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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extraction conditions for bioactive components from peanut shells, which is a by-
product of peanut processing, were optimized to enhance the total phenolic content (TPC, Y1), 
total flavonoid content (TFC, Y2),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Y3).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anti-obesity effect of peanut shell extract.
Methods: Optimization of ultrasonic‐assisted extraction (UAE) was performed us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independent variables applied for extraction were time (X1: 5.0–55.0), 
temperature (X2: 26.0–94.0), and ethanol concentration (X3: 0.0%–99.5%). Quadratic regression 
model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17 experimental sets, and an analysis of the variance 
was performed to verify its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regression equations.
Results: When evaluating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responses using 
statistically-based optimiz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TPC, TFC, and RSA was the ethanol concentration (p = 0.0008).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to satisfy all three responses were 35.8 minutes, 82.7°C, and 96.0% ethanol. 
Under these conditions,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by the 
extract were 86.4% and 78.5%, respectively.
Conclusion: In this study, UAE showed superior extraction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hot-water extraction in the extraction of polyphenols and bioactive materials. 
In addition,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inhibitory effects were identified, suggesting 
that peanut shells can be used as effective antioxidants and anti-obesity agents in functional 
foods and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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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항산화제는 식품의 산화 속도를 감소시켜 유지의 산패, 식품의 풍미 또는 냄새 변화나 변
색을 방지하는 화합물로,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tertiary butylhydroquinone (TBHQ) 등의 합성 항산화제와 tocopherol류, flavonoid류, nordihy-

droguaiacol, gossypol, sesamol, 그리고 oryzanol과 같은 천연 항산화제로 나눌 수 있다 [1,2]. 

이 중, 합성 항산화제인 BHA, BHT와 TBHQ은 높은 항산화력을 보유하여 식품 첨가제로 널
리 이용되고 있지만 독성 및 발암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보다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품첨가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전 세계적으로 천연 항산화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식물체에서 유래하는 폴리페놀 성분을 기반으로 

한 항산화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 폴리페놀은 식물의 2차 대사 산물로 대표적인 생리
활성 기능은 항돌연변이, 항암, 항염증 및 항비만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페놀 화합물이 탄수
화물과 지질 분해효소 활성저해로 탄수화물과 지질의 분해와 소화를 지연시켜 항비만 기능
성이 있다고 알려져 이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5,6].

땅콩 (Arachis hypogaea L.)은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50여 국가에서 널리 재
배되고 있는 콩과 초본식물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성분을 풍부하
게 함유하고 있는 작물이다 [7]. 열매를 맺는 땅콩은 자방의 밑 부분이 토양으로 파고들어 꼬
투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땅콩을 감싸는 피땅콩 겉껍질은 습기, 자외선, 미생물 및 해충과 같
은 외부 물리화학적 공격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는 자기방어 기능을 갖는다 [8,9]. 피땅콩 중
량의 35%–40%를 차지하는 피땅콩 겉껍질은 이소플라본, 피토스테롤, 페놀산 및 플라보노
이드 같은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나 부산물로 인식되어 대부분이 폐기되고 있
어 생리활성 물질 생산을 위한 후보 물질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0]. 피땅콩 겉껍질
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과 피토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시켜 체내 콜
레스테롤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졌으며 [11], 플라보노이드는 페닐기가 복수의 피란 고
리 탄소원자를 매개하여 결합된 물질로써 금속이온 흡착, 활성산소종의 소거 및 지질 과산
화 반응 종결과 같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어 플라보노이드 함량 증가를 통한 항암 및 항산
화 효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12]. 이와 관련하여 Wee와 Park [13]는 메탄올을 용매로 이용
한 땅콩 껍질 추출에 있어 4-hydroxybenzoicaci와 3-methoxy-4-hydroxybenzoic acid를 분리·동
정하여 항균·항산화능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바 있으나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기능성 검증 및 

추출 공정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페놀 화합물을 포함하는 기능성 성분 추
출 수율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추출을 도입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추출 공정을 확보하고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인 추출 시간, 추출 온도와 에탄
올 농도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반응표면 분석법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
용한 추출 조건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땅콩 겉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항산화능과 항비만 효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부산물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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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피땅콩은 하양마트 (Seoul, Korea)에서 2018년 10월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겉껍질을 분리하여 증류수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60°C 열풍건조기 (FC 

49; Lab house, Pocheon, Korea)에서 12시간 이상 건조한 뒤 중량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기 (HMF-3000S; Hanil, Wonju, Korea)로 25 mesh 이하로 

분말화하여 polyethylene bag에 밀봉하여 −20°C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초음파 추출은 분말
화된 시료 1 g을 취하여 증류수와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였으며 추출 장치는 시간과 온도 조
절이 가능한 탁상형 초음파기 (SD-D250H; Mujigae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에
탄올은 농도 0.0%–99.5%를 사용하였으며 추출시간 5.0–55.0분, 추출 온도 26.0°C–94.0°C로 

추출의 공정변수를 실험조건에 맞게 조정하였다.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땅콩 겉껍질부터 생리활성 물질 추출 공정 최적화를 목적으로 RSM을 이용하
여 통계학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험 계획은 여러 요인들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쉽게 분석하여 최적화된 조건의 도출이 가능한 RSM의 일종인 중심합성계획 (central com-

posite design [CCD])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초음파 추출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추출 시간 (X1), 추출 온도 (X2)와 에탄올 농도 (X3)로 설정하였고, CCD에 따라 

−1.68, −1.0, 0, 1.0, 1.68의 5단계로 부호화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14]. 독립변수의 각 범위
는 문헌연구와 예비실험에 의거하여 추출 시간 (5.0−55.0분), 추출 온도 (26.0°C−94.0°C)와 에
탄올 농도 (0.0%−99.5%)로 결정하였다. 초음파 추출 조건은 CCD 실험범위 설정에 따른 17가
지 조건으로써 요인 실험점 8개, 축점 6개와 중심점 3개로 구성되어 최소의 실험횟수로 표면
분석이 가능도록 하였다 [15].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는 TPC (Y1), TFC (Y2)와 

RSA (Y3)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7개 조건에 따른 실험값을 적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total phenolic content [TPC]) 함량은 변형된 Folin-Ciocalteu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16].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 0.14 mL에 0.2 N Folin-Ciocalteu 시약을 0.7 mL 가하여 8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고 반응액에 7.5% Na2CO3 0.56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
킨 뒤 분광광도계 (Optizen 2120UV; Mecasys Co., Daejeon, Korea)로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결과값은 gallic acid를 표준 물질로 사용하여 gallic equivalent (GAE mg/g)로 환산
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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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nut shell extraction condition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with coded values of 17 experimental 
sets
Xi Independent variable Coded levels

−1.68 −1.0 0.0 +1.0 +1.68
X1 Extraction time (min) 5.0 15.0 30.0 45.0 55.0
X2 Extraction temperature (°C) 26.0 40.0 60.0 80.0 94.0
X3 Ethanol concentration (% v/v) 0.0 20.0 50.0 80.0 99.5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point to the axis point is ±1.68.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total flavonoid content, TFC) 실험은 변형된 Mussatto 등 [17]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 0.5 mL에 1차 증류수 2.8 mL, 99.5% 에탄올 1.5 mL와 

0.1 mL의 1 M potassium acetate 와 10% aluminum chloride를 순서대로 첨가하여 실온에 30분
간 반응시킨 뒤 분광광도계 (Optizen 2120UV; Mecasys Co.)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TFC는 quercetin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뒤 quercetin equivalent (QE mg/g)

로 농도를 산출하였다.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항산화능 측정을 위해 So 등 [18]의 방법을 준하여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를 이용
한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 0.25 mL에 0.1 M DPPH 용액 1.25 mL를 가하
여 암실에서 20분 반응시킨 뒤 분광광도계 (Optizen 2120UV; Mecasys Co.)를 이용하여 517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대비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RSA(%)  =  1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
 ×  100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능 측정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능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GAI)은 Lee 등 [19]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50 μL에 1 unit α-glucosidase (Sigma-Aldrich) 50 μL를 첨가하여 혼합
한 다음 37°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0.5 mM ρ-NPG (Sigma-Aldrich) 기질액을 100 μL 첨가하
여 37°C에서 10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0.1 M NaOH 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뒤 

microplate reader (AMR-100; Allsheng Co., Hangzhou, China)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carbos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GIA (%)  =  1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
 ×  100 

 

Lipase 활성 저해능 측정
Lipase 활성 저해능 (lipase inhibitory activity, LIA) 평가는 Kwon 등 [20]이 수행한 방법을 변형
하여 실시하였다. 효소 porcine pancreatic lipase (Sigma-Aldrich) 0.3 mg을 enzyme buffer (10 mM 

MOPS, 1 mM EDTA, pH 6.8)에 용해한 후 12,5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30 μL를 tris 

buffer와 혼합하였다. 시료 10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15분간 교반하여 10 mM p-nitrophenyl 

butyrate (Sigma-Aldrich) 20 μL를 첨가하고 37°C에서 15분간 교반한 뒤 분광광도계 (Optizen 

2120UV, Mecasys Co.)를 이용하여 400 nm에서 흡광도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orlistat 

(Sigma-Aldrich)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lipase 활성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LIA (%)  =  1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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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
실험결과의 분석 및 통계학적 최적화를 위해 Design Expert 8.0 (Stat-Ease, Inc.,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반응표면 회귀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종속 변수에 대한 2차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Y는 종속 변수인 TPC, TFC와 RSA를 나타내며 X1, X2와 X3은 독
립 변수로 각각 추출 시간, 추출 온도, 에탄올 농도를 나타내며 b0는 절편과 bn은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Y = b0 + b1X1 + b2X2 + b3X3 + b12X1X2 + b13X1X3 + b23X2X3 + b11X1
2 + b22X2

2 + b33X3
2

최적 추출 조건을 기반으로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모든 실
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평균값과 표준오차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0 (Microsoft Inc., 

Redmond, WA,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TPC 최적 추출 조건 탐색
대부분의 식물들은 폴리페놀, 알칼로이드, 테르페노이드와 같은 2차 대사산물을 생성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21]. 피땅콩 겉껍질을 이용한 TPC의 최적 추출 조
건 예측을 위해 추출 시간 (X1), 추출 온도 (X2)와, 에탄올 농도 (X3)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CCD를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Table 1). 피땅콩 겉껍질의 TPC는 1.72–9.60 mg GAE/g 

DM로 나타났으며, 에탄올 80.0% (v/v), 추출 시간 45.0분, 추출 온도 80.0°C에서 최댓값 9.60 

mg GAE/g DM이 측정되었다 (c). 각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로 TPC에 대한 2차 회귀 방정식을 

도출한 결과 R2값은 0.8907로,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89% 이상 예측 가능하였
다 (Table 3). 유의성의 지표인 p값은 0.0118로, 도출된 회귀 방정식에서 각 독립변수들이 높은 

유의성 (p < 0.05)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산분석에서 이용되는 p값은 각 계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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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ata on TPC, TFC, RSA of 17 experimental set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by response surface analysis
Run No. X1 X2 X3 TPC (mg GAE/g DM) TFC (mg QE/g DM) RSA (%)

1 15.0 40.0 20.0 2.04 0.05 9.8
2 45.0 40.0 20.0 2.36 0.05 10.8
3 15.0 80.0 20.0 3.37 0.13 24.9
4 45.0 80.0 20.0 3.39 0.12 21.0
5 15.0 40.0 80.0 5.41 0.49 72.3
6 45.0 40.0 80.0 6.18 0.59 76.1
7 15.0 80.0 80.0 8.89 0.87 78.7
8 45.0 80.0 80.0 9.60 1.08 87.3
9 5.0 60.0 50.0 6.32 0.55 85.1

10 55.0 60.0 50.0 7.80 0.73 86.3
11 30.0 26.0 50.0 5.56 0.48 80.6
12 30.0 94.0 50.0 9.42 0.98 87.3
13 30.0 60.0 0.0 1.72 0.06 12.6
14 30.0 60.0 99.5 3.42 0.37 78.4
15 30.0 60.0 50.0 7.30 0.62 88.0
16 30.0 60.0 50.0 7.32 0.67 88.5
17 30.0 60.0 50.0 7.20 0.66 88.3

X1, extraction time (min); X2, extraction temperature (°C); X3, ethanol concentration (%); TPC, total phenolic content; TFC, total flavonoid content; RSA,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요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22], 분산분석에서 각 독립 변수에 대한 일차항의 유의성을 비교하
였을 때 p값은 에탄올 농도 (p = 0.0026) > 추출 온도 (p = 0.0134) > 추출 시간 (p = 0.4004)로 에
탄올 농도와 추출 온도는 피땅콩 겉껍질의 TPC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추출 시간의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Table 4). 분산분석에서 확인된 각 독립 변수의 영향과 변수들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자 2개 독립 변수에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반응표면 곡선으
로 나타내었다 (Fig. 1). 추출온도를 고정하였을 때 TPC는 에탄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
히 증가하다가 71.5% 이상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추출 시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
았다 (Fig. 1A). 이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에탄올 농도가 추출 온도보
다 유의하다고 해석되어 분산분석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반면 Fig. 1B에서 추출 시간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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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cond-order polynomial euqations calculated by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the optimization of extraction conditions of peanut shell
Response Second order polynomials R2 p
TPC (mg GAE/g) YTPC =  −2.28761 + 0.062060X1 + 0.021080X2 + 0.18584X3 − 7.97117X1

2 − 1.49839X1X2 − 
5.24309X2

2 + 3.16328X1X3 + 9.48984X2X3 − 1.98576X3
2

0.8907 0.0118

TFC (mg QE/g) YTPC =  −0.14601 + 3.65800X1 − 3.42557X2 + 0.016366X3 − 1.20557X1
2 + 3.71138X1X2 + 

1.37068X2
2 + 8.70569X1X3 + 1.49830X2X3 − 2.00906X3

2
0.8701 0.0203

RSA (%) YRSA =  −108.05247 + 1.50503X1 + 2.27292X2 + 3.13846X3 − 0.027578X1
2 − 4.95442X1X2 − 

0.016606X2
2 + 4.19474X1X3 − 1.61019X2X3 − 0.022859X3

2
0.8725 0.0192

X1, extraction time (minutes); X2, extraction temperature (°C); X3, ethanol concentration (%);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p, probability value; TPC, total 
phenolic content; TFC, total flavonoid content; RSA,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coefficients and equation of the TPC, TFC and RSA content by the experimental results
Variables TPC (mg GAE/g DM) TFC (mg QE/g DM) RSA (%)

Sum of squares F value p-value Sum of squares F value p-value Sum of squares F value p-value
Model 96.30 6.34 0.0118 1.52 5.21 0.0203 14,388.63 5.32 0.0192
X1 1.35 0.80 0.4004 0.03 0.85 0.3872 9.95 0.03 0.8608
X2 18.21 10.79 0.0134 0.25 7.86 0.0264 214.50 0.71 0.4261
X3 35.31 20.92 0.0026 0.76 23.46 0.0019 9,521.73 31.69 0.0008
X1X2 0.02 9.579 × 10−3 0.9248 9.917 × 10−4 0.03 0.8660 1.767 × 10−3 5.883 × 10−6 0.9981
X1X3 0.16 0.10 0.7656 0.01 0.38 0.5575 28.51 0.09 0.7670
X2X3 2.59 1.54 0.2550 0.06 2.00 0.2005 7.47 0.02 0.8792
X1

2 0.35 0.21 0.6612 8.076 × 10−3 0.25 0.6328 422.59 1.41 0.2743
X2

2 4.976E-003 2.949 × 10−3 0.9582 3.401 × 10−4 0.01 0.9212 499.20 1.66 0.2383
X3

2 35.59 21.09 0.0025 0.36 11.25 0.0122 4,716.62 15.70 0.0054
The results by second-order polynomial equation calculated to central composite design.
X1, extraction time (minutes); X2, extraction temperature (°C); X3, ethanol concentration (%); TPC, total phenolic content; TFC, total flavonoid content; R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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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3-D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2 independent variables on extraction of TPC from peanut shell. (A)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PC at fixed level of extraction temperature of 60°C. (B)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PC at fixed level of extraction time of 30 minutes. 
TPC, total phenolic content.



하였을 때 TPC는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94.0°C에서 최대값을 나타났으며, 에
탄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PC도 일정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Choi 등 [23]의 포도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연구에서 포도
잎을 80.0% 에탄올로 추출할 경우 열수 추출물보다 TPC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폴리페놀 화합물 추출 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할 경우 추출 용매의 극
성 변화에 따른 폴리페놀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4]. 실험값을 기반 도
출된 2차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된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의 TPC 최대 수율은 추출 시
간 55.0분, 추출 온도 94.0°C와 에탄올 74.3%의 조건에서 10.2 mg GAE/g DM으로 확인되었다.

TFC 최적 추출 조건 탐색
플라보노이드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갖는 페놀계 화합물의 총칭으로, 유리상태로 존재하
거나 당류와 결합한 배당체의 형태로 존재하며 열수와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을 통해 생산
되어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산업에서 기능성 물질로 널리 이용된다 [25]. 본 실험에서는 피
땅콩 겉껍질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플라보노이드 추출을 위해 초음파 추출을 도입하였으며 

추출 시간 (X1), 추출 온도 (X2)와 에탄올 농도 (X3)를 변수로 설정하여 CCD를 통해 17개의 TFC 

추출 조건을 도출하였다.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의 TFC는 0.05–1.08 mg QE/g DM로, 최댓값은 

80.0% (v/v) 에탄올로 80.0°C에서 45.0분간 추출한 조건 (Run #8 in Table 2)에서 확인되었으
며 17개 실험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도출된 2차 회귀 방정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회귀 방
정식 유효성 검증에 사용되는 R2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방
정식의 적합성이 높다 [26]. 도출된 2차 회귀 방정식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을 때 R2값은 

0.8701로 1에 근접한 값을 보여 최적화 조건 예측에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값
은 0.0203으로 나타나 각 독립 변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분산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
들 중 추출 온도와 에탄올 농도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차항과 이차항에서 에탄올 농도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TFC 추출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독립 변수의 상호 작용을 통한 TFC의 변화를 시각적
으로 확인하고자 2개의 독립 변수들을 변화시키고 나머지 독립 변수를 중간값에 고정하여 3

차원 반응표면 곡선으로 시각화하였다. 에탄올 농도를 중간값에 고정시켜 추출 시간과 추출 

온도의 영향을 내었을 때, 추출 온도가 증가할수록 TFC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추출 시간
에 따른 TFC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A). 이는 분산분석과 일치하는 결
과로, 추출 온도가 TFC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추출 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
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 온도와 에탄올 농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낸 그래프에서는 추
출 온도에 비해 에탄올 농도에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 특히 에탄올 

농도에 비례하여 TFC가 증가하다가 75.2%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앞선 TPC 최적 추출 

조건 탐색에서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플라보노이드가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
으로 추출 조건의 영향에 있어 상호간 유사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27]. 피땅콩 겉껍질의 TFC

에 대한 최적 추출 조건을 최적화 기법으로 예측한 결과 추출 시간 49.0분, 추출 온도 94.0°C

와 에탄올 77.1%로 확인되었으며 1.18 mg QE/g DM의 TFC가 예측되었다.

RSA 최적 추출 조건 탐색
피땅콩 겉껍질의 항산화능 평가를 위해 CCD로 도출한 17개 추출 조건에 따라 초음파 추출
을 진행하였을 때 RSA는 9.75%–88.5%로 에탄올 50.0% (v/v), 추출 시간 30.0분과 추출온도 

60.0°C에서 최대값이 확인되어 초음파 추출의 공정 변수 변화를 통해 RSA를 9배까지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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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실험값을 기반으로 도출된 2차 회귀 방정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도출된 회귀 방정식의 적합성 검증은 RSA 예측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분산
분석을 통해 적합성과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결정계수 R2값은 0.8725로 회귀 방정식에 의
한 예측값과 실험값이 87.3% 이상 합치도를 보이며 p = 0.0192로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성이 인정되었다 (Table 4). 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교호 작용을 평가하고 일차
항의 유의성을 비교한 결과 독립 변수 중 에탄올 농도 (p = 0.0008)의 유의성은 높은 반면 추
출 시간 (p = 0.8608)과 추출 온도 (p = 0.4261)가 RSA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정되었
다. 독립 변수의 상호 작용이 RSA의 변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회귀 방정식을 

기반한 3차원 반응표면 곡선을 Fig. 3에 표현하였다. 에탄올 농도를 중간값에 고정하고 추출 

시간과 추출 온도가 RSA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독립 변수에 의한 종속 변수의 변화
가 미미하여 결과값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Fig. 3A). 반면 Fig. 3B에서는 에탄올 

농도의 증가와 함께 RSA가 크게 증가하다가 70.1%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Fig. 3A에 

비해 RSA의 변화 폭이 커 에탄올 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선 

분산분석에서 다른 2개의 독립 변수에 비해 에탄올 농도가 RS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검
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상은 Woo 등 [28]의 건대추 추출 조건 최적화 연구에서 

에탄올 농도가 추출 시간과 추출 온도에 비해 RSA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위 결과를 기반으로 피땅콩 겉껍질의 초음파 추출 공정에 있어 RSA 최대화를 위해서는 에탄
올 농도를 중심으로 RSA 최대화 조건을 확립하고 추가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예측된 RSA의 최대값은 89.4%이었으며 추출 시간 55.0

분, 추출 온도 81.2°C, 에탄올 73.2%에서 예측되었다.

123https://doi.org/10.4163/jnh.2021.54.1.116

폴리페놀과 항산화력에 따른 피땅콩 겉껍질의 최적 추출 조건 확립과 항비만 기능성

https://e-jnh.org

Concentration (%)

TF
C 

(m
g/

g)

Time (min)

0.8

100
75 50 25 0 5 18 30 43

55

0.6

0.4

0.2

0

A

Temperature (°C)

TF
C 

(m
g/

g)

Time (min)

0.9

94
77 60 43 26 5 18 30 43

55

0.7

0.5

0.2

0

Concentration (%)

B C

TF
C 

(m
g/

g)

Temperature (°C)

1.2

100
75 50 25 0 26

43 60 77
94

0.9

0.6

0.3

0

Fig. 2. The 3-D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2 independent variables on extraction of TFC from peanut shell. (A)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ime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FC at fixed level of extraction temperature of 60°C. (B)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ime 
and extraction temperature on TFC at fixed level of ethanol concentration of 50%. (C)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ethanol 
concentration on TFC at fixed level of extraction time of 30 minutes. 
TFC, total flavonoid content.



최적 추출 조건 확립
피땅콩 겉껍질의 최적 추출 조건 설정을 위해 2차 회귀 방정식을 이용한 TPC, TFC와 RSA에 

대한 개별 반응표면 곡선을 중첩하여 공통으로 만족하는 최적 추출 조건을 예측한 결과, 최
적 조건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분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모든 종속 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 조건의 범위 중 경제적인 운전 조건을 위한 추출 온도가 최소화된 지
점을 선택했을 때, 추출 시간 35.8분, 추출 온도 82.7°C와, 에탄올 96.0%가 예측되었다. 이 조
건에서 TPC, TFC와 RSA는 각각 8.67 mg GAE/g DM, 0.84 mg QE/g DM과 85.3%이였으며, 검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최적 조건에서 8.22 mg GAE/g DM, 0.91mg QE/g DM과 84.1%로 실험값
이 확인되어 예측값과 유사하게 나타나 도출된 회귀 방정식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항비만 기능성 평가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작용은 소장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α-glucosidase

에 의해 전분이 단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 또는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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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3-D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2 independent variables on extraction of RSA from peanut shell. (A)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ime and extraction temperature on RSA at fixed level of ethanol concentration of 50%. (B)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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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증가를 저해하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부터 유도되는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 [29]. 췌장에서 생산되는 lipase는 중성지방의 분해와 소화를 돕는 효소로, lipase의 

효소 활성을 저해하여 중성지방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게 하며 혈중 지방흡
수를 저하시켜 비만 예방 및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 앞선 최적화 연구에서 확립한 

최적 추출 조건으로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을 제조하여 GIA를 측정한 결과는 86.4%로 나타났
으며, 이는 물로 추출한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약 12 배 증가된 저해효과를 보였다 (Table 5). 

또한 LIA는 78.5%로, 열수 추출물 대비 3배 가량 증가하여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생리활성 물
질 추출과 GIA 및 LIA의 증가에 있어 예측된 최적 조건이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커피
박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더 높은 LIA를 지닌다고 보고한 Lee와 Han [31]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며, Yuk 등 [32]은 여주씨로부터 95% 에탄올 추출을 통해 얻은 물질들이 높은 GIA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소수성 및 수소 결합으로 단백질과 결합이 

가능하여 효소와 강한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효소작용을 저해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33]. 

따라서 땅콩 겉껍질 유래 항비만 기능성 물질은 에탄올에 용해도가 높은 폴리페놀 계열의 화
합물일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항비만제로써 널리 알려진 orlistat (tetrahydrolipstatin)가 의약
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대변실금, 불안, 요통 및 관절통 등의 증상이 보고된 바 

있어 이를 대체할 비만 치료제가 절실한 실정이며 본 연구의 피땅콩 겉껍질 추출물은 천연물 

유래 물질로 기존 합성 항비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34].

고찰

현대 사회에서의 동물성 식품 섭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이섬유 및 고기능성 생리활성 물
질을 함유한 천연소재 식품의 섭취는 감소하는 추세로,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35]. 많은 연구에서 비만은 지질대사 및 당질대사 이상을 유발하여 당뇨, 고혈압 및 

뇌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위험요소로 보고되어 체중감소를 통한 인슐린 

저항, 당내성, 고혈압 및 지단백질 장애 등의 개선이 필요성이 높다 [36]. 이에 식욕억제 약물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기존 항비만 약품의 과다복용 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성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4]. 더불어 비만 

환자에게는 체내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와 항산화 물질인 reduced glutathione과 

α-tocopherol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의 섭취가 요구되므로 항비만 소재 개발 시 항산화 기능
을 포함하는 복합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37,3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 가공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TPC, TFC와 RSA를 최대화하
는 초음파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 항산화와 항비만 기능을 가지는 천연 소재 생산 가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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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surement of GIA and LIA for the validation experiment
Sample X1 X2 X3 GIA (%) LIA (%)
Peanut shell 35.8 82.7 96.0 86.4 ± 2.18 78.5 ± 1.91

30.0 60.0 0.0 7.47 ± 2.03 31.6 ± 1.76
Acarbose - - - 93.21 ± 0.73 -
Orlistat - - - - 86.21 ± 1.12
X1, extraction time (minutes); X2, extraction temperature (°C); X3, ethanol concentration (%); GIA,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LIA, lipase inhibitory activity.



인하였다.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항산화 물질인 TPC와 TFC 생산 증대를 위해 반응표면 분석
법을 이용하여 추출 조건을 최적화하였으며 계량인자의 주효과도와 교호 효과도를 고려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에탄올 농도로 추출 용매 농도의 최적화에 있어 용매 선
정과 농도 결정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험값을 기반으로 도출된 최적 추출 조건에서
의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하였을 때, TPC (8.67 mg GAE/g DM), TFC (0.84 mg QE/g DM)와 RSA 

(85.3%)로, Rim 등 [11]이 피땅콩 겉껍질 메탄올 추출물의 RSA 함량을 67.7%로 보고한 기존 연
구에 1.3배 높게 나타나 초음파 추출이 항산화 물질 추출에 적합함을 증명하였다. 최적 조건
에서 초음파 추출을 진행했을 때 추출물의 GIA와 LIA는 각각 86.4%와 78.5%로, 열수 추출물
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농업 부산물인 피땅콩 겉껍질의 추출 조건을 최적화하고 

추출물의 항산화능과 항비만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설계는 CCD를 이용하였고 독립 변
수인 추출 시간, 추출 온도, 에탄올 농도에 따라 TPC, TFC와 RSA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의 값을 최대로 하는 공통 조건을 예측하였다. 각각의 모델식의 R2값은 0.85 이상으로 적합하
였으며, 추출 조건으로 추출 온도와 에탄올 농도가 TPC 및 TFC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RSA는 에탄올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탄올 농도가 높을수록 RSA가 

높아지다가 최고점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적 추출 조건인 추출 시간 

35.8분, 추출 온도 82.7°C와 에탄올 96.0%에서 제조한 추출물의 TPC, TFC와 RSA의 실측치는 

예측치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회귀 방정식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물의 항비
만 기능성 평가를 위한 GIA와 LIA 실험 결과는 각각 86.4%와 78.5%로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나 초음파 추출에 의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농업 부산
물인 피땅콩 겉껍질로부터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물질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식품, 화장
품 및 의약품용 항산화와 항비만 기능성 소재 생산에 있어 원료 공급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추
출 공정 확보로 산업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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