수파장(max )에서 분

석하여 냉동건조된 추출량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은 SunFireⓇ의 C18 (5 µm)를 사용하였고, 이

동상은 acetonitrile과 초순수를 부피비로 6 : 4로 하였다.

2.3. 항산화능 및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항산화 분석을 위해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측정은 Lu와 Foo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17]. 시료 용액 0.2 mL에 

0.1 mL의 DPPH (15 mg/100 mL MeOH) 용액을 가하여 10 min 간 상

온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

지 않은 무첨가군과 비교하여 라디칼 소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은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플라보노이드성분의 

검정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물질로 quercetin (Sigma-Aldrich, Q4951)

을 이용하였으며, 표준용액의 농도범위는 10~80 µL/mL이고, 자외선 

파장은 415 nm에서 측정하였다. 플라보노이드성분의 정량을 위해 냉동

건조한 시료 1 mL (1 mg/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와 1 M 

potassium acetate 0.1 mL를 혼합한 후 메탄올을 이용하여 총 부피를 5 

mL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는 암실에서 40 min 간 방치한 후 자외

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quercetin equivalents (mg QE/mL dw)로 환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된 플라보노이드성분의 UV 흡광특성 분석

Figure 1은 감잎, 엉겅퀴, 뉴그린 추출물의 자외선 흡광특성을 나타

낸 그림이다. 추출용매는 초순수와 주정 혼합물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유효성분의 자외선 최대흡수파장은 감잎(285 nm), 엉겅퀴(280 nm), 

뉴그린(275 nm)에서 나타났다. 이 자외선 최대흡수파장을 이용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 파장을 설정하였으며, 냉동건조 후 추

출된 유효성분의 추출량과 비교하였다.

3.2. 유효성분의 추출특성 분석

Figure 2는 감잎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추출량을 추출시간, 시

료의 양, 주정/초순수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라 측정한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동건조 유효성분의 질량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피크 

면적을 비교하여 추출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감잎으로부터 유효성

분을 추출하기 위한 기본 추출조건은 추출시간(2 h), 시료의 양(20 g), 

주정/초순수의 부피비(60 vol%), 추출온도(50 ℃)로 설정하였다.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성분의 추출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3 h 이상에서는 추출량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료의 양의 변화에 따른 유효성분의 추출량의 변화 역시 25 g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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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nm) Time (h) Sample (g/L) EtOH (vol%) Temp. (℃)

Persimmon leaf 285 2.5~3.5 40~50 55~65 50~60

Thistle 280 2.5~3.5 40~50 40~50 55~65

New green 275 2.5~3.5 50~60 55~65 50~60

Table 1. Optimum Extraction Condition of Active Ingredient from Various Natural Products

Yield (w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mg dw)

Persimmon leaf 26.4 48.27 39.41

Thistle 17.6 40.42 11.74

New green 22.2 27.62  9.13

Table 2. Total Contents of Phenol and Flavonoid of Various Natural Products

Figure 3. Extraction amount of active ingredient from the thistle. Figure 4. Extraction amount of active ingredient from the new green.

서는 추출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주정/초순수의 부피비의 경우에는 

주정의 부피비가 증가함에 감잎의 유효성분의 추출량이 증가하다 감

소하였으며, 추출온도의 경우에는 6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유효성분

의 추출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잎으로부

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조건으로 추출시간(2.5~3.5 h), 주

정/초순수의 부피비(55~65 vol%), 추출온도(50~60 ℃)로 설정하였다.

Figure 3은 엉겅퀴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추출량을 추출시간, 시

료의 양, 주정/초순수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엉

겅퀴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기본 추출조건은 추출시간(2 

h), 시료의 양(20 g), 주정/초순수의 부피비(40 vol%), 추출온도(60 ℃)

로 설정하였다.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성분의 추출량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4 h 이상에서는 추출량의 변화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료의 양의 변화에 따른 유효성분의 추출량의 

변화 역시 50 g/L 이상에서는 추출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주정/초

순수의 부피비의 경우에는 주정의 부피비가 증가함에 엉겅퀴의 유효

성분의 추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추출온도와 추출량은 비례하였다. 따

라서 엉겅퀴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조건으로 추출시

간(2.5~3.5 h), 주정/초순수의 부피비(40~50 vol%), 추출온도(55~65 

℃)로 설정하였다.

Figure 4는 뉴그린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추출량을 추출시간, 

시료의 양, 주정/초순수의 부피비, 추출온도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뉴그린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기본 추출조건은 추출시간(2 

h), 시료의 양(25 g), 주정/초순수의 부피비(60 vol%), 추출온도(50 ℃)

로 설정하였다.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성분의 추출량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3 h 이상에서는 추출량의 변화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료의 양의 변화에 따른 유효성분의 추출량의 

변화 역시 60 g/L 이상에서는 추출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주정/초

순수의 부피비의 경우에는 주정의 부피비가 증가함에 뉴그린의 유효

성분의 추출량이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며, 추출온도와 추출량은 비례

하였다. 따라서 엉겅퀴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조건으

로 추출시간(2.5~3.5 h), 주정/초순수의 부피비(55~65 vol%), 추출온

도(50~60 ℃)로 설정하였다. 천연물로 감잎, 엉겅퀴, 뉴그린을 선정하

여 초순수와 주정을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한 결과 각 천연물에 

따른 유효물질의 자외선 최대흡수파장과 추출공정의 최적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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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산화능 및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추출량, 항산화특성과 플라보노이

드함량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유효

성분의 추출량은 감잎(26.4 wt%) > 뉴그린(22.2 wt%) > 엉겅퀴(17.6 

wt%)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감잎(48.27%) > 엉겅퀴(40.42%) 

> 뉴그린(27.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

석에서도 감잎(39.41 mg QE/mg dw) > 엉겅퀴(11.74 mg QE/mg dw) 

> 뉴그린(9.13 mg QE/mg dw)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효성분의 추출

량과 항산화능 및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 결과 플라보노이드 추

출을 위한 천연물로는 감잎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항산화능 및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천연물인 감

잎, 엉겅퀴, 뉴그린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각 물질의 최

적추출조건과 추출된 유효성분의 항산화능과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

분석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천연물의 

추출조건 중 주정/초순수의 부피비와 추출온도의 경우 감잎(55~65 

vol%, 50~60 ℃), 엉겅퀴(40~50 vol%, 55~65 ℃), 뉴그린(55~65 

vol%, 50~60 ℃)이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의 추출량은 감잎 > 뉴그린 > 엉겅퀴 순으로 크게 나

타났고, 항산화능인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와 플라보노이드

성분 함량은 감잎 > 엉겅퀴 > 뉴그린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효성분의 추출량과 항산화능 및 플라보노이드성분 함량분석 결과 

플라보노이드 추출을 위한 천연물로는 감잎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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