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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추출물의 기능성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옥시레스베라트롤 분석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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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an analytical method of oxyresveratrol for standardization of 
Mulberry (Morus alba L.) branch extract as a functional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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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HPLC method was developed to quantitate a marker, oxyresveratrol (ORT), for the standardization of
mulberry branch extracts (MBE) as a functional ingredient. HPLC was performed on a C

18
 column with a gradient elution

using 0.05% H
3
PO

4 
and acetonitrile at a flow rate of 0.8 mL/min, and detected at 320 nm. The HPLC method was

validated according to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guideline of analytical procedures with respect to
specificity, lin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Calibration curve of ORT showed high linearity (R2=1), and limits of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were 0.3 and 1.0 µg/mL, respectively. Relative standard deviation values from intra-and inter-day
precision were less than 3.52 and 4.70%, respectively. Recovery rate ranged from 97.64% to 103.69%, and ORT content
in MBE was approximately 3.78%.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PLC method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ORT in
MBE is simple, efficient, and could contribute to the quality control of 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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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뽕나무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낙엽 교목 또는 관목

식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과 아열대 및 열대지역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30여종 품종이 재배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산상계(Morus bombysis Koidsz), 백상계(Morus alba L.) 및 노상

계(Morus lhous Koidsz)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백상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Song, 2000). 뽕나무는 열매(상심자)

에서 잎(상엽), 가지(상지), 및 뿌리껍질(상백피)에 이르기까지 하

나도 버릴게 없는 신목으로서 예로부터 한방에서 당뇨, 각기, 부

종, 고혈압, 기침과 가래 등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Chan

등, 2016; Lee, 1981). 상지는 동의보감에서 ‘편풍과 함께 모든 풍

을 다스리고 소화를 촉진하고 기를 내리며, 입이 마르는 것을 다

스린다’라고 적혀 있다. 특히 봄에 잎이 내돋지 않은 때에 베어

서 볶아 물에 달여 만든 상지차는 ‘풍습을 없애고 관절을 이롭

게 하고 수기로 뼈마디가 쑤시고 저리는 풍한습비, 사지 비틀림,

기침, 중풍에 의해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치료해 주는 효과도 있

다’고 알려져 있다(Hur, 1994). 최근 상지추출물과 그 주된 생리

활성물질인 옥시레스베라트롤(oxyresveratrol, ORT)은 항당뇨(Guo

등, 2013; Ye 등, 2002), 항고지혈증(Hwang 등, 2015), 항비만(Tan

등, 2017), 항염증(Chung 등, 2003), 항바이러스(Chuanasa 등,

2008), 항산화(Lorenz 등, 2003), 뇌질환과 피부노화 억제작용

(Chang 등, 2011; Mouihate 등, 2006)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능성원료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상지의

우수한 생리활성작용을 근거로 상지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

별인정형 기능성소재와 제품 개발에 앞서 먼저 상지추출물의 표

준화 및 규격화를 위한 기능성지표성분의 선정과 더불어 품질관

리를 위한 지표성분의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본 연구진

들은 상지 에탄올추출물과 기능성지표성분인 ORT의 항당뇨 효

능을 in vitro 및 in vivo 실험에서 확인한 바가 있으며(Ahn 등,

2017; Park 등, 2016; Park 등, 2017), 특히 ORT 성분은 현재 제

1형 당뇨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트포민(metformin)과 유

사한 항당뇨 효능이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상지추출물

의 항당뇨 효능의 주역을 담당하는 기능성지표성분 분석법 개발

이 필요하며, 설정된 분석법이 재현성이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에

대한 검증과정인 분석법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상지추출물과 ORT의 생리활성작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으나 ORT 함량 분석과 그 분석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본 연구진은 상지로부터 4가지 기능성물질을

분리 및 동정한 바가 있으며, 아울러 뽕나무 품종별, 산지별 그

리고 가공처리에 따른 상지추출물의 기능성지표성분 ORT 함량

차이를 보고한 바가 있다(Choi 등, 2013; Choi 등, 2015).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지추출물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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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HPLC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지추출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을 개

발하기에 앞서 상지추출물의 건기식 개별인정형 항당뇨 기능성

원료로 개발하기 위해 HPLC를 이용한 상지추출물의 기능성지표

성분 ORT 분석법 설정과 더불어 확립된 분석법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뽕나무 가지(상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농가

에서 재배된 ‘청일뽕’ 뽕나무로부터 이른 봄 잎이 돋아나기 전 2

월에 상지를 재취하여 세절한 후 일주일간 음건한 다음 50oC 열

풍건조기(COBP-15S, Shinheung, Seoul, Korea)에서 하룻밤 건조

시킨 것을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상지추출물은 대구가톨릭대학

교 해양바이오센터 시제품 공장 파일럿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하

였으며, 60% 주정수용액으로 2회 반복 환류추출한 후 여과 및

농축하여 조추출물을 얻었다. 다음, 조추출물을 다시 같은 추출

액으로 용해한 후 상온에서 하룻밤 방치 후 상층액을 여과 및 최

종 농축하여 분말화시켜 –30oC에서 냉동보관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때, 상지추출물은 동일한 제조공정에 따라 3개의 로트를 제조

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ORT (purity 97%) (Fig. 1) 표준품은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HPLC급 메탄올(MeOH)(Merk, Darmstadt, Germany)에 녹여 사용

하였다. ORT를 MeOH에 녹여 1 mg/mL가 되도록 표준원액을 제

조한 후 검량곡선 작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6.25, 12.5,

25, 50 및 100 μg/mL를 조제하였다. ORT의 함량을 구하기 위하

여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피크의 농도별 면적

에 대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HPLC 분석

상지추출물의 ORT 정량분석과 ORT의 확인을 위한 HPLC

(Waters e2695 HPLC System, Waters, Millford, MA, USA) 분석

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이때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즉, 칼럼은 YMC-Pack Pro C18 column (5 μm, 4.6×250 mm,

YMC Inc., Allentown, PA, USA), 이동상 용매 A (0.05% H3PO4

in H2O)와 용매 B (acetonitrile)를 기울기 용출하였으며(60 min: 0-

4 min (용매 A 90%, 용매 B 10%), 4-12 min (용매 A 85%, 용매

B 15%), 12-25 min (용매 A 80%, 용매 B 20%), 25-34 min (용

매 A 60%, 용매 B 40%), 34-42 min (용매 A 40%, 용매 B

60%), 42-50 min (용매 A 20%, 용매 B 80%), 50-60 min (용매

A 90%, 용매 B 10%)), 사용한 검출기는 photodiode array (PDA)

검출기를 사용하여 320 nm에서 측정하였고, 이때 유속은 0.8 mL/

min, 주입량은 10 μL이었다.

시험분석법의 검증

상지추출물의 분석법 확립을 위한 확인은 의약품등 분석법의

확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행되

었다(Food Safety Korea, 2016).

특이성(specificity)은 불순물, 분해물, 배합성분 등의 혼재 상태

에서 분석대상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용액과 전 처리한 상지추출물을 HPLC로

분석하여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 유지시간(retention time, RT)과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직선성(linearity)은 분석대상물질의 농도에 대해 직선적인 측정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ORT 표준원액을 MeOH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6.25-100 μg/mL의 시료를 조제한 후 HPLC

로 분석하여 농도에 대한 면적에 대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R2값을 확인하였다. 최저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는 신

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S/N) 값이 3.3일 때로,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는 S/N 비율이 10일 때로 계산하였다.

정확성(accuracy)은 일내분석(intra-day)과 일간분석(inter-day)의

변이성을 측정하였다. ORT 표준원액을 12.5, 25, 50 및 100 μg/

mL로 조제하여 일내분석과 일간분석에서 HPLC 분석의 재현성

을 확인하였다. 정확성은 조제한 4가지 농도의 표준품을 3회 반

복 측정하여 결과값이 참값에 근접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그리고 일내분석의 정확성은 하루 동안 표준용액을 1일 3구

간에서 분석하였으며, 일간분석의 정확성은 일내분석의 과정을 3

일 동안 반복하여 그 변이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각 시험은 구

간마다 4가지 농도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정밀성(precision)은 시료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Fig. 1. Chemical structure of oxyresveratrol.

Table 1. HPLC conditions for analysis of oxyresveratrol of
ethanol extract of mulberry (Morus alba L.) branches

Parameter Condition

Column YMC-Pack Pro C18 column (5 μm, 46×250 mm)

Flow rate 0.8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

UV detection 320 nm

Run time 60 min

Gradient
elution

Time (min)
0.05% H3PO4

in water
Acetonitrile

0 90 10

4 90 10

8 85 15

12 85 15

15 80 20

25 80 20

30 60 40

34 60 40

38 40 60

42 40 60

45 20 80

50 20 80

55 90 10

60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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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분산정도)을 말하는 것으로 12.5,

25, 50 및 100 μg/mL 농도의 표준용액을 동일한 분석조건으로 각

각 5회 반복하여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회수율(recovery)은 4가지 농도 표준용액을 5회 반복

시험 후 얻은 면적을 표준용액의 면적과 비교하여 회수율을 구

하였다.

상지추출물의 ORT 함량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해양바이오센터 시제품 공장에서 제조한 3

가지 로트의 상지추출물을 1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60% 에탄

올수용액에 용해하여 상온에서 방치시킨 다음 얻어진 상층액을

10배 희석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 (PVDF syringe filter,

Finetech Research and Innovation Corp., Taichung, Taiwan)로 최

종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때 각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상지추출물의 ORT 함량은 앞서 작성된

표준품의 검량선으로부터 산출하였다.

상지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측정

상지추출물의 pH, 색도, 자외선 최대흡수파장과 수분함량을 측

정하기 위해 추출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희석하여 다음과 같이 측

정하였다. pH는 pH meter (Seven Easy, Mettler Toledo, Greif-

ensee,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색도는 색차계

(CM3600D,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Hunter's scale의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자외선 최대흡수파장(λmax)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

도계(S-3100, Scinco, Seoul, Korea)로 200-800 nm에서 스캐닝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분함량은 적외선수분측정기(XM-60, Precisa instru-

ment Ltd., Zurich, Swi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특이성 확인

특이성 시험을 통해 ORT가 다른 물질과의 간섭없이 성분이

분리되는지 확인하였다. 표준용액과 상지 주정추출물의 크로마토

그램을 비교한 결과, Fig. 2와 같이 다른 물질과 간섭없이 ORT

성분이 잘 분리되었으며, 표준용액의 피크 RT와 상지추출물의 피

크 RT가 32.09로 일치하였다. 또한, ORT 표준용액과 상지 주정

추출물의 스팩트럼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본 시험법의 특이

성을 확인하였다.

Fig. 2. HPLC chromatograms of blank (A), oxyresveratrol standard solution (B) and ethanol extract of mulberry branc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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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ORT 표준원액을 6.25-100 μg/mL로 단계적으로 희석한 후 HPLC

로 분석한 결과, Fig. 3과 같이 검량곡선의 상관계수(R2)는 1로 높

은 직선성을 보였으며,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3 μg/mL와

1.0 μg/mL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지 주정추출물의 표

준화를 위해 설정된 지표성분의 분석을 위한 검출한계와 정량한

계를 검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성, 정밀성 및 회수율

정확성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이 ORT의 일내분석에서는

99.44-103.47%, 일간분석에서는 97.60-105.81%로 참값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정확성을 보였으며, 일내와 일간의 RSD는 각각

0.14-3.52%, 2.51-4.70%로 나타나 RSD 5% 이하로서 정확성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정밀성은 4가지 농도를 각각 5회 반복 후

RSD값을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4가지 농도를 각각 5회 반복

후 얻은 시료 면적을 검량선에 근거하여 회수되는 시료 양을 백

분율로 계산하였다. Table 3과 같이 ORT 표준품의 회수율은

97.64-103.69%였으며, RSD는 0.89-1.14%로 나타나 RSD 2% 이

하로서 정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도별로 12.5 μg/mL에서는

97.64%, 25 μg/mL에서는 99.32%, 50 μg/mL에서는 99.76%, 100

μg/mL에서는 103.6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시험법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확립된 상지추출물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ORT의 HPLC 분석법은 충분한 감도, 특이성, 직

선성, 정확성과 정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

지 HPLC에 의한 식물추출물의 ORT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Anh 등, 2017; Hwang 등 2015; Li 등 2007; Zheng 등

2012)된 바가 있으나 상지추출물의 제조와 기능성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ORT 분석법 검증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그리고

뽕나무의 주된 기능성성분으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의 유도체인

ORT은 상백피에는 아글리콘인 ORT 보다 글리코사이드인 mul-

berroside A (MSA)가 거의 대부분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 뽕나

무 열매(오디), 잎(상엽)에도 함유되어 있으나 미량으로 존재한다

(Chan 등, 2016; Choi 등, 2015). 그러나 상지에는 비록 부위와 수

확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글리코사이드(MSA)보다 아글리콘(ORT)

이 대부분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ORT은 뽕나무

이외에도 열대성 작물 Jackfruit (Artocarpus heterophyllus Lam, 뽕

나무과)의 열매, 잎, 뿌리에도 존재하지만 ORT 함량이 상지보다

매우 낮고 또 상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prenylflavonoid 성분

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상지와 차이가 있다(Fang 등, 2008). 그

리고 중동산 Schoenocaulon officinale 근경(식용보다 장식용으로

사용)에도 ORT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글리코사

이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chanapoom 등, 2002).

이와 같이 다른 식물과 달리 상지에 함유된 ORT 성분은 거의

대부분 아글리콘으로 존재하고, ORT 함량(3-10%, 추출물)도 상

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본 연구진의 사전연구(Ahn 등, 2017; Park

등, 2016)에서 ORT의 항당뇨 효능을 확인한 바가 있기에 기능성

지표성분으로서 설정할 수 있었다.

상지추출물의 ORT의 함량

본 시험법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상기 HPLC 분석법이 상지추

출물내 기능성지표성분 ORT의 정량분석법으로 충분한 감도, 특

이성, 직선성, 정확성과 정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된 분석법으로 3가지 로트로 제조된 상지추출물의 ORT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로트 1은 3.58%, 로트 2는

3.65%, 로트 3은 3.99%이었으며, 상지추출물의 ORT 평균함량은

3.74%로 분석오차 20%를 고려하여 향후 상지추출물을 기능성 원

료로 개발하고자 할 때 ORT 기준규격을 2.99-4.49%로 설정하고

자 한다(KFDA, 2018). 한편, 본 연구에서 확립된 HPLC 정량분

석법에 따라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상지의 ORT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산지별 상지 에탄올추출물

Fig. 3. Calibration curve for oxyresveratrol solution.

Table 2. Intra- and inter-day accuracy of oxyresveratrol

Nominal
concentration

(μg/mL)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Accuracy
(%)

RSD1)

(%)

Intra-day2)

12.50 12.43 099.44 0.14

25.00 25.46 101.84 1.27

50.00 51.00 102.00 3.52

100.000 103.470 103.47 1.71

Inter-day3)

12.50 12.20 097.60 2.51

25.00 26.43 105.72 3.64

50.00 52.90 105.81 2.97

100.000 103.800 103.80 4.70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 (n=3).
1)Relative standard deviation.
2)Intra-day: three times per day.
3)Inter-day: one time analysis of ORT per day for 3 days.

Table 3. Precision of oxyresveratrol

Nominal 
concentration

(μg/mL)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Recovery
(%)

RSD1)

(%)

12.50 12.21 97.64±1.11 1.14

25.00 24.83 99.32±0.91 0.92

50.00 49.88 99.76±1.01 1.01

100.000 103.690 103.69±0.920 0.89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D (n=5).
1)Relative standard deviation.

Table 4. Content of oxyresveratrol in mulberry branch extract

Lot number Content (%) RSD1) (%)

1 3.58±0.06 2.16

2 3.65±0.08 0.27

3 3.99±0.13 2.01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D (n=3).
1)Rela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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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ORT 함량 범위가 0.48-8.58%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으며, 특

히 굵은 상지(직경 1-3 cm)로 구성된 울진산과 영천산 상지추출

물 ORT 함량이 8.58%와 7.32%로 높았다. 반면, 작은 상지(직경

1 cm 이하)로 구성된 산천, 원주와 제천 상지추출물의 함량은 각

각 0.48, 1.21, 1.49%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상지추출물도 생

산지에 따라 상당히 함량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지추출물의

ORT 함량 차이는 뽕나무 품종, 산지, 부위와 수확시기에 따라 상

지의 기능성물질의 함량 차이가 있다는 전보의 연구결과(Anh 등,

2017; Choi 등, 2013; Choi 등, 2015; Hwang 등, 2015; Li 등,

2007; Zheng 등, 2012)를 뒷받침 해 준다. 또한, 상지의 굵기에

따라 ORT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는, 주가지(stem)가 어

린가지(twig) 보다 ORT 함량이 높으며, 어린가지도 먼저 나온 가

지(old twig)가 나중에 나온 가지(young twig)보다 ORT 함량이 높

다는 사전연구(Zheng 등, 2010; Zheng 등, 2012) 결과와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지의 ORT 함량 차이를 근거로 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지는 국내에서 누에 사육용 뽕잎으로 가

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청일뽕’ 뽕나무 가지를 2월말경에 부위

별과 크기별로 골고루 채취하여 혼합한 상지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상지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상지를 60% 주정수용액으로 환류 추출 후 여과 및 농축하여

최종 상지추출물(6.58±0.45 kg, 수율: 5.00-7.20%)을 얻었다. 상지

추출물은 약간의 특이취를 지니고 있는 갈색분말로서, 약간 떫고

쓴맛을 지니고 있었다. 상지추출물의 pH는 5.82±0.02 (50% aq.

EtOH)로 약산성을 나타내었고, 색도는 L값 42.10±0.50, a값

9.61±0.02, b값 32.99±0.05로 각각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외선 최

대흡수파장(λmax)은 325±0.86 nm이었으며, 건조중량은 4.35±1.23%

이었다.

요 약

상지추출물을 식약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상지추출물의 표준화를 위한 기

능성지표성분 ORT 분석법 설정과 분석법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HPLC를 이용하여 0.05% 인산이 첨가

된 물과 아세토나이트릴을 이동상으로 하고 YMC-Pack Pro C18

column (5 μm, 4.6×250 mm)을 사용하여 기울기용출(gradient elu-

tion)으로 ORT 분석법을 확립한 후 분석법에 대하여 특이성, 직

선성, 정확성, 회수율과 정밀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ORT 검량선

의 상관계수(R2=1)은 좋은 선형성을 보였으며 LOQ와 LOD는 각

각 1.0와 0.3 μg/mL 나타났다. 정확도는 일내분석과 일간분석에

서 각각 99.44-103.47%, 97.60-105.81%로 나타내었으며, 상대표준

편차(RSD)는 각각 3.52, 4.70% 이었다. 회수율은 97.64-103.69%

이었으며, RSD는 0.89-1.14%으로 나타나서 RSD 2.00% 이하로

정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HPLC를 이

용한 ORT의 분석법은 상지추출물의 기능성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분석법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시험법에 따라 3

회 제조한 상지추출물의 ORT 함량은 평균 3.74%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ORT의 분석법이 향후 상지추

출물의 기능성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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