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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마란스 종실 생산의 부산물인 아마란스 잎으로부터 폴리페놀 추출 증대를 위해 열수추출의 주요 공정조건인 추출

시간, 추출온도와 에탄올 농도 중심합성법을 이용해 최적화하였다. 폴리페놀의 추출은 추출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추출에 에탄올 농도와 추출시간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0.05). 열수추출의 에탄올 농도는 61.6 (v/v%)

에서 최대 폴리페놀 추출성능을 보이며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심합성법에 의해 제시 된 2차 회

귀방정식의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합치도(R2=0.9566) 를 보였으며 추출온도 90.1 °C, 추출시간 50

min과 에탄올 61.6 (v/v%) 공정조건에서 최대 농도인 12.6 mg GAE/g DM 폴리페놀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optimization of hot-water extraction conditions for maximizing the total polyphe-

nol compounds (TPC) extracted from amaranth leaf. The effects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PC were investigated using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The concentration of TPC increased with increased level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The extraction tempera-

ture and the ethanol concentration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 on TPC production (p<0.05). The predicted values at the

optimized condition were acceptable when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values (R2=0.9566).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were as follows: temperature of 90.1 oC, time of 50 min and ethanol concentration of 61.6% (v/v) for the

maximum TPC of 12.6 mg GAE/g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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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화학물질로 분자에

페놀그룹이 한 개 이상 존재하여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벤

젠의 수소원자 하나 또는 이상이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을 페놀 또

는 폴리페놀이라 부른다[1]. 폴리페놀은 식물의 다양한 부위에 존재

하는 2차 대사산물로 식물의 대사 조절, 세포 형태와 분화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항균과 항염증 작용을 통한 자기 방어 기작에 이용된다

[2,3]. 생체 내에서 폴리페놀은 인체 내외부의 스트레스 인자인 자외

선 및 활성산소 등의 전자수용체로 작용하여 지질막의 산화를 억제

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암, 염증 및 노화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근래에 합성항산화제에 대한 인체사용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식물유래 천연항산화제인 폴리페놀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4]. 식물체에 존재하는 많은 색소들은 폴리페놀화

합물을 포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식물유래 폴리페놀화합물로 카테

킨, 타닌, 이소플라본, 리그난, 레스베라톨 등이 있다[5].

아마란스(Amaranthus ssp L.)는 비름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분류학상 옥수수, 귀리, 벼, 밀과 같은 단자엽 식물과 구별되는 쌍자

엽 식물로 지구상에 대략 60여종 밝혀져 있으나 대부분이 야생종이

며 종실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 몇 종에 불과하다. 아마란스

종실은 다른 곡류에 비해 지방질의 함량이 높고 불포화도가 높은 양

질의 지방산인 스쿠알렌을 함유하며, 라이신과 황 함유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조성이 뛰어난 단백질을 함유한 영양학적 가치

가 우수한 작물로 알려져 있다[6,7]. 현재 국내에서는 아마란스 종실

의 높은 영양가치와 고수익성으로 재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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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스쿠알렌과 단백질의 충분한 영양성분과 기능성 홍보에

따라 그 재배가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아마란스의 종실 수확 후, 식물성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 뿌

리, 꽃, 잎은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부산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다. 이에 종실 수확 후 버려지는 아마란스 잎을 이용하여 생리활성

물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마란스 종실 부산물인 잎으로부터 고부가가치 항산화 물

질인 폴리페놀 생산을 위한 상업화에 적합한 추출공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열수추출 공정에서 추출온도, 추출시간 및 알코올

농도를 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최적화하여 아마란스 부산물로부터

생리활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을 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 된 아마란스 잎은 충남 성거읍 성거산약초(주)에서

2015년 7월에 수확한 종실이 제거 된 상태로 공급받아 60 °C 오븐

(OF-22GW,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12시간 건조 후 5 °C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추출용매로 사용한 유기용매는 Sigma-Aldrich

사(St. Louis, USA)와 Samchun Pure Chemical 사(Seoul, Korea) 의

순도 95 (v/v%) 이상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Sigma-Aldrich사의 일급 이상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추출 조건

건조 아마란스 잎은 식품분쇄기(HMF-3000S, Hanil, Korea)를 사

용하여 분쇄하여 0.05 mm이상 입자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

였다. 시료 중의 유용성분 추출을 위해 밀폐형 유리튜브에 건조 시

료 1 g과 용매 20 ml을 첨가하여 추출 조건에 따라 온도와 시간을

변화시켜(KMC-1205SW1, Vision, Daejeon, Korea)에서 추출을 진

행하였다. 추출 후, 1 ml의 추출시료를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회수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추출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희석

한 시료는 필요에 따라 희석하여 폴리페놀 측정에 사용하였다.

2-3. 폴리페놀 함량 분석

폴리페놀 함량은 Milutinović 등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8].

Folin-Ciocalteu's 페놀용액을 희석 추출물에 첨가하여 폴리페놀 화

합물에 의해 청색으로 환원 발색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흡광도 변화로

폴리페놀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을 1 mg/mL로 희석한 후,

희석한 각 추출물을 0.125 mL 취하고 여기에 0.5 mL증류수를 넣은

후 0.125 mL의 Folin-Ciocalteu reagent를 가하여5분간 반응시킨 후

1.25 mL의 7% sodium carbonate 용액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을 진행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농

도별 galic acid를 이용한 standard curve와 비교하여 mg gallic acid

equivelant (GAE)/g dry matter (DM)으로 표시하였다.

2-4. 추출조건 최적화 실험계획법

건조 된 아마란스 잎의 열수추출공정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사용하였다.

기존 본 실험실에서 수행한 단일변수 최적화에 기반하여 추출공정

에서 중요한 변수인 추출온도(X1), 추출시간(X2)과 에탄올 농도

(X3)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로 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각각 5단계의 수준에서 중심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

CCD)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인 폴리페놀 추출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CD 설계에

따라 3개의 독립변수를 변화시켜 17회 독립실험을 통해 2차 회귀방

정식을 식 (1)과 같이 도출하여 공정변수간의 상호작용, 경향성, 신

뢰성 및 예측 등을 SuperPro Designer 9.0(Intelligen, Inc., U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표면분석은 독립변수 Xi와 Xj에

대한 종속변수 Y(폴리페놀 함량)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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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redicted response; β
0
=intercept; β

1
, 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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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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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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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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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d coefficients; β
12

, β
13

, β
23

=interaction coefficients.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Design-Expert를 이용하여 다중회

기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유의성이 인정되는 변수만을 채택

하여 각 종속변수 별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

법에 의해 최적조건을 탐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조건 최적화

최적화 기법 중, 기본 추출조건에 하나의 독립변수를 변화시키는

단일변수 최적화법은 복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관관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levels for central composite

design

Variables
Coded and actual level

−1.68 −1 0 +1 +1.68

X
1

Temperature (oC) 50 60 75 90 100

X
2

Time (min) 13.2 20.0 30.0 40.0 46.8

X
3

Ethanol conc. (%) 50 60 75 90 100

Table 2.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optimization of extraction parameters.

Second-order regression model calculates the predicted values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e

Run

No
X

1
X
2

X
3

Phenolic compounds (mg GAE/g DM)

Experimental Predicted 

1 60.0 20.0 60.0 10.07 10.76

2 90.0 20.0 60.0 12.12 12.03

3 60.0 40.0 60.0 11.68 11.50

4 90.0 40.0 60.0 12.36 12.41

5 60.0 20.0 90.0 7.01 6.84

6 90.0 20.0 90.0 9.53 9.59

7 60.0 40.0 90.0 7.81 7.79

8 90.0 40.0 90.0 10.98 10.18

9 49.8 30.0 75.0 9.09 8.84

10 100.0 30.0 75.0 11.52 11.95

11 75.0 13.2 75.0 10.67 10.33

12 75.0 46.8 75.0 10.94 11.45

13 75.0 30.0 49.8 12.19 11.86

14 75.0 30.0 100.2 6.19 6.7

15 75.0 30.0 75.0 11.21 10.95

16 75.0 30.0 75.0 11.00 10.95

17 75.0 30.0 75.0 10.67 10.95

R2= 0.9566; X
1
: Temperature; X

2
: Time; X

3
: ethano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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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통계학적 유의성 및 실험범위 외의 결과 예측에 어려운 한계점

을 지닌다. 본 실험에서는 통계학적 최적화 기법의 일종인 반응표면

분석법을 도입하여 독립변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최적조건을 예측

하고자 통계학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9]. 아래 식 (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반응표면 분석법 중 하나인 중심합성계획법 이용하여 2

차 회귀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Y=1.63+0.0904χ
1
−0.0657χ

2
+0.1599χ

3
−0.00060χ

1
χ

2
+0.0016χ

1
χ

3

+0.00037χ
2
χ

3
−0.00089χ

1

2
−0.00021χ

2

2
−0.00026χ

3

2

 
(2)

식 (2)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폴리페놀 농도의 실험값과 모델을 통

해 얻은 예측값을 Table 2에 비교하였다. p value는 각 계수의 중요

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유의 확률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며, 값이 0.05

보다 작으면 모델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5,1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값과 예측값은 매우 잘 일치하며 회귀분석 결과 전

체 회귀모델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p<0.05) 일차와 이차항 모두 유

의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Table 3은 종속변수의 일차항, 이차

항과 교차항의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ANOVA 표이다. 일

차항에서 추출온도(X
1
)와 에탄올 농도는(X

3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각 독립변수의 영향을 평가했을 때, Fig.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에탄올 농도

가 감소할수록 폴리페놀의 추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최대

폴리페놀 추출은 낮은 에탄올 농도와 높은 수준의 추출온도와 추출

시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2은 아마란스 잎의 열수추출을 이용한 폴리페놀 추출 시 추

출온도와 추출시간이 폴리페놀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폴

리페놀 추출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함을 보이나 시간에 따

른 증가량은 크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온도증가에 따른 폴

리페놀 농도 증가는 분명하지만 증가속도는 50~60 °C 이후로 서서

히 감소하는 경향 보이고 있다. 여러 추출공정에서 폴리페놀의 열

안정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상반 된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Adil 등 [11]은 사과와 복숭아 pomace의 폴리페놀 추출 시 추출온도

가 증가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다가 50 °C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며 이는 폴리페놀의 열 안정성이 약해 고온에서 분해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Park [12] 등이 모과로부터 초임계추출을 수

행한 결과에 따르면 폴리페놀은260 °C까지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며 280 °C 고온에서도 매우 안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50 °C 이상에서 폴리페놀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추출 진행에 따른

고-액간의 농도차 감소로 추출의 driving force가 약해져 추출속도가

낮아진 것이 이유일 수 있다. 향후, 아마란스 폴리페놀의 열 안정성

실험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열수 추출공정의 최적화 조건인

71.9 °C, 99.3과 60 (v/v%) 에탄올에서 최대 폴리페놀 농도 12.8 mg

GAE/g DM이 예측되었다. 

Fig. 3은 열수추출을 이용한 폴리페놀 추출에 있어 추출시간이 40

분으로 고정되었을 때, 추출온도와 에탄올 농도가 폴리페놀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페놀

농도가 증가하다 60% 부근에서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를 보여

주며 50~60 °C 사이에서 최대값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에탄올 농도에서 추출온도에 따라 폴리페놀의 증가량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에탄올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온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폴리페놀 농도

Fig. 1.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PC. Each level of vari-

ables was expressed as the code value. A: extraction tem-

perature; B: extraction time; C: ethanol concentration.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of the regression parameters of the predicted

response surface quadratic models

ANOVA for response surface quadratic model

Sum of Squares F value P level

Model 50.73 17.15 0.0006

X
1

11.45 34.83 0.0006

X
2

1.51 4.60 0.0691

X
3

32.28 98.23 < 0.0001

X
1

2 0.066 0.20 0.6668

X
2

2 1.09 3.31 0.1116

X
3

2 0.021 0.065 0.0003*

X
1
X
2

0.068 0.021 0.8891

X
1
X
3

0.054 0.017 0.9007

X
2
X
3

0.0057 0.0018 0.9678

X
1
: Temperature; X

2
: Time; X

3
: ethanol concentration

Fig. 2. Response surface curve for the relativ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at fixed level of ethanol concentra-

tion of 60%.



318 조재민 · 최강훈 · 신슬기 · 이지현 · 김진우

Korean Chem. Eng. Res., Vol. 54, No. 3, June, 2016

12.4 mg/g DM가 93.5 °C, 62.1 (v/v%) 에탄올 농도와 40 min 추출

조건에서 얻어졌다. 아마란스 잎의 폴리페놀을 물이나 단일 유기용

매로 추출하는 것보다 물-에탄올 용매로 추출 시 우수한 효과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Kim [13] 등의 사과 부산물로부터 폴리페놀 추출

실험에서 70% 에탄올 용액의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매우 유사

한 결과이다. 

폴리페놀 추출에 있어 열수추출의 온도와 시간의 상관관계를 평

가하기 위해 추출온도를 95 °C로 고정하고 온도와 시간에 영향을 3

차원 그래프상에서 예측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시간

에 따라 폴리페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탄올 농도가 변화에 따른 폴리

페놀 농도의 민감도는 크며 50~60% 사이에서 최대값을 가짐을 재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76.3 min, 63.3 (v/v%)와 90 °C 열수

추출 조건에서 최대 폴리페놀 농도인 12.7 mg GAE/g DM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과4에서 본 바와 같이, 에탄올 농도 60% 부근에서

최대 폴리페놀 추출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차잎에서 폴리페놀 추출

시, 시간의 영향은 크지 않으며 에탄올 40~50%에서 최대 폴리페놀을

추출할 수 있다는 Peiro [14]등의 보고와 경향성은 일치하지만 에탄올

농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결과이다. 또한 Lee [15]등의 연구결과에서

도 산수유열매 최적추출 에탄올 농도가 3~33% 임을 보고한 바가 있어

원료물질 별 최적농도가 다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원료물질에 적합

한 용매농도 선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2. 폴리페놀 최적 추출조건

열수추출의 최적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SuperPro Designer 9.0을

사용하여 필요한 제한조건을 부여하여 최적조건을 탐색했다. 먼저,

폴리페놀 최대 생산 조건을 예측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폴리페놀의

목적값을 최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에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최적

조건을 예측하였을 때, 90.1 °C, 61.6 (v/v%)와 50분 추출조건이 최

적조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측 된 폴리페놀 함량은 12.6 mg GAE/g

DM 이었다. 보다 경제적인 추출공정 운전을 위해서는 폴리페놀 생

산량은 최대로 유지하면서 에너지와 재료투입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폴리페놀 농도는 목적값을 최대로 설정하고 추출온도, 추

출시간과 에탄올 농도를 최소로 제한조건을 설정하여 최적조건을

탐색하였다. 공정시간 단축과 낮은 에탄올 농도는 생산성 향상과 원

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낮은 추출온도는 운전비용과 설비비의 절

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세 가지 공정변수의 수준을 최소로 하여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 70.5 °C, 17.9 min, 50% (v/v%) 에탄올 조건

에서 최대 폴리페놀 농도 11.5 mg GAE/g DM가 예측되었다.

Fig. 3. Response surface curve for the relativ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ethanol concentration at fixed level of

extraction time of 40 min.

Fig. 4. Response surface curve for the relative effects of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at fixed level of extraction

temperature of 90 oC.

Fig. 5. Optimization of TPC extraction conditions based maximum

production and economic constrain. M: optimization point

based on maximum production constrain. E: Optimization

point based on economic production con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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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아마란스 잎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유망한 천연 항산

화물 후보이다. 아마란스 잎을 이용한 폴리페놀 열수추출공정 최적

화 연구는 보고 된 바가 없으며 아마란스로부터 폴리페놀과 같은 유

용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추출조건 최적화를 통한 수율을 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추출공정을 제안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마란스 잎 유래 폴리페놀 추

출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열수추출 조건을 확립하여 최대 12.6 mg

GAE/g DM 폴리페놀 추출이 예측되었다. 아마란스 잎 유래의 폴리

페놀 추출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는 않으나 Lopez-Mejia [7]등이

soxhlet에서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인 6.19 mg GAE/g

DM에 비해 최적화 된 열수추출에서 2배 가량 높은 폴리페놀 농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열수에 의해 추출되는 폴리페놀의 양은 추출

온도와 에탄올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p<0.05) 추출온도와 시

간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폴리페놀 생산을

최대화 하기 위해 90.1 °C, 61.6 (v/v%)와 50분 추출조건이 필요하

나 에너지와 원료투입을 고려한 추출에서는 70.5 °C, 50 (v/v%),

17.9 min 추출이 경제적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경제적 측면을 고

려한 추출방법이 에너지비용과 설비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조건이긴 하나 폴리페놀 농도가 12.6에서 11.5 mg GAE/g DM로 낮

아지는 trade-off가 있어 향후 두 조건에 의한 열수추출의 경제성 비

교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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