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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ethod for improving the production of polyphenol compounds and
flavonoids from Korean thistle (Cirsium japonicum) extracts using hot-water extra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on of polyphenol compound and flavonoids, five independent variables (solvents, concentration, extraction
time, extraction temperature, and solid-liquid ratio) were optimized. The results showed hot-water extraction using
NaOH solution provided a higher total phenolic compounds (TPC) extraction than the organic solvents and the
extraction using 1 N NaOH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of TPC of 5.18 mg GAE/g DM. Among the tested
variables,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showed positive effects within tested levels of variables.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 for TPC and flavonoids was obtained as follows: 1 N NaOH, extraction time of 40 min,
reaction temperature of 120°C, and solid-liquid ratio of 10%(w/v). Under the optimum conditions of alkaline
hot-water extraction, experimentally obtained TPC and flavonoid concentrations were 9.71 mg GAE/g DM and
2.23 mg QE/g DM, respectively. Therefore, alkaline hot-water extraction under mild condition was confirmed as
an effective process for poly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 production from Korean thistle.
Keyword : cirsium japonicum, total phenolic compounds (TPC), Flavonoid

하며 연속적인 세포손상을 발생시켜 세포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인체 내에는 ROS
와 산화억제물질의 균형을 통해 ROS를 제어하는 방
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외선, 면역 이상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방어시스템이 약화되면 ROS
가 과다하게 생성되고 항산화 체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세포손상과 병리적 질환의 확률이 높아진다[2].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인해 증가한 ROS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성 항산화제를 이용한 ROS제거가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인공합성물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의 논란이 제기되면
서 식물과 같은 안전한 천연물로 이를 대처하고자 하
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3]. 식물에 널리 존재
하는 천연 색소인 폴리페놀은 스트레스와 자외선 등
에 의해 발생된 ROS의 전자수용체로 작용하여 생체
막 구성물질의 산화를 억제하여 막 유동성 저하, 효
소 및 수용체의 활성 저해, 막 단백질의 손상에 의한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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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노화현상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
성 질환 및 암은 인체 내에서 생성된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에 의해 세포가 반복적으로 공격당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
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ROS은
반응성이 매우 높고 불안정하여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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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불활성화 등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4]. 식
물체에 존재하는 많은 색소들은 폴리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고, 대표적인 식물유래 폴리페놀 화합물
은 flavonoids, anthocyanins, tannins, catechins,
isoflavones, lignans과 resveratrols 등으로 과일
및 엽채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5].
고려엉겅퀴는 곤드레나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 세
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특산 종 식물이
다. 이 식물에는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한 식이섬유, 무
기질 및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항암활성을 비롯한 다양
한 생리활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한방 소재로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식품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6].
성분 연구에 있어 고려엉겅퀴는 생리활성이 뛰어난
apienin, luteolin, myricetin, kaemferol, pectolinarin,
5,7-dihtdroxy-6,4'-dimethoxyflavone,
hispidulin-7-neo-hesperioside등 약 78종의 flavonoid
를 포함하여 항산화능과 항균활성, 지질산화 억제 등
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7]. 이처럼 엉겅퀴는 폴리페
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
알려져 있지만, 비빔밥과 같은 식품류의 원료로만 한
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및 화
장품 소재로 활용성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성분들의 추출특성과 추출조건 최적화가 필요한데
고려엉겅퀴로부터 유용물질인 폴리페놀 추출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다[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전부터 식용과 민간요법
으로 사용되어 온 고려엉겅퀴로부터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 성분의 추출조건을 최적화하고 상업화에 적
합한 추출공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열수추출
공정의 주요 인자인 용매, 농도, 추출온도, 추출시간과
고액비를 최적화하여 엉겅퀴로부터 생리활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공정 조건을 도출하여 기능성 식
품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의 성거산약초㈜ 에서 재배하는 고려엉겅퀴를 2017년
9월에 수확하여 60°C드라이 오븐(VS-1202D3, VISION,
Korea)에서 12시간 건조 후, 가정용 분쇄기(SFM0505S, J-ONE Co., Korea)로 분쇄하고 50mesh
이하의 분말로 제조한 뒤 -7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추출용매로 사용한 유기용매는 Sigma-Aldrich 사
(St. Louis, USA)와 Samchun Pure Chemical 사
(Seoul, Korea)의 순도 95% 이상 시약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Sigma-Aldrich사의 일급
이상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추출 조건

건조 시료 중의 유용성분 추출을 위해 25 ml 밀폐
형 유리튜브(PYREX-1636, Scilab., Korea)를 이
용하여 샌드배스(CSBD2, VISION, Korea) 에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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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와 용매를 혼합한 후 최적화 추출 조건에 따라 온
도, 시간과 고액비를 변화시켜 진행하였다. 추출 후,
1 ml 의 추출시료를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회수하
였고, 필요에 따라 증류수에 희석하여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농도를 측정하였다. 단일변수 최적화 실
험을 위해 사용 된 추출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o-chemical conditions for one factor
at a time optimization
Conditions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1
2
3
4
5
6
7

Concentration
0.0
(N)
Extraction
0
time (min)
Temperture
30
(℃)
Solid liquid
2
ratio (%)

0.1

0.3

0.5

1.0

2.0

-

10

20

30

40

50

60

60

75

100

120

-

-

3.3

5

10

13.3

-

-

2.3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Folin-Denis법을 사용해 측
정하였다[9]. Folin-Ciocalteu's 페놀용액을 추출물
에 첨가하여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해 청색으로 환원
발색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흡광도 변화로 폴리페놀 농
도를 측정하였다.[10]. 각 추출물 0.14mL에 0.2N
Folin-Ciocalteu reagent 시료 0.7ml를 가하여 6분
간 반응시킨 후 NaCO₃용액 0.56ml를 가해 상온에
서 1시간 반응을 진행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Mecasys Co., Korea)로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농도별 galic
acid를 조제한 후 0-80㎍/ml 의 농도범위에서 검량
선을 작성하여 시료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을 mg GAE
(galic acid equiv)/g DM (dry matter)으로 정량
하였다.
2.4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luminium chloride
colorimetric method 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측정
하였으며 시료의 추출은 총 페놀함량의 전처리와 동일
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추출물 0.5 mL에 1 mol
potassium acetate와 10% aluminum chloride각
0.1 ml와 증류수 2.8 mL, 99.5% 에탄올 1.5 mL
을 첨가한 다음 30분간 상온에서 정치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Mecasys Co., Korea)로 반응액 의 흡광도 값을
415 nm 에서 측정하였다. 플라보노이드의 정량분석
을 위해 표준물질로 qercetin (Sigma Chemical
Co.)를 이용하여 12.5-100 ㎍/ml의 범위에서 검량
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건조
시료 중량 당 mg QE (quercetin equivalent)/g
DM (dry matter)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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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
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 용매 선정

고려엉겅퀴로부터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을
위한 기본용매 선정을 위해 9가지 용매를 이용하였으
며 플라보노이드를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본 추출용매
선정 실험에서는 폴리페놀 추출을 우선적으로 비교하
였다. 추출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60°C 에서 30분간
추출을 진행하였을 때 (Figure. 1). 에 보는 바와 같이
ethyl acetate, acetone과 acetonitrile 등을 포함한
모든 유기용매에서는 낮은 폴리페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증류수를 기본 용매로 한 추출군(증류수,
0.1 N H2SO4, 0.1 N NaOH)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페놀 함량은
NaOH를 이용한 추출에서 3.04 mg GAE/g DM로
가장 높았으며, H2SO4와 물을 이용한 추출에서 각각
2.75 와 2.26 mg GAE/g DM 의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 0.1 N NaOH를 이용한 추출의 농도가 증류
수와 H2SO4를 이용한 추출에 비해 각각 1.4와 1.1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추출능이 우
수한 증류수, H2SO4와 NaOH이 폴리페놀 추출에 미
치는 유의성을 평가했을 때, NaOH가 추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p=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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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독성의 위험성으로 식품소재 추출에 적용시키기 어
렵다. 따라서 유기용매 대비 수율이 우수한 물, 산용
액과 염기용액을 이용한 열수추출을 1차 기본 추출공
정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려엉겅퀴의 열수추출에 있어 기본 용매 선정을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용액의 농도 최적화를
위해 NaOH와 H2SO4의 농도를 변화시켜 폴리페놀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여 (Figure. 2). 에 나
타내었다. 각 용매의 농도를 0-2.0 N로 변경하여 폴
리페놀 추출을 비교했을 때, 농도변화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
다 (p < 0.05). 앞선 0.1 N 실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H2SO4에 비해 NaOH에 의한 폴리페놀 추출이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1 N NaOH 열수추출에서
5.18 mg GAE/g DM의 최댓값을 보였다. 동일 농
도의 산 촉매 보다 폴리페놀 추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해 높은 항산화 생리활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이후 추출 실험에 1 N NaOH를 기본
용매로 선정하였다.

Figure 2. Total phenolic compound concentration of
extracts from Korean thistle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cid and alkali solvents.
3.2 추출시간 최적화

Figure 1. Total phenolic compound concentration of
extracts from Korean thistle by different solvents.

일반적으로 식물체로부터 폴리페놀 추출 시, 증류수
또는 극성용매에서 추출 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ethanol, acetone,
ethyl acetate등 유기용매에서 추출 수율이 높았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폴리페놀 추출시 용매 선정은 원료물
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12]. 본 실험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이 증류수를 용매로 하는 3개 군에 비해
폴리페놀 추출능이 떨어지고 유기용매를 이용한 잔류

고려엉겅퀴로부터 염기 열수추출을 이용하여 폴리페
놀을 추출할 때, 추출시간이 폴리페놀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각 추출시간에서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 농도를 비교하였다 (Figure. 3). 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추출 초기 10분간은 추출물이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추출농
도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염기 열수추출 30분
에서 6.98 mg GAE/g DM 의 폴리페놀이 추출되어
추출시간 60분 대비 92.6% 수준의 추출이 이루어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플라보노이드 추출도 폴리페놀
추출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추출 40분에서 최
대농도가 확인되었으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 성분 대비 25-33%의
비율로 확인되어 고려엉겅퀴의 경우 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폴리페
놀의 주요성분이 페놀산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13].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 시 40분 이후부터는
시간 증가에 따른 추출농도 상승이 크지 않아 최적추
출 시간을 40분으로 정하였다. 고려엉겅퀴에서 폴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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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추출을 위한 조건이 60°C의 매우 낮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염기 열수를 이용한 40분 추출에 있어
각각 7.41 mg GAE/g DM과 2.41 mg QE/g DM
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염기를 이용한 열수추출이 고려엉겅퀴로부터 유용
물질 추출에 매우 효과적인 공정임을 알 수 있다.

Figure 3. Time course behaviors of TPC and
flavonoid productions from Korean thistle.
3.3 추출온도 최적화

고려엉겅퀴의 염기 열수추출에서 폴리페놀과 플라보
노이드 추출 증대를 위해 추출 온도가 폴리페놀과 플
라보노이드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온도범
위 30-120°C에서 고려엉겅퀴로부터 염기 열수추출
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Figure. 4).
에 나타냈다. 온도가 두 물질의 추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p < 0.05) 온도 증가에 따라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폴리페놀의 경우 최고 온도까지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경향을 보여 120°C 에서 최댓값인 9.52 mg
GAE/g DM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60°C 추출
대비 1.34배 증가한 고려엉겅퀴 유래 폴리페놀이 열
에 안정적이며 폴리페놀 추출 증대를 위해 120°C 이
상의 추출온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는 포
도와 사과 부산물로부터 폴리페놀 추출 시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보고와 합치하는 결과이며 최적 추출온도를 120°C로
결정하여 향후 추출실험에 적용하였다[14].

Figure 4. Effect of extraction temperature on the
extraction of TPC and flavonoids from Korean thistle.
공학기술논문지 제11권 2호 (2018)

3.4 고액비 최적화

고액비 변화에 따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
농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일정 용매에 첨가하는 고
려엉겅퀴 고체분말의 양을 조절하여 고액비를 각각
2-13.3%(w/v)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Figure. 5).
에 나타내었다. 고액비 20%에서 진행할 때 NaOH 용
매 대비 고려엉겅퀴 분말의 양이 많아 혼합과 교반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어 실험에서 제외했고 고체 첨가
량 13.3% 이하의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폴리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 시 고액비 감소에 따라 추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0% 이하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플라보노이드의 경우에
는 10% 이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고체량이 용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추출 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농도가 높아
추출평형에 도달하여 농도구배가 감소하고 추출 속도
가 느려지게 되었을 것이라 사료되며, 추출 시 교반에
있어 낮은 고액비가 고체와 액체의 혼합에 유리함이 있
어 물질 이동이 증가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농도구배
유지를 위해서 고액비를 줄여 용매의 양을 상대적으로
많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료비, 설비비와 운영
비의 증가를 가져와 상업 규모 운전에 있어 경제성면에
서 불리함으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 시 고액
비 10%가 가장 경제적인 추출조건이라 결론지었다.

Figure 5. Effect of solid loading (solid to liquid
ratio, w/v %) on the extraction of TPC and
flavonoids from Korean thistl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려엉겅퀴로부터 유용물질인 폴리페
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추
출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용매선정(9종), 추출농도
(0-2 N), 추출시간(0-60 min), 추출온도(30-120°C)
및 고액비(2-13.3% w/v)를 순차적으로 최적화하였
다. 폴리페놀 대비 플라보노이드의 열 안전성이 낮은
점이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인 추출 경향성은 매우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생
산 시 1 N NaOH를 이용하여 40분, 추출온도 120°C,
고액비 10%(v/w)에서 각각 최대 9.71 mg GAE/g
DM와 2.23 mg QE/g DM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
드를 얻을 수 있었다. 고려엉겅퀴로부터 항산화제 또는

정 현 진, 한 여 정, 이 도 경, 감 다 혜, 김 진 우

항노화제 와 같은 유용물질을 생산함에 있어 추출조건
최적화를 통해 친환경 용매를 이용하여 보다 경제적인
추출공정 조건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
며, 유기용매에 비해 염기 열수추출이 항산화 관련 소
재 개발에 있어 보다 유용하고 독성 유기용매를 대체가
가능한 친환경적 추출 공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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