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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were extracted with water, 50% ethanol and 100% ethanol, after which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extracts were evaluated. The extraction yield was higher when using water for the 
extraction solvent than when the other solvents were used, while the water extract of roasted Gugija had the highest 
yield. Furthermore the pH of the extracts increased as the ethanol concentration increased, and the pH of dried Gugija 
was higher than that of roasted Gugija when extracted using the same extraction solvent. The sugar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s from dried and roasted Gugija were 15.0～20.1 %Brix and 18.0～21.2 %Brix, respectivel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extracts from the dried and roasted Gugija were 6.9～19.0 mg/g and 12.4～15.8 mg/g, respectively. 
Dried Gugija extract with water had a higher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than the other extract.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roasted Gugija extracts were higher than those of dried Gugija, when using 50% or 100% ethanol for 
extraction solvent.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otal antioxidant activity of dried Gugija were 67.6～87.7% and 
58.6～85.0%, respectively, whereas those of roasted Gugija were 84.7～89.8% and 80.6～83.7%, respectively. Dried 
and roasted Gugija extracts were higher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otal antioxidant activity, when using water, and 
50% or 100% ethanol, respectively. The predominant amino acid in all extracts was threonine. The essential amino acids 
constituted approximately 44.9～63.6% and 45.4～59.0% of the total amino acids of extracts from the dried and roasted 
Gugija, respectively. Finall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showed that optimal extraction 
solvent would be water, and 50% or 100% ethanol for dried and roasted Gugij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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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기자 나무(Lycium Chinensis Miller)는 가지과에 속

하는 낙엽관목으로 소아시아 지방이 원산지이며 우리 나

라에서는 충남 청양군, 전남 진도군이 주 생산지이다. 구
기자란 구기자 나무의 열매(Lycii fructus)를 말하며, 뿌리

의 껍질은 지골피, 잎은 구기엽, 어린순은 청정초라고 한

다(Lee SR 1983). 동의보감에 의하면 구기자는 자양, 강
장, 보혈, 지갈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며(Her J 1999), 본
초강목에 의하면 구기자는 독성이 없고 구기자 복용 시 

근골이 단단해지고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으며 가슴의 

염증과 갈증을 수반하는 당뇨병이나 신경이 마비되는 질

병에 좋고 폐와 신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시력이 좋아진

다고 기록되어 있다(Lee SJ 1987). 구기자는 betaine, cholin, 
physalien, rutin, β-sitosterol, zeazanthin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Lee BY 등 1995), 항산화 효과, 
항균 및 항암 효과, 면역증진효과, 간 기능개선 효과, 혈
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o IS 등 1997, Chung HK 등 

2004, Kang KI 등, 2006). 최근 과자류, 떡, 술, 요구르트, 
한과 등의 제조에 구기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

(Kang MH 등 2003, Lee HJ 등 2004, Bae HC 등 2005, 
Lee DH 등 2005, Park BH 등 2005, Lee MY와 Kim KG 
2007)가 보고 되어있다. 전통적으로 구기자는 다른 생약

재와 혼합한 추출물 형태의 차의 형태로 소비되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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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비자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소비가 
기대되는 식품은 구기자 차 또는 구기자 음료이다. 그러나 
구기자 특유의 맛과 냄새는 구기자 차 또는 구기자 음료

의 기호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호적 가치가 우수한 구기자 차 또는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구기자 특유의 향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기

자는 볶음 처리에 의해 휘발성 향기 성분이 변화되고 관

능적 특성이 변화되므로(Lee BY 등 1995, Lee SD 등 1996), 
구기자 차, 구기자 음료 제조에 볶은 구기자를 이용하면 

맛과 향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볶은 구기자를 이용한 구기자 차 또는 음료를 개

발하고자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의 이화

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구기자 차 또는 음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충남 청양 소재 청양원예협동조합에서 건조 구기자(2008
년산)와 볶은 구기자(2008년산)를 구입하여 분쇄기 (DA282-2, 
Daesung artlon Co., Korea)로 분쇄한 분말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2. 방법

1) 구기자 추출물의 제조

구기자 추출물은 Kim BJ 등(2004)과 Kim HK 등(2004)
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물, 50% 에탄올, 100% 에탄올

을 추출 용매로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분쇄

한 건조 구기자 또는 볶은 구기자 분말 10 g에 추출 용매 
0.3 L를 가하여 환류 냉각 추출 장치를 이용하여 3시간 

동안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50 mL
로 농축한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일반성분

구기자 및 추출물의 일반성분은 AOAC법(AOAC 1995)
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105℃에서 상압가열건조

법으로, 조회분은 550～600℃에서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

였다. 조지방은 Soxhlet법으로, 탄수화물은 Bertland법으로, 
조단백질은 macro-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다.

3) 추출수율

구기자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추출 전 시료의 중량에 

대한 추출물의 건조 후 중량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4) pH와 적정산도

구기자 추출물의 pH는 pH 미터(D-82362, Weiheim, Ger-
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적정산도는 추출물을 0.1 

N NaOH 용액으로 pH 8.2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0.1 N NaOH의 양을 측정하여 사과산의 함량으로 나타내

었다(Lee BY 등 1995).

5) 당도

구기자 추출물의 당도는 굴절 당도계(N.O.W.,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Brix로 나타내었다(Park SJ 
등 2006).

6) 총 폴리페놀

구기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s-Denis 방
법(Kwon HJ와 Park CS 2008)에 따라 측정하였다. 0.1% 
시료 0.2 mL에 증류수 1.8 mL을 가한 후 0.2 mL Folin- 
ciocalyeu's phenol reagent을 첨가하였다. 3분간 반응시킨 

후 Na2CO3 포화용액 0.4 mL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1.4 mL 증류수를 가하였다. 1시간 방치 후 상등액을 취

하여 spectrophotometer(SPD-10A, Shimadzu Co., Japan)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annic acid
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

을 구하였다.

7) 전자공여능

구기자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각 추출물에 

대한 DPPH(α, α-diphenol picrylhydrazyl)의 전자공여효과

로 각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0.2% 시료 1 mL에 10-4 
M DPPH 용액 1 m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효과는 
추출물 첨가 전 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EDA(%)= B-A × 100 A :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B B :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8) 총 항산화능

총 항산화능(total antioxdant activity)은 ABTS radical ca-
tion decolor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Pellegrini 
N 등 1999, Woo KS 등 2006). 7 mM ABTS(2, 2'-azino- 
bi-(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와 2.45 mM K2S2O8

의 동량 혼합하여 암소에서 24시간 방치하여 ABTS+ 이온

을 형성시킨 다음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
액 1 mL에 시료 0.8 mL를 가하여 7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항산화능은 다음 식에 

의해 저해율(%)로 나타내었다.
 

inhibition(%)= B-A × 100 A :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B B :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9) 아미노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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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3 mg에 6 N 염산 1 mL을 가하여 110℃에서 24
시간 반응시키고 감압 증발하여 염산을 제거하였다. 여
기에 0.02 N 염산 2 mL을 가하여 0.2 µm membrane filter 
(Whatman Co., England)로 여과한 후 amino acid analy-
zer(Hitach L-8900, Japan)를 이용하여 총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10)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AS 통계프로그램(version 12.0, SPSS Insti-
tute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구기자의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한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의 일반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건조 구기자는 수분 17.9%, 
탄수화물 53.0%, 지방 8.3%, 단백질 17.1%, 회분 3.7%를 
함유하고 있었고, 볶은 구기자는 수분 12.0%, 탄수화물 

57.1%, 지방 12.1%, 단백질 14.5%, 회분 4.3%를 함유하

고 있었다. Oh SL 등(1990)은 건조 구기자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수분 21.9%, 지방 14.7%, 단백질 18.9%, 회분 

5.4%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여 본 실험 결과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구기자 추출물의 추출수율

구기자 추출물의 추출수율을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건조 구기자와 볶은 구기자의 추출수율은 물로 

추출했을 때 가장 높았으며 에탄올의 농도가 높아질수

록 추출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출 용매별 추

출수율은 건조 구기자보다 볶은 구기자를 사용했을 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볶는 과정에서 구기자 조직의 파

열되어 구기자 성분의 용출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Jung GT 등(2000)은 오미자 추출물의 추출수율을 검

토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물 추출물의 추출수율

이 높다고 하였으며, Oh SL 등(1990)은 구기자. 당귀, 오
미자, 오갈피 등의 용매별 추출수율을 검토한 결과 물 추

출물의 수율이 가장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 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Moisture Carbohydrate Lipid Protein Ash
Dried Gugija 17.9a 53.0b 8.3b 17.1a 3.7b

Roasted Gugija 12.0b 57.1a 12.1a 14.5b 4.3a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Table 2. Yield 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Extraction solvent Yield(%) 

Dried Gugija Water 35.5a

50% Ethanol 33.8b

100% Ethanol 30.6c

Roasted Gugija Water 38.7a

50% Ethanol 36.9b

100% Ethanol 33.6c

a, b, 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3. 구기자 추출물의 pH, 적정산도 및 당도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의 pH는 100% 에탄올 추

출물이 가장 높았으며 50% 에탄올 추출물, 물 추출물 순

으로 낮아졌다.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의 pH는 100%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6.3, 6.0, 50% 에탄올 추출물이 각

각 6.0, 5.6, 물 추출물이 각각 5.2, 4.8로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이 건조 구기자의 추출물에 비해 낮은 pH를 나타

내었다. 한편 구기자 추출물의 적정산도는 시료 간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Lee BY 등(1995)은 구기자의 볶은 온

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는데 pH 감소는 

구기자의 당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산 때문이라고 하였다. 
Mok C(2005)은 볶은 오미자는 건 오미자에 비해 낮은 pH
와 산도를 보였는데 이는 볶음 과정에 의해 오미자 조직

이 함유 성분 용출이 용이하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볶은 구기자의 pH가 건조 구기자에 비해 
낮은 것은 구기자를 볶는 과정에서 구기자 조직이 변화

되어 pH에 영향을 주는 유기산의 용출이 쉬워질 뿐 아니

라 볶는 과정에 당질이 분해되어 산을 생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조 구기자 추출물의 당도는 물 추출물 15.0 
%Brix, 50% 에탄올 추출물 18.0 %Brix, 100% 에탄올 추

출물 20.1 %Brix로 추출 용매에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당도가 높았다. 볶은 구기자 추출물의 당도는 물 추

출물 18.0 %Brix, 50% 에탄올 추출물 18.0 %Brix, 100%
 

Table 3. pH, titrable acidity and sugar concentration 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Extraction 
solvent pH Titrable 

acidity(%)
Sugar conc.

(%Brix)
Dried Gugija Water 5.2c 0.1 15.0c

50% Ethanol 6.0b 0.1 18.0b

100% Ethanol 6.3a 0.1 20.1a

Roasted Gugija Water 4.8c 0.1 18.0b

50% Ethanol 5.6b 0.1 18.0b

100% Ethanol 6.0a 0.1 21.2a

a, b, 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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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 21.2 %Brix로 100% 에탄올 추출물이 다

른 추출물에 비해 높은 당도를 나타내었다. 볶은 구기자

의 물 추출물의 당도는 건조 구기자의 물 추출물에 비해 
높았으나 볶은 구기자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100% 에
탄올 추출물의 당도는 건조 구기자와 비슷하였다. Park 
SJ 등(2006)은 10～11월에 수확한 건조 구기자의 에탄올 

추출물의 당도는 21.1～22.4%라고 하였다.

4. 총 폴리페놀 함량

구기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tannic acid를 기

준으로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건조 구기자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물 추출물 19.0 m/g, 50% 에탄올 추출

물 7.7 mg/g, 100% 에탄올 추출물 6.9 mg/g으로 물 추출

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다. 볶은 구기자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물 추출물 12.4 mg/g, 50% 에탄올 추출물 
14.4%, 100% 에탄올 추출물 15.8 mg/g으로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낮았고 50% 에탄올 추출물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물 추출물을 제외한 다른 추

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건조 구기자 추출물보다 높

았다. Woo KS 등(2006)은 고온 처리한 감초의 추출물이 

열처리하지 않은 감초의 추출물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이는 열처리 과정에서 조직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폴리페놀 화합물이 유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볶는 과정에서 구기자 내부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

던 폴리페놀 화합물이 유리되고 이 때 저분자량의 폴리

페놀 화합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에 
더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

며, 볶는 과정에서 조직이 변화되어 추출용매의 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Turkmen N 등 2005). 
Cho YJ 등(2005)에 의하면 건조 구기자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물 추출물 9.5 mg/g, 60% 에탄올 추출물 8.7 mg/g
로서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에탄올 추출물 보

다 다소 높았으며, Kim HK 등(2004)은 50% 에탄올 추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The different letters (a, b, c) indicat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values. 

출물에서 가장 많은 총 폴리페놀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에 대한 추출용매의 영향은 연구 보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Park SJ 등(2006)과 Lee HC 
등(2008)은 구기자의 품종, 수확시기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5. 전자공여능

각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

다. 건조 구기자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물 추출물 87.7%, 
50% 에탄올 추출물 79.7%, 100% 에탄올 추출물 67.6%
로서 물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이 가장 높았다. 볶은 구기

자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물 추출물 84.7%, 50% 에탄

올 추출물 88.1%, 100% 에탄올 추출물 89.8%이었으며 

물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다른 추출물에 비해 낮았다. 
한편 물 추출물을 제외한 두 종류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은 건조 구기자의 추출물에 비해 높았다. Positive control
로 사용한 아스코르브산과 BHT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96.4%, 92.3%로서 90% 이상의 높은 활성을 보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전자공여능과 관계가 있으며 폴리페놀 

화합물은 종류에 따라 다른 전자공여능을 보이고 천연

물은 함유된 성분에 따라 각기 다른 항산화활성을 나타

낸다(Yoshida T 등 1989, Heo MY 등 2001, Park SJ 등 

2006). 건조 구기자의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다른 두 추출물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공

여능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추출물에 존재

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

며 향 후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EY 등(2004)에 의하면 비교적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인 

오가피가 72%, 음양곽이 70%, 산수유가 67%이었다. 따
라서 본 구기자 추출물은 비교적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

인 약용식물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The different letters (a, b, c, d, e) indicat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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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antioxidant activity 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The different letters (a, b, c, d) indicate difference bet-
ween the mean values.

6. 총 항산화능

구기자 추출물의 총 항산화능을 측정하여 Fig. 3에 나

타내었다. 건조 구기자 추출물의 총 항산화능은 물 추출

물 85.0%, 50% 에탄올 추출물 70.5%, 100% 에탄올 추출

물 58.6%이었으며, 볶은 구기자 추출물의 총 항산화능은 
물 추출물 80.6%, 50% 에탄올 추출물 83.7%, 100% 에
탄올 추출물 81.0%이었다. 전자공여능이 높은 추출물의 

총 항산화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Positive control로 사

용한 아스코르브산의 총 항산화능은 99.8%로서 구기자 

추출물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다. Kim EY 등(2004)은 

산약, 사상자, 황기, 옥죽, 하수오 등의 총 항산화능은 

30～70%, 인삼, 삼칠근 등의 총 항산화능은 10～30%라

고 보고하여 본 구기자 추출물은 다른 약용식물과 비슷

하거나 다소 높은 총 항산화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7. 구기자 추출물의 아미노산 조성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의 아미노산 조

성을 검토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건조 구기자의 물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5종의 아미노산이,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다른 추출물에서 검출된 Met
이 검출되지 않아 14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다. 총 아

미노산 함량은 물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이 비슷

하였으며 이 두 추출물은 100% 에탄올 추출물 보다 3배 
정도 많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었다. 각 추출물에 가

장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은 Thr이었다. 다음으로 물 추출

물은 His, Arg, Ala 순 이었고 50% 에탄올 추출물은 Arg, 
Ala, Glu 순이었으며 100% 에탄올 추출물은 Ala, Leu, 
Phe 순이었다. 각 추출물의 총 아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

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 추출물 61.1%, 50% 에탄올 추출

물 63.6%, 100% 에탄올 추출물 44.9%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었다. 볶은 구기자 추출물에서는 건조 구기자 

추출물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Asp가 검출되어 물 추출물

과 5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6종의 아미노산이,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5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다.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건조 구기자에서와 같이 Met이 검

출되지 않았다. 총 아미노산 함량은 50% 에탄올 추출물

이 가장 높았으며 물 추출물, 100% 에탄올 추출물 순 이

었고 100% 에탄올 추출물의 아미노산 함량은 물 추출물

의 1/3, 50% 에탄올 추출물의 1/4 정도로 매우 낮았다. 
각 추출물의 아미노산 함량은 건조 구기자 추출물의 아

미노산 함량의 60% 정도로 낮아졌다. 볶은 구기자의 각 

추출물에 가장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은 Thr이었다. 다음

으로 물 추출물은 Ala, Glu, Arg 순이었고, 50% 에탄올 

추출물은 Ala, Glu, Arg 순이었으며, 100% 에탄올 추출

물은 Ala, Leu, Glu 순이었다. 각 추출물의 총 아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 추출물 56.3%, 
50% 에탄올 추출물 59.0%, 100% 에탄올 추출물 45.4%
이었고,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건조 구기자 추출물의 1/2

Table 4. Amino acid compositions (mg/100 g dry basis)of dried 
and roasted Gugija (Lycii fructus) extracts

Dried Gugija Roasted Gugija
Amino 

acid water1) 50% 
Ethanol

100% 
Ethanol water 50% 

Ethanol
100% 

Ethanol
Asp n.d. n.d. n.d. 66.6 61.3 62.6
Thr* 5,567.8 6,369.6 1,318.7 3,023.6 3,330.0 612.7
Ser 386.3 439.6 119.9 346.3 386.3 133.2
Glu 772.6 839.2 213.1 706.0 745.9 226.4
Gly 439.6 519.5 93.2 373.0 426.2 99.9
Ala 852.4 972.4 519.5 754.9 799.2 434.0
Cys 479.5 519.5 293.0 306.4 373.0 199.8
Val* 452.9 532.8 293.0 306.4 359.6 113.2
Met* 86.6 159.8 n.d. 22.6 452.9 n.d.
Ile* 439.6 532.8 293.0 173.2 226.4 149.1
Leu* 599.4 706.0 319.7 319.7 373.0 246.4
Tyr 492.8 492.8 213.1 253.1 266.4 53.3
Phe* 559.4 612.7 306.4 359.6 406.3 60.0
Lys* 559.4 599.4 66.6 293.0 306.4 20.0
His 1,372.0 492.8 119.9 199.8 199.8 186.5
Trp* n.d. n.d. n.d. n.d. n.d. n.d.
Arg 959.0 1,158.8 106.6 479.5 539.5 49.3
Pro n.d. n.d. n.d. n.d. n.d. n.d.

Total 14,019.3
(8,265.1)

14,947.7
(9,513.1)

4,275.7
(2,597.4)

7,983.7
(4,498.1)

9,252.2
(5,454.6)

2,646.4
(1,201.4)

Value in parenthesis represents essential amino acid content(mg/100 g).
n.d. : not detected, 1) extraction solvent, * Essential amino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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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 Lee MY과 Sheo HJ(1986)에 의하면 진도산 구

기자에 가장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은 Thr이었고 Arg, Ala, 
His, Ile, Val 순이었으며, Trp는 검출되지 않았고 총 아

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이 53.9% 함유되어 있었다.

IV. 요 약

물, 50% 에탄올, 100% 에탄올로 추출한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추출수율은 물 추출물이 가장 높았으며 건조 구기자보다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의 추출수율이 높았다. 건조 구기

자 및 볶은 구기자의 pH는 10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았으며 50% 에탄올 추출물, 물 추출물 순으로 낮아졌

고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이 건조 구기자의 추출물에 비

해 낮은 pH를 나타내었다. 건조 구기자 및 볶은 구기자

의 추출물의 당도는 각각 15.0～20.1 %Brix, 18.0～21.2 
%Brix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건조 구기자의 추출물

이 6.9～19.0 mg/g,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이 12.4～15.8 
mg/g이었고 건조 구기자의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이 가장 높았으며 50% 또는 10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볶은 구기자가 더 높았다. 건조 구기자 

추출물 및 볶은 구기자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67.6～
87.7%, 84.7～89.8%이었고, 총항산화능은 각각 58.6～85.0%, 
80.6～83.7%이었다. 건조구기자는 물 추출물이, 볶은 구

기자는 50% 또는 100% 에탄올 추출물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전자공여능과 총 항산화능이 높았다. 건조 구기자 

추출물과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에 가장 많이 함유된 아

미노산은 Thr이었으며 총 아미노산 중 필수 아미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4.9～63.6%, 45.4～59.0%이었다. 
따라서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능을 고려한다면 건조 
구기자와 볶은 구기자의 추출물 제조에 적합한 추출용매

는 각각 물, 50% 또는 100% 에탄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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