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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부정근으로부터 유효성분의 최적 추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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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entitious Roots of Noni (Morinda citr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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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extraction of active components, noni adventitious roots were
extracted under various conditions employing various solvents including methanolic water at different ratio (20, 40, 60, 80,
and 100% water), extraction times and extraction methods.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extraction
using different solvents showed that 1 h of ultrasonic extraction was effective in 60-80% methanol, and 2 h of reflux
extraction was effective in 80% methanol. To compare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active components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and extraction times for noni adventitious roots, the active components were extracted by ultrasonic
extraction, shaking extraction, reflux extraction, homogenizer extraction, high-pressure extraction, and soaking extraction.
The highest phenolic contents were found in the extracted from ultrasonic extraction and anthraquinones and flavonoids
contents were highest in the reflux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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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니는 폴리네시아, 하와이, 말레이시아, 남태평양군도 등의 화

산질 토양에서 식생하는 식물로 200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식품, 향신료, 음료, 자양강장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뿌리, 줄기, 잎, 열매의 식물체 전체 부위가 이용된다. 특

히 열매는 주스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1-2).

노니에 함유된 화합물들은 항균(3), 유리 라디칼(radical) 소거

(4), 항암(2,5,6), 산화방지(7-9), 항염증(8), 진통(10) 등 다양한 생

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노니는 식물체 중 열매 및 잎, 줄기의 지상부에 대한 연구(11)

가 많으며 최근 뿌리의 성분 및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노니 뿌리는 다른 부위에 비해 안트

라퀴논(anthraquinone)의 함유량이 높아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기

외 식물체의 뿌리를 사용하므로 원료의 확보 및 균일성의 제약

이 따른다. 하지만 조직배양을 통한 노니 부정근을 확보하고 노

니 부정근의 성분분석 및 생리활성 작용을 평가한다면 연구에 대

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제품화를 통한 산업화에도 유리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약용식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은 노니의 이용 효율

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연중 균일한 품질의 생리활성물질 생산

이 가능한 부정근 형태의 재료를 이용하여 생리활성물질에 대해

추출용매, 추출방법, 추출단계 등을 조절하여 체계적인 추출 조

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소재의 온실에서 재배

한 5년생 노니 식물체로부터 성숙한 종자를 수확하여 기내 식물

체 유도용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종자는 2% 하이포염소산소듐

(sodium hypochlorite) 용액을 이용하여 20분 동안 표면 살균한 후

살균수로 3회 세척하여 오염원을 제거하였다. 그 후 종피에 clip

으로 상처를 준 다음 슈크로즈(sucrose) 30 g/L가 첨가된 MS 배

지에 치상하여 식물체를 유도하였다. 2개월 정도 자란 식물체는

25±1oC가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20 µmol·m−2·s−1 (16시간 명, 8시간

암)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노니 종자로부터 유도된 2개월 된 기내 식물체의 어린 잎을

1.0 cm×1.0 cm씩 취하여 IBA 1 mg/L, sucrose 30 g/L가 첨가된

1 MS 배지에 치상하여 20 µmol·m−2·s−1 (16시간 명, 8시간 암) 조

건에서 부정근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부정근은 내용적이 5 L인

풍선형 생물반응기에 IBA 5 mg/L, sucrose 10 g/L 가 첨가된 0.25

MS 배지로 옮겨 5주 간격으로 유지-증식시켰다. 배지는 1 N 수

산화소듐(NaOH)를 이용하여 pH 5.8로 조정 후 121oC, 1.2기압에

서 40분간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배양은 생체중을 기준으로 15

g/L 접종밀도로 부정근을 생물반응기에 접종한 후 22±1oC가 유

지되는 암조건에서 실시하였다. 공기공급량은 배양 전 기간 동안

0.1 vvm으로 일정하게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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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배양된 노니 부정근을 60oC에서 48시간 동안 열풍건조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노니 부정근의 시료 추출 및 분석용으로 사용된 용매는 B&J

사(Muskegon, MI, USA)의 HPLC급 시약을 사용하였고, 흡광도

는 microplate reader (MQX200R, Bio Tek, Winooski, VT, USA)

를 이용하여 680 nm에서 측정하였다.

안트라퀴논 함량 측정

총 안트라퀴논 측정은 Zenk 등(13)의 방법을 수정하여 분석하

였다. 추출방법 별로 추출한 시료를 여과한 후 메탄올로 5배 희

석하여 well plate에 200 µL씩 분주하였다. 표준물질은 알리자린

(alizarin) (Chromadex, Irvine, CA, USA)을 각 단계별로 희석하여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34 nm에서 측정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비색(colorimetric) 방법(14)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각 방법 별로 추출한 노니 부정근 추출물 0.25

mL 또는 (+)-카테킨(catechin) 표준물질 용액에 1.25 mL의 증류수

를 첨가한 후 0.075 mL의 5% 아질산소듐(NaNO2) 용액을 혼합하

였다. 6분 경과 후 0.15 mL의 10% 염화알루미늄(AlCl3) 용액을

가하여 5분 동안 반응하였다. 그 다음 1 M 수산화소듐 용액

0.5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이에 증류수 0.225 mL을

넣어 총량이 2.5 mL가 되도록 한 다음 교반하고 즉시 510 nm에

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카테킨 농도 별(0, 25, 50, 100, 200, 400, 600,

800, 1000 ppm)로 희석된 표준물질로 보정선을 이용하여 (+)-카

테킨의 %농도로 나타내었다.

페놀성 화합물 총 함량 측정

폴린-시오칼토 시약(Folin-Ciocalteu reagent)이 추출물의 폴리페

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데넘이 청색으로 발색하

는 것을 원리로 한 폴린-시오칼토 방법(15)을 이용하였다. 2.5 mL

의 증류수에 0.1 mL의 노니 부정근 추출액을 넣어 혼합한 후 0.1

mL의 폴린-시오칼토 시약을 첨가하였다. 20% 탄산소듐(Na2CO3)

용액 0.5 mL를 첨가하여 교반한 후 30분간 암실(20oC)에서 방치

한 다음 microplate reader (Bio Tek)를 이용하여 76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의 표준물질로는 갈산(gallic

acid)을 사용하였으며, 농도 별(0, 25, 50, 100, 200, 400, 600,

800, 1000 ppm)로 희석한 표준물질로부터 얻은 보정선을 이용하

여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갈산의 %농도로 나타내었다.

추출용매

노니 부정근의 유효활성 물질의 용매별 추출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극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추출용매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추출용매는 물, 에탄올, 메탄올, 아세나이트릴, 아세톤, 메틸렌클

로라이드로 HPLC급(B&J) 용매를 사용하였다. 건조된 노니 부정

근 1 g에 각 용매별로 100 mL를 넣고 초음파 추출기(5510, Bran-

son, North Olmsted, OH, US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주파수

는 42 kHz이었다. 추출하는 동안 온도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해 용

기 내 온도가 30oC 이상 증가 시 증류수를 교환하여 온도를 조

절하였다. 추출된 시료는 0.22 µ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한 후 여액

을 분석용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추출용매 혼합 비율

추출용매 비율에 따른 유효성분의 함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추출용매 중 추출효율이 가장 높았던 메탄올에 물의 혼합비

율을 달리하여 추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혼합비율은 물, 20, 40,

60, 80, 100% (v/v) 메탄올로 하였고 추출용매에 따른 유효성분

의 함량 비교를 위해 초음파 추출기, 환류냉각 추출기(C-WB,

Chang shin science,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초음파추출은 건

조된 노니 부정근 1 g에 각 용매별로 100 mL를 넣고 60분간 추

출하였으며 환류냉각 추출은 80oC에서 2시간 동안 추출 후 0.22

µ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여 분석용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추출시간 및 추출방법

노니 부정근의 적정 추출시간 및 추출방법에 대한 추출효율을

모색하고자 추출장치별로 추출시간을 달리하여 추출하였다. 사용

된 추출장치는 초음파 추출기, 진탕 추출기(BS-31, Jeio-tech, Dae-

jeon, Korea), 환류냉각 추출기, 균질기(homogenizer) (T25, IKA,

Wilmington, NC, USA), 초고압 추출기(TFS-10, Dimapureteck,

Inchon, Korea), 배양기(VS-8480SRN, Vision scientific, Daejeon,

Korea)를 이용하였다. 초음파추출은 추출효율이 가장 높았던 60%

메탄올의 추출 용매비로 0.5, 1, 2, 4, 6, 8, 10시간 동안 추출하였

다. 진탕 추출은 진탕기(shaker)를 이용하여 6, 12, 24, 48시간 동안

실온에서 150 rpm으로 진탕 추출하였다. 환류냉각추출 추출기를 이

용한 추출은 80% 메탄올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2, 4, 6, 8시간 동

안 추출하였다. 또한, 균질기를 이용한 추출은 0.5, 1, 2, 4시간 동

안 10,000 rpm에서 추출하였다. 초고압 추출기를 이용한 추출은 6,

12, 24, 48시간 동안 1,000 bar, 25oC에서 추출하였다. 침지 추출은

6, 12, 24, 48시간 동안 배양기를 이용하여 25oC에서 추출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함량분석은 3회 반복 처리 후 측정하였다. 평균값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와 t-test (p<0.05)를 실시하

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용매에 따른 유효성분 함량

노니 부정근의 생리활성물질 추출에 적합한 추출용매를 선정

하고자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하여 용매별 추출효율을 확인한 결

과 메탄올에서 안트라퀴논 함량이 4.19%로 가장 높았다(Table 1).

다른 용매의 경우 에탄올(2.65%)>아세토나이트릴(2.21%)>아세톤

(1.21%)>메틸렌클로라이드(0.94%) 순으로 추출효율이 좋았다. 페

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도 메탄올로 추출하였을 때 가장 높

은 추출 효과를 보여 각각 4.37, 4.42%의 함량을 보였으며 에탄

올>아세토니트릴>메틸렌클로라이드>아세톤의 용매 순으로 높은

추출효율을 나타내었다. 알코올(alcohol)은 건조된 시료의 세포막

을 파괴하여 세포 내 유효성분을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반면, 메

틸렌클로라이드 등과 같은 비극성 용매는 식물체의 세포막 파괴

가 어려워 세포 내 유효성분이 쉽게 용출되지 않아 추출효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De Santis와 Moresi(16)는 Rubia tinctorum을 에테르, 아세톤, 에

탄올, 메탄올, 및 물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25oC에서 12시간 동

안 추출한 후 고형분, 알리자린, 및 안트라퀴논 함량을 측정하여

추출효율을 평가하였다. 메탄올 추출 시 고형분 함량과 알리자린

의 농도는 각각 1.5 g/kg과 37.5 g·cm−3으로 가장 높은 추출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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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UV/VIS 스펙트럼(spectrum)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메탄

올 추출물에서 안트라퀴논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메

탄올은 유리 알리자린 뿐만 아니라 묶인(bound) 알리자린의 추출

시 가장 효율적인 용매이었으며 아글리콘(aglycon) 알리자린의 경

우 산 가수분해 후 메탄올로 추출할 때 추출효율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Wang 등(17)의 실험결과에서도 Rheum palmatum에서 안

트라퀴논을 용매별로 추출한 결과 메탄올에서 가장 높은 추출효

율을 보였다. 초음파 추출 시 추출 효율은 용매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메탄올은 다른 용매에 비해 낮은 표면장력 특성으로

cavitation 효과와 에어로졸(aerosol)형성을 적당하게 하며 낮은 점

도로 추출 대상 식물체 공극 내부로의 용매 확산을 용이하게 하

여 안트라퀴논의 추출효과가 높았다고 하였다. Hemwimon 등(18)

은 노니 뿌리를 마이크로파(microwave)로 15분간 추출한 경우 메

탄올에서 안트라퀴논이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25oC에서

45분간 침지했을 때는 아세톤에서 추출효율이 높았다고 보고 하

였다. 반면, Hemwimol 등(19)은 노니 뿌리에서 안트라퀴논을 용

매별로 25oC에서 45분간 초음파추출 한 결과 아세톤>아세토나이

트릴>메탄올>에탄올 순으로 회수율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Jang

등(20)은 Citrus grandis에서 용매별로 페놀성 화합물을 37oC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결과 물(4.8 mM)>메탄올(4.6 mM)>아세톤

(4.0 mM)>에틸아세테이트(3.5 mM)>50% 에탄올(1.5 mM) 순으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보였으며 플라보노이드는 용매별로 추

출효율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유효성분의 추출효율이 추출용매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료에 따라 함유된 물질과

함량이 차이가 있고 추출시간, 추출 온도, 추출장치 등 추출조건

이 다른 것에 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본 실험결과에서는 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초음파 추출할 때 노

니 부정근 내 안트라퀴논, 총 페놀성 화합물, 플라보노이드의 추출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메탄올을 효율적인 추출용매로 판단하였다.

추출용매 혼합 비율에 따른 유효성분 함량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하여 용매 비율 별로 안트라퀴논의 함량

을 분석한 결과 80% 메탄올에서 안트라퀴논 함량이 6.45%로 가

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20% 메탄올과 물로 추출했을 때는 다

른 용매비율에 비해 안트라퀴논의 추출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였

다(Table 2). 페놀의 경우 60% 메탄올 추출에서 10.48%로 가장

높은 추출 효율을 보였으며 안트라퀴논과 같이 20% 메탄올과 물

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추출 효율을 보였다. 또한, 플라보노이

드에서도 80% 메탄올로 추출할 때 추출효율이 6.37%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Hemwimol 등(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니 뿌리의 안트라

퀴논을 용매 비율별로 초음파 및 침지추출을 통해 함량을 분석

한 결과 50% 에탄올에서 가장 추출효과가 좋았으며 20%와 100%

에탄올로 추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회수율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노니 부정근에서 안트라퀴

논, 페놀, 플라보노이드를 초음파 추출기로 추출할 경우 60-80%

메탄올이 가장 적절한 용매비율로 판단하였다.

노니 부정근을 환류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인 안트라퀴

논, 총 페놀성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용매 혼합 비율에 따라 추

출한 결과 각각 6.92, 6.50, 6.55%로 80% 메탄올에서 가장 높은

추출효과를 보였다(Table 3). 물과 20% 메탄올은 초음파추출 결

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추출효과를 보였다. 총 페놀성 화합

물의 추출효율은 초음파추출 시 60% 메탄올에서 가장 높은데 반

해 환류냉각 추출 시 80% 메탄올에서 가장 높은 추출효율을 보

여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안트라퀴논과 플라보노이드

는 초음파추출과 동일하게 80% 메탄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목적하는 유효성분의 추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

출장치와 용매비율 선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Contents of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of M. citrifolia adventitious roots as affected by extraction

solvent types with ultrasonic extractor

Extraction solvents
Content (%)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Methanol 4.19±0.091)a2) 4.37±0.12a 4.42±0.05a

Ethanol 2.65±0.16b 3.10±0.07b 3.08±0.13b

Acetonitrile 2.21±0.13bc 1.22±0.02c 0.65±0.03c

Methylene chloride 0.94±0.12e 0.74±0.01e 0.24±0.01e

Acetone 1.21±0.05de 0.77±0.02de 0.24±0.01de
1)Values are mean±SE of three replicates.
2)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Contents of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of M. citrifolia adventitious roots as affected by extraction
solvents ratio with ultrasonic extractor

Extraction solvents
Content (%)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Water 0.49±0.041)f2) 03.90±0.09f 0.23±0.04f

20% Methanol 0.55±0.02ef 04.01±0.08ef 0.38±0.01e

40% Methanol 2.28±0.02d 08.39±0.20c 2.33±0.09d

60% Methanol 5.97±0.08b 10.48±0.07a 5.67±0.02b

80% Methanol 6.45±0.04a 10.02±0.08b 6.37±0.05a

100% Methanol 4.69±0.10c 07.37±0.10d 4.72±0.06c

1)Values are mean±SE of three replicates.
2)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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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시간 및 추출방법에 따른 유효성분의 함량

추출방법 및 시간 별로 시료를 초음파 추출하여 안트라퀴논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함량이 감소하였다(Table 4).

안트라퀴논의 경우 환류냉각추출로 6시간 추출하였을 때 6.35%

의 함량으로 가장 높은 추출효과를 보였다. 한편, Pongnaravane

등(21)은 노니 뿌리에서 안트라퀴논을 에탄올 이용하여 3일간 실

온에서 교반 추출한 결과 81.1%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60oC에서

2시간 동안 초음파추출 시 79.6%, 78oC에서 4시간 속슬렛(soxhlet)

법으로 추출한 결과 97.9%의 회수율을 보여 속슬렛법으로 추출

할 때 효과가 좋다고 보고하였다. Hemwimon 등(20)은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마이크로파, 속슬렛, 초음파 추출기 등의 다양한 추

출방법을 이용하여 노니 뿌리로부터 추출한 안트라퀴논의 회수

율을 비교하였다. 100% 에탄올을 추출용매로 하여 속슬렛방법으

로 4시간 동안 추출한 결과 97.7%, 초음파로 60분 동안 추출 시

Table 3. Contents of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of M. citrifolia adventitious roots as affected by extraction

solvents ratio with reflux extractor

Extraction solvents
Content (%)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Water 0.50±0.041)f2) 2.03±0.06f 0.24±0.02f

20% Methanol 1.00±0.01e 2.70±0.01e 0.75±0.01e

40% Methanol 4.06±0.03c 5.95±0.09c 3.78±0.09d

60% Methanol 6.07±0.08d 6.44±0.12b 5.86±0.08c

80% Methanol 6.92±0.08a 6.50±0.12ab 6.55±0.03a

100% Methanol 6.80±0.10ab 5.77±0.20cd 6.02±0.02bc

1)Values are mean±SE of three replicates.
2)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ontents of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of M. citrifolia adventitious roots as affected by extraction

methods and time

Extraction methods Extraction time
Content (%)

Anthraquinones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Ultrasonic 0.5 4.89±0.071)a2) 5.56±0.30g 5.01±0.13a

1 4.88±0.04ab 6.26±0.03e 4.73±0.11ac

2 4.88±0.06abc 5.79±0.06fg 4.83±0.08abc

4 4.47±0.06d 6.63±0.11c 4.09±0.03df

6 4.40±0.04de 6.79±0.19bc 3.95±0.04fg

8 4.18±0.09fg 6.51±0.07bcd 4.05±0.07defg

10 4.27±0.07efg 7.30±0.12a 4.03±0.05defg

Reflux 2 6.09±0.04cd 6.82±0.08a 5.89±0.03c

4 6.18±0.05bcd 6.82±0.04ab 5.94±0.07ac

6 6.35±0.06a 6.15±0.15c 5.91±0.04abc

8 6.11±0.04bca 6.57±0.12abd 5.72±0.05d

Shaker 6 4.91±0.15a 5.90±0.03a 4.59±0.03a

12 4.14±0.03b 5.75±0.02b 3.74±0.01b

24 3.42±0.04c 5.26±0.01c 2.98±0.02c

48 2.94±0.02d 5.03±0.05d 2.62±0.01d

Homogenizer 0.5 5.12±0.10a 6.46±0.07d 5.50±0.11a

1 4.49±0.12b 6.84±0.07c 4.88±0.08b

2 3.92±0.09cd 7.04±0.04abc 3.91±0.04c

4 3.63±0.06cd 7.13±0.03ab 3.67±0.08d

High pressure 6 3.99±0.23bd 5.57±0.10d 4.62±0.16a

12 4.59±0.04a 5.57±0.07cd 4.58±0.04ab

24 3.89±0.09bcd 6.96±0.04b 3.61±0.05c

48 3.74±0.07bcd 7.29±0.09a 3.30±0.07d

Soaking (25) 6 3.60±0.06ab 5.72±0.07ab 3.56±0.02a

12 3.25±0.04bd 5.52±0.10abc 3.18±0.01d

24 3.44±0.19abcd 5.38±0.11cd 3.29±0.17abcd

48 3.54±0.14abcd 5.71±0.09abc 3.30±0.05 bc

1)Values are mean±SE of three replicates.
2)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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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3일간 상온에서 침지 한 경우 63.3%, 마이크로파로 30분

동안 추출 시 65.9%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물과 에

탄올 비율을 달리한 실험에서도 80% 에탄올에서 15분 동안 추

출한 결과 회수율이 95.9%까지 증가하여 100% 에탄올보다 회수

율이 월등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초음파

추출 시 실온에서 추출하였으며 2시간 추출한 경우와 6시간 교

반 추출 할 때 함량이 비슷했지만, 교반 추출의 경우 오히려 시

간이 경과 할수록 함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안트라퀴논을 교

반 추출 할 경우는 추출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본 연구에서 속슬렛에 의한 추출법의 시험은 수행하지 않았

지만 본 실험결과에서는 환류냉각추출기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추출효율을 보였다. 플라보노이드는 환류냉각 추출기로 4시

간 추출하였을 경우 5.94%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초음파

추출과 같은 경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 페놀성 화합물의 경우 추출시간이 늘어날수록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음파를 이용하여 10시간 추출하였

을 때 총 페놀성 화합물이 7.30%로 가장 좋은 추출효율을 보였

다. 한편, 초고압추출기를 이용하여 48시간 추출하였을 때 추출

효율이 7.29%로 높게 나타났다. 균질기를 이용한 추출에서도 짧

은 시간에 추출효율이 좋았다. 균질기를 이용한 추출 시 온도를

조절하지 않고 추출하였으며 이는 환류냉각 추출기가 침지 추출

보다 효율이 높게 나온 결과와 비교할 때 온도 상승이 추출효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Wang 등(17)은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하여 밀기울에서 총 페놀

성 화합물의 추출효율을 비교한 결과 60% 에탄올로 65oC에서 30

분간 추출하였을 때 추출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 60% 메탄올로 추출할 때와 같은 용매비율을 보였

다. 또한, 총 페놀성 화합물의 추출효율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결과에서도

추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출효율의 증가폭이 크지 않으므로

식물체내에서 페놀성 화합물을 추출할 경우 추출초기에 대부분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환류냉각 추출기와 진탕

추출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함량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과도한 추출시간은 페놀 추출 시 적당

하지 않았다.

Huang 등(22)은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하여 Folium eucommiae

의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한 결과 42% 에탄올을 이용하여 1:60의

비율로 70분간 추출하였을 때 추출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

으며 추출 시간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플라보노이드가 분해되어

함량이 감소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장시간 추출했을

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감소하여 Huang 등(22)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할 경우 페놀화합물과 같이

추출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당한 추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요 약

노니 부정근 유효성분의 효율적인 추출조건을 규명하고자 용

매 종류, 물과 메탄올의 비율(물, 20, 40, 60, 80, 100%), 추출시

간 및 추출방법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안트라퀴논, 페

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의 용매별 추출한 결과 1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 시 60-80% 메탄올에서 효과적이었으며, 환류냉각 추

출기로 2시간 추출 시 80% 메탄올에서 효과적이었다. 노니 부정

근의 유효성분에 대한 추출방법 및 시간에 따른 추출효율을 비

교하기 위하여 교반추출, 환류냉각추출, 초음파추출, 균질기추출,

초고압추출, 침지추출을 실시하였다. 페놀성 화합물은 초음파추

출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안트라퀴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환류냉각추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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