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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ree lo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by cultivars
(Daebang, Bubang and native cultivar). The leaves were extracted by 80% ethanol and then fractionated with
various solvents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 and water) for biological activities and bioactive compounds
analysis. Total polyphenol content of extracts and fractions was in the range of 84.93～478.50 mg/g gallic acid
equivalent (GAE). From highest to lowest GAE, the fractions were n-butanol> ethyl acetate> n-hexane> 80%
ethanol> water. Among the three cultivars, the highest polyphenol content was found from native cultivar. As
f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n-butanol fraction showed the highest activity, and native cultivar
was the highest on the IC50 values (0.18 mg/mL). In th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the ethyl acetate fraction
(54.99～60.86%) showed the most effective activity on the Bubang cultivar was higher than others. The ursolic
acid conten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the highest (51.41 mg/g) in the Daebang cultivar. Based on
all these results, the Bubang cultivar showed relatively higher antioxidant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but the ursolic acid content was higher in the Daebang cultivar.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racts from loquats
(Eriobotrya japonica Lindl.) can be used as bioactive and functional materials that could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industrial u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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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파(Eriobotrya japonica Lindl.)는 장미과의 상록 교목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경남 및 전남지방 등 온화한

기후 조건에서 주로 자생하고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청폐,

진해, 거담, 건위, 이뇨, 기관지염, 구역질, 딸꾹질 및 부종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 특히 비파잎에는 terpe-

noid(2,3)와 flavonoid(4) 등의 유용한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

고 있어 항산화, 항염증, 항 HIV, 항돌연변이 및 항암활성

등이 보고(5-7)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의 최근 연구에 따

르면 비파 종자 추출물이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을 제거하거나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며(8,9),

LDL oxidation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0).

비파 잎에서는 항당뇨 효과(11)와 항염증 및 항암효과를 나

타내는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12). 국내에서는

비파 과실의 성분분석(13-15)이나 비파 부위별 용매추출물

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16,17), 비파 잎의 특정

성분을 이용한 peroxynitrite 소거능에 대한 연구(18), nitrite

소거능 및 항 돌연변이 효과에 관한 연구(16) 등이 진행되었

다. 이렇게 비파는 그 열매와 잎에 대해 항산화, 항염증, 항

HIV, 항돌연변이 및 항암활성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8-12)되고 있으며 비파환, 비파잼, 비파잎차, 비파주스

를 비롯한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또한 무목, 전중, 남, 대방, 부방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품종

들이 있어 품종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11종의 Eriobotrya종의 잎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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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for fractionation of 80% ethanol extract
from leave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by various
solvent.

한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있으나(19) 국내의 경우 비파의 품종별 생리활

성에 대한 연구는 비파 품종별 triterpenic acids 함량에 관한

연구 외에는 별다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파의 여러 품종 중에서 대방, 부

방, 재래종의 비파잎을 80%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이를 여러 용매로 추출․분획하고 분리한 다음 이 분획들의

총 페놀 함량, 항산화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하고,

품종에 따른 비파잎의 ursolic acid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비

파잎의 품종 간 생리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비파잎은 전남 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의 대방, 부방, 재래종 품종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수세하여 잎 표면의 털을 제거한 후, 3일 동안 음건하

여 -70o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용매추출

건조된 비파잎 100 g에 10배의 80% 에탄올을 가하여 20분

간 sonication한 후, 150 rpm의 25oC shaking incubator

(Wisecube, Daihan Scientific, Seoul, Korea)에서 12시간 진

탕 추출하였으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추출액은 여과

지(Whatman No.4, Middlesex, UK)로 여과한 후 회전진공

농축기(Eyela A-1000S,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40
o
C에서 감압 농축하여 80% 에탄올 추출물을 얻

었다. 농축된 80% 에탄올 추출물을 극성의 차이를 이용해

서로 다른 용매를 첨가하여 단계적으로 분획하였다. 비파잎

의 80%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분획 깔대기

에 넣고 n-hexane, ethyl acetate 및 n-butanol을 순차적으

로 가하여 각 분획물을 얻었고 최종 남은 용액은 물 분획물

이라 칭하였다(Fig. 1). 이 분획물들은 감압농축과 동결건조

를 통해 용매를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품종별 80%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대방 11.17%, 부방 21.43%, 재래종

27.03%이었다.

Total polyphenol 화합물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 방법(21)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각 추출물 및 분획물을 methanol로 녹여

최종 농도를 0.5 mg/mL로 하였고 각각의 시료 0.1 mL에

Folin-Ciocalteu's reagen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2 mL를 첨가하고 23
o
C에서 1분간 유지시켰다.

그 후 5% Na2CO3 3 mL를 가하여 23oC에서 1시간 방치 후

UV/Vis-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곡선은 gallic acid(Sigma Chemical Co.)를 이용하여 검량곡

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에 활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분석

각 추출물 및 분획물에 대한 DPPH(2,2-diphenyl-1-

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능은 Blois 방법(2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1 mL와 2×10-4 M DPPH(2,2-di-

phenyl-1-picrylhydrazyl) 용액 3 mL를 5초 동안 voltex

mixer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Co.)로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다음과 같

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하였으며, 대조구에 대한 50% 흡광도

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IC50)로 표시하였다. 대조

구는 시료 대신 메탄올 1 mL를 첨가하여 측정하였다.

DPPH-radicals scavenging activity(%)＝(1－B
A
)×100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blank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bility, NSA)

각 추출물 및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

(23)의 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1 mM 아

질산 나트륨 용액 0.1 mL에 각각의 추출물을 0.2 mL를 가하

고, 여기에 0.1 N 염산(pH 1.2) 및 0.2 N 구연산 완충용액(pH

3.0, 4.2 및 pH 6.0)을 0.7 mL 가하여 반응용액의 부피를 1

mL로 하였다. 이를 37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여

기에 2% 초산 5 mL, Griess 시약(acetic acid에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을 1:1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사용

직전에 제조) 0.4 mL를 가하여 혼합시키고 15분간 실온에서

방치시킨 후 UV/Vis-spectrophotometer(UV-1800, Shi-

madzu Co.)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

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대조구는 Griess 시

약 대신 증류수 0.4 mL를 가하여 상기와 동일하게 행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추출액 첨가 전후의 아질산염 백분율

(%)로 표기하였다.

N(%)＝(1－B
AC

)×100



비파의 품종별 항산화 활성 평가 1031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solvent fraction from 80% ethanol extract from different cultivar of leave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Solvent
Total polyphenol contents (mg/g GAE

1)
)

Daebang Bubang Native cultivar

80% ethanol extract
n-Hexane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n-Butanol fraction
Water fraction

166.83±4.652)dB3)
218.50±2.48cA
267.07±5.00bC
389.45±4.60aC
84.93±2.58eC

200.64±5.67cA
198.02±5.17cB
278.02±5.17bB
410.88±7.19aB
100.64±3.57dB

208.5±3.78dA
219.45±0.42cA
296.59±4.76bA
478.50±6.89aA
132.07±2.58eA

1)
GAE: gallic acid equivalents.
2)Each value is mean±SD (n=3).
3)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e) and a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N: 아질산염 소거율

A: 1 mM NaNO2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의 흡광도

B: 1 mM NaNO2 용액에 시료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의 흡광도

C: 시료 추출물 자체의 흡광도

HPLC에 의한 ursolic acid 함량 분석

Ursolic acid 함량 분석은 Acme 9000 HPLC(Young Lin

Instrument Co.,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품종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methanol에 녹여 sep-

pak(Waters, Milford, MA, USA)으로 색소 제거 후 0.25 μm

membrane filter(Millipore, Darmstadt, Germany)로 여과하

여 사용하였다. Column은 Symmetry C18 5 μm(4.6×150 mm,
Waters), 이동상은 methanol : 0.03 M phosphate buffer(pH

2.8)(88:22)를 사용하였고, 이동속도는 1.0 mL/min, 검출기

는 HPLC 내의 UV detector(검출파장 210 nm), 시료 주입량은

20 μL이었다. 표준시료는 ursolic acid(Fluka, Buchs, Switzer-

land)를 사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용매는 HPLC급을 사용하

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

은 SPSS 14.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

는 항목에 대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분석

비파잎의 품종별 추출물 및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부탄올 분획물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그 다음은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80% 에탄올, 물 분

획물 순으로 나타났다. 3품종 중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이

가장 높은 품종은 재래종 품종으로 부탄올 분획물이 478.50

±6.89 mg/g으로 측정되었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296.59

±4.76 mg/g)> 헥산 분획물(219.45±0.42 mg/g)> 80% 에탄

올 추출물(208.5±3.78 mg/g)> 물 분획물(132.07±2.58 mg/g)
순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비파 품종의 경우 대

방 품종은 일본 농림성 원예시험장에서 전중 품종에 남 품종

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6월 초순이면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이고 부방 품종은 진운 품종과 서수

품종의 교잡 품종으로 하우스 적응성이 높아 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며, 재래종은 중국산 비파, 이른바 당비파가

주류를 이루기 전에 재배되었던 품종을 말한다(24). 비파 잎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을 연구한 Lee와 Kim(25)은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215 mg/g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Jeong 등(26)은 비파엽 열수추출물의 생리활성 연구

결과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28.91 mg/g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디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페놀성 화합물의 구성

에 관한 연구(27)에서 오디의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

보다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다는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

항산화성 페놀 화합물은 에탄올 추출이 열수 추출보다 효과

적인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비파잎의 높은 페놀 화합물

함량을 얻기 위해서는 재래종 품종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DPPH radical 소거능

비파잎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DPPH의 free radical을

50% 저해했을 때의 시료 농도(IC50)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8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대방 품종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았으나 부방 품종과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반

면, 분획물 중 가장 활성이 높은 분획물은 부탄올 분획물로,

재래종 품종이 0.18 mg/mL, 부방 품종이 0.22 mg/mL, 대방

품종의 IC50값이 0.23 mg/mL로 나타나 3품종 중에서 재래종

품종이 가장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활성을 보이는 분획물은 3품종 모두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80% 에탄올 추출물> 물 분획물> 헥산 분획물 순으

로 나타났다. 비파잎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양성 대조군인

ascorbic acid의 IC50(0.03 mg/mL)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Shim(28)은 비파잎을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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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 from Bubang cultivar of leave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Solvent
IC50 (mg/mL)

1)

Daebang Bubang Native cultivar

Ethanol (80%) extract
n-Hexane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n-Butanol fraction
Water fraction

0.43±0.002)cB3)
2.05±0.05aB
0.40±0.01cA
0.23±0.01dA
0.80±0.01bA

0.44±0.02cB
1.14±0.01aC
0.34±0.00dB
0.22±0.01eA
0.78±0.02bA

0.50±0.00bA
4.87±0.21aA
0.40±0.01bA
0.18±0.01cB
0.57±0.01bB

1)
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es.
2)Each value is mean±SD (n=3).
3)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e) and a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 from different cultivar of leave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Cultivar Solvent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100 μg/mL)

1)

pH 1.2 pH 4.2 pH 6.0

Daebang

Ethanol (80%)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50.64±0.922)b3)
42.11±1.92d
54.99±0.68a
51.92±2.27b
45.61±1.04c

29.83±4.90a
30.48±2.95a
28.66±2.53a
29.31±2.53b
27.76±1.25a

6.99±1.23bc
26.34±4.14a
9.95±2.46b
4.30±2.03c
7.26±2.13bc

Bubang

Ethanol (80%)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55.56±3.06b
48.74±0.26c
60.86±0.51a
54.88±0.96b
49.99±1.15c

22.42±0.00bc
24.66±0.45b
22.57±0.94bc
19.88±1.13a
19.73±5.28a

5.64±1.60ab
15.64±1.60a
8.72±1.18ab
2.31±0.77ab
8.20±0.44b

Native cultivar

Ethanol (80%)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53.05±0.46cd
43.94±1.99e
56.41±2.03b
55.00±0.41bc
49.34±1.61c

25.63±3.03bc
28.57±1.51b
25.49±1.35bc
22.83±1.35cd
21.85±1.92d

11.92±2.89c
24.50±2.89b
8.39±4.41c
9.27±0.00c
－4)

1)
Sample concentration.

2)
Each value is mean±SD (n=3).

3)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4)Not detected.

올로 추출하여 극성과 비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매 분획한

결과, 수소공여능이 가장 높은 추출물(0.1% 농도)은 82%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탄올 65%, 물

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르

게 에틸아세테이트 층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IC50 값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농도에서만 측정하였

기 때문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페놀 화합물 함

량이 높은 비파잎 부탄올 분획물에서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각 추출물이 함유하고 있는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하면 항산화 활성도 증가한다는 여러

보고와 유사한 결과(29,30)이나 페놀 화합물 함량 의존적으

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아질산염 소거능

비파잎 추출물 및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pH 조건

을 1.2, 4.0 및 6.0으로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활성이 가장 높은 pH 1.2 조건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은 3품종 모두 에틸아세테이트(54.99～60.86%) 분획

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부탄올 분

획물이 51.92～55.0%, 80% 에탄올 추출물이 50.6%의 활성

을 가졌다. 품종별 아질산염 소거능을 살펴보면 각 분획물마

다 부방 품종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방과 재래종은

부방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고 두 품종 간의 유의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비파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

의 생리활성을 연구한 Park 등(31)은 비파잎의 아질산염 소

거능을 분석한 결과 500 mg/mL에서 73%로 나타났고, Bae

등(16)은 비파 부위별 다양한 용매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

를 조사한 결과 비파잎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80%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각 분획물의 아질

산염 소거능은 pH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는 nitros-

amine 생성은 pH 의존적이며 아질산염 소거능 역시 강산성

조건에서 높으며 pH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보고(32,33)와 유사한 경향이다. 연구 결과, 3품종 모두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인체의 위내

pH 조건과 비슷한 pH 1.2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

으며 특히 부방 품종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생체 내에

서도 효과적인 아질산염 소거작용을 통해 nitrosamine 생성

을 억제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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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rsolic acid contents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 from different cultivar of leaves of lo-
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Cultivar Ursolic acid content (mg/g EtOAC fr.)

Daebang
Bubang
Native loquat

51.41±1.671)a2)
39.85±1.35b
31.13±3.14c

1)
Each value is mean±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
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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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various solvent frac-
tions from 80% ethanol extract from different cultivar of
leave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Lindl.) at pH 1.2 condition.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sam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 letters in the same cultiv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rsolic acid 함량

비파잎의 주요한 활성성분으로 알려진 ursolic acid 함량

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대상으로 품종별로 측정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ursolic

acid 함량은 3품종 중에서 대방 품종이 51.41 mg/g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부방 품종이 39.85 mg/g, 재래종이 31.13

mg/g으로 분석되었다. Lee 등(20)은 대방, 미황, 무목, 전중

등의 4가지 비파엽을 대상으로 에틸아세테이트 soxhlet 추

출용매에서 ursolic acid 함량을 측정한 결과 0.22～0.26%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대방보다는 미황 및 무목 품종에서 높

은 ursolic acid 함량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실험

에 사용된 비파엽 품종보다 다른 품종들에서 높은 ursolic

acid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파잎에는

ursolic acid 외에도 chlorogenic acid, quercetin-3-sambu-

bioside, methyl chlorogenate, kaempferol, quercetin-3-

rhamnosides 등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있으며

(4) 이들 물질 성분은 항산화 활성 외에 여러 다양한 생리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어, 본 연구 및 Lee

등(20)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파 품종 외에 좀 더 다양한 비파

품종별 생리활성 성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좀 더 우수한

활성을 지닌 비파 품종의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파잎의 품종 중에서 대방, 부방, 재래종

의 비파잎을 80%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이를 여러

용매로 추출․분획하고 분리한 다음 이 분획들의 품종에 따

른 비파잎의 ursolic acid 함량을 분석하고 품종 간 생리활성

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파잎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84.93∼478.5 mg/g GAE로 부탄올

분획물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80% 에탄올, 물 분획물 순으로 나타났다. 3품종 중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이 가장 높은 품종은 재래종 품종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3품종 모두 부탄올 분획물이 가장

높았으며, 3품종 중에서 재래종 품종의 IC50값이 0.18 mg/

mL로 분석되어 각 분획물 및 3품종 중 가장 높은 DPPH 라디

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3품종 모두 에

틸아세테이트(54.99～60.86%) 분획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3품종 중 부방 품종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비파잎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ursolic acid 함량은

3품종 중에서 대방 품종이 51.41 mg/g으로 가장 높게 분석

되었다(부방: 39.85 mg/g, 재래종: 31.13 mg/g). 이상의 연구

결과로 비파잎의 80% 에탄올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은 부방

품종에서 비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 및 아질산염 소거활성을

지니고 있으며, ursolic acid 함량은 대방 품종에서 높은 함량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효한 생리활성을

나타낸 품종별 비파잎에 대한 연구는 비파잎의 산업적 이용

에 효율적인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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