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ppl. Chem. Eng., Vol. 27, No. 2, April 2016, 217-220

http://dx.doi.org/10.14478/ace.2016.1023

217

천연물로부터 여성갱년기 증상완화를 위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초음파 추출특성

이승범⋅박소연⋅전길송⋅홍인권†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2016년 3월 4일 접수, 2016년 3월 19일 심사, 2016년 3월 21일 채택)

Phytoestrogen Extraction for Relaxation of Female Menopause Symptoms from 
Natural Products

Seung Bum Lee, So Yeon Park, Gil Song Jeon, and In Kwon Ho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Gyeonggi 16890, Korea
(Received March 4, 2016; Revised March 19, 2016; Accepted March 21, 2016)

    록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내분비계에서 생성되지 않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물을 먹음으로써 소비되는 유사에스트로겐
이다. “식이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 그룹이며, 
에스트로겐과 구조적인 유사성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고삼, 석류, 칡으로부터 초음파공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다양한 초음파세기와 
추출시간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 양을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는 천연물과 관련된 생화학적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hytoestrogens are one of quasi-estrogens which are not generated within the endocrine system, but consumed by intaking 
phytoestrogenic plants. Phytoestrogens, also called as “dietary estrogens”, are various botanic chemical compound groups natu-
rally occurring nonsteroidal plant compounds of spontaneous generation. Due to their structural similarities to estrogone, they 
may provide desirable health benefits for reducing the menopausal symptoms. In this paper, various phytoestrogens were ex-
tracted from sophora root, pomegranate and kudzu by ultrasonic extraction process. In this study, the amount of extracted 
phytoestrogens at various ultrasonic power strengths and extraction times were compared, which could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study of biology and chemistry related to na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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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여성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estrogen 혹은 oestrogen)

은 여성의 성적 활동 및 배란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1-4]. 일반적으

로 에스트로겐류는 estrone (E1), estradiol (E2), estriol (E3)로 나누며 

그 구조는 Figure 1과 같다[5]. 

에스트로겐은 생리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성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갱년기 장애의 주된 원인이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이다[6]. 이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그 이름처럼 식물에서 나오는 

유사 에스트로겐으로 섭취를 통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

다[7-10]. 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estrogen)이 여성호르몬인 에스

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유효성분으로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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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에스트로겐의 효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11]. 식물성 에스

트로겐은 화학적 구조와 생체 합성적 측면에서 칼콘(chalcone), 플라보

노이드(flavonoid), 리그난(lignan), 스틸베노이드(stilbenoids) 등의 다양

한 그룹으로 분류된다[12-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

겐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삼(sophora root), 석류(pomegranate), 칡

(kudzu)을 대상으로 초음파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대상이 되는 유효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소플라본(isoflavones) 중 daid-

zein, formonenetin, genistein, biochanin A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 네 가지 성분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14]. 이 중 인간에서 발견되

는 주된 이소플라본은 daidzein과 genistein이다. 메틸화된 이소플라본

인 formonenetin과 biochanin A은 장내에서 탈메틸화되어 daidzein과 

genistein로 전환된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idzein과 genistein를 

추출하기 위한 초음파 추출공정의 최적조건을 고찰하였다.

우선 천연물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출한 후 이들의 자외

선 최대흡수파장(max )을 측정하였다. 또한 초음파에너지를 도입한 

추출공정을 이용하여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출하여 고성능 액체크

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의 추출량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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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dzein Formonenetin Genistein Biochanin A

Chemical formula C15H10O4 C16H12O4 C15H10O5 C16H12O5

Molar mass (g/mol) 254.23 268.26 270.24 284.26

Melting point 315~323 ℃ 256~260 ℃ 297~298 ℃ 215~219 ℃

Structure

max 248 250 260 262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Phytoestrogen

(a) Estradiol
     

(b) Estriol
     

(c) Estrone

Figure 1. Structures of estrogens.

(a) Water

(b) Ethanol

Figure 2. UV absorbance of extract from the various natural products.

2. 실험방법

2.1. Phytoestrogen의 최대흡수파장 결정

실험에 사용된 고삼과 칡은 건조된 시료를 푸드믹서로 분쇄하여 사

용하였고, 석류는 건조분말을 시중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용매는 

초순수과 95%-주정 두 가지를 각각 사용하였다. 추출된 식물성 에스

트로겐의 자외선 최대흡수파장(max )을 결정하기 위한 UV 흡광특성 

분석은 천연물 시료(고삼, 석류, 칡) 10 g를 용매(초순수, 95%-주정) 

100 mL에 녹여 감압여과 및 원심분리 후에 syringe filter (D = 25 

mm, T = 0.45 µm)로 여과하여 측정하였다.  

2.2. 천연물로부터 Phytoestrogen의 초음파 추출

천연물로부터 phytoestrogen의 초음파 추출 최적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으로는 초음파 추출기로 일정 시간 동안 초음파 세기를 달

리 적용하여 추출을 진행한 다음, 최적의 초음파 세기에서 초음파 적

용 시간을 달리하여 추출을 진행하였다. 초음파 추출실험 시 초음파 

주기는 pulse-on time 1 s, pulse-off 시간을 2 s로 설정하였으며, 추출

시간을 15 min으로 고정한 후 초음파 세기를 285, 475, 665, 950 W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음파 세기에 따른 유효성분(식물

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은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HPLC의 컬럼은 SunFireⓇ의 C18 (5 µm)를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acetonitrile과 초순수를 부피비로 6 : 4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최적 

초음파 세기에서 추출시간을 5~20 min으로 변화시키면서 최적 추출시

간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ytoestrogen의 UV 흡광특성 분석

Figure 2는 각각 추출용매를 초순수와 95%-주정을 이용하여 추출

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UV 흡광특성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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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b) Ethanol

Figure 3. HPLC signal of phytoestrogen extract from sophora root.

(a) Water

(b) Ethanol

Figure 4. HPLC signal of phytoestrogen extract from pomegranate.

(a) Water

(b) Ethanol

Figure 5. HPLC signal of phytoestrogen extract from kudzu.

사용된 고삼, 석류, 칡 모두 250 nm와 260 nm의 파장대에서 peak가 

나타났다. 이는 250 nm 영역에서 daidzein (max  = 248 nm), for-

monenetin (max  = 250 nm)가 260 nm 영역에서 genistein (max  = 

260 nm), biochanin A (max  = 262 nm)가 검출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daidzein, genistein을 흡수파장

대별로 둘로 구분하여 추출량을 정량하였다. 각 물질이 두 용매에서 

비슷한 UV 흡광특성을 보이며, 95%-주정을 이용했을 때가 초순수를 

용매로 썼을 때보다 추출이 더 잘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0 nm

의 파장대에서 검출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daidzein의 경우 칡 > 

석류 > 고삼 순으로 흡광도가 높았으며, 260 nm의 파장대에서 검출되

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genistein의 경우에는 칡 > 고삼 > 석류 순으

로 흡광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260 nm의 파장대에서는 칡의 흡

광도가 다른 천연물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3.2. 초음파 에너지 추출 특성

Figure 3은 초음파 추출공정을 이용하여 고삼으로부터 추출된 식물

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 후 

HPLC의 검출기 측정파장을 250 nm와 260 nm로 변경하여 정량을 수

행하였다. 초음파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식물성 에

스트로겐의 추출량 모두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추

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또한 260 nm에서 검출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genistein가 

250 nm에서 검출되는 daidzein에 비해 추출량이 많았으며, 95%-주정

이 초순수에 비해 좋은 추출특성을 나타내었다. 최적 초음파 세기는 

665 W이고 최적 추출시간은 15~20 min이었다.

Figure 4는 석류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의 변화

를 초음파의 세기와 추출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초음파의 세

기가 증가함에 따라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은 증가하다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량을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용매로 초순수를 사용한 경우 네 가지 식

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95%-주정을 사용

할 경우 260 nm에서 검출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daidzein의 추출

량이 크게 나타났다. 

Figure 5는 초음파 추출공정을 이용하여 칡으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칡의 경우 고삼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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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비해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이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95%-주정을 이용하여 추출할 경우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daidzein의 

추출량이 고삼이나 석류에 비해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식

물성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음파 추출

공정을 이용하여 칡으로부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출하기 위한 최

적 초음파 세기 665 W이고 추출시간은 15 min이었다. 

초음파 추출공정을 이용하여 천연물로부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출한 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은 칡 > 석류 > 고삼 순으로 

많았고, 추출용매로는 95%-주정이 초순수에 비해 추출효율이 좋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적 초음파 세기는 고삼, 석류, 칡 모두 665 

W이었고, 최적 추출시간은 15~20 min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삼, 석류, 칡으로부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초음파 추출하여 UV 흡광도와 

HPLC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최적의 초음파 세기와 추출시간을 

결정하였다. 고삼, 석류, 칡 등의 천연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UV 흡광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최대흡수파장을 기준으로 max  값을 250 nm와 260 nm로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초음파 추출공정을 이용하여 천연물로부터 식물성 에스

트로겐을 추출한 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추출량은 칡 > 석류 > 고

삼 순으로 많았고, 추출용매로는 95%-주정이 초순수에 비해 추출효율

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적 초음파 세기는 고삼, 석류, 칡 

모두 665 W이었고, 최적 추출시간은 15~20 min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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