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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n HPLC analysis method for determination of marker compounds 
as a part of material standard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materials from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method of rosmarinic acid as a marker compound of P. fru-
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 extract (PFE) was optimized by HPLC analysis using a C18 column (4.6×150 mm, 
5 µm) with 0.1% acetic acid as the elution gradient and methanol as the mobile phase at a flow rate of 1 mL/min 
and detection wavelength of 280 nm. The HPLC/UV method was applied successfully to quantification of the marker 
compound in PFE after validation of the method with lin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The method showed high 
linearity in the calibration curve at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of 0.9995, and the limit of detection and limit 
of quantitation were 0.36 µg/mL and 1.2 µg/mL, respectively.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values of data from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were less than 3.21% and 1.43%, respectively. Recovery rate test at rosmarinic acid 
concentrations of 12.5, 25 and 50 µg/mL scored between 97.04～98.98% with RSD values from 0.25～1.9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stablished HPLC method is very useful for the determination of marker compound in PFE 
to develop a health functiona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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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습관의 선진화로 만성질환 발병율이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만성질환에는 비만, 당뇨,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

증(콜레스테롤)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질환은 복합적인 원

인에 의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흡연, 운동부족 및 음주 등

이 관련이 있다(1). 이 중 알코올 섭취와 건강은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알코올은 인체 대사에 복잡한 영향을 준다. 특히 

알코올은 신체 내에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되므로 간 자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영양소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2-4). 현

대인들은 이러한 알코올 섭취 후 증상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성이 검증된 기능성 소재에 많은 관심

을 두고 있다.

차조기(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는 

1년생 초본으로 laminaceae에 속하며 아시아권에서 식용

으로 널리 활용하는 식물이다. 차조기는 항산화, 항알레르

기, 항균, 항암 및 당뇨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

며, 그 구성 성분으로는 anthocyanin, essential oil, vita-

min, mineral 및 rosmarinic acid 등이 보고되었다(5-9). 

차조기의 약리 활성으로는 차조기 30% 메탄올 추출물을 마

우스에 경구 투여 후 강제수영부하시험을 실시한 경우 항우

울, 인내력 증강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차조기 추출물의 

rosmarinic acid의 함량을 낮추는 경우 면역 증진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rosmarinic acid가 면역반응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차조기 30% 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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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rosmar-
inic acid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Flow rate
Injection volumn
UV detection
Run time

Zorbax extended-C18
  (C18, 4.6×250 mm, 5 μm)
1 mL/min
20 μL
280 nm
30 min

Gradient

Time (min) % A1) % B2)

0
5
15
25
26
30

65
65
65
0

65
65

35
35
35

100
35
35

1)1% acetic acid in water. 2)Methanol.

올 추출물 및 rosmarinic acid를 알레르기성 비염 동물 모델

에 적용 시 IL-6(interleukin 6), IL-1β(interleukin 1β) 및 

TNF-α(tumor necrosis factor α)의 mRNA 발현 감소에 

의한 염증 억제 효과도 보고되었다(10,11). 따라서 본 연구

진은 차조기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 재료로써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차조기 열수 추출물이 알

코올성 간 손상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조기를 

활용한 간 손상 개선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면 차조기 소비 

증대 및 농가의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

다. 본 연구진은 차조기 잎을 이용하여 개별 인정형 건강기

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개발할 목적으로 차조기의 지표성분

으로 rosmarinic acid를 선정하였으며, HPLC법을 이용하

여 지표성분의 분석법을 확립하고 그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차조기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재배한 

잎으로써 6월에 채취하여 열수 추출 및 동결건조 후 냉동 

보관된 것을 천연자원연구원(Jangheung, Korea)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차조기 열수 추출물 분말은 동일한 

제조 공정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3 lot를 분양받았다.

표준용액의 조제

본 실험에서 사용된 rosmarinic acid 표준품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의 것을 사용하였다. 검량

선 작성을 위해 표준품은 methanol에 녹여 1 mg/mL가 되

도록 표준 원액을 제조한 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5, 10, 

25, 50, 100 µg/mL로 조제하였다. Rosmarinic acid의 함량

을 구하기 위하여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얻은 피크

의 농도별 면적에 대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HPLC 분석

차조기 열수 추출물의 rosmarinic acid 분석을 위한 

HPLC 분석 조건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HPLC 분석에서 

칼럼은 Zorbax extended-C18(4.6×150 mm, 5 µm, Agi-

lent Tech,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고, HPLC 

장비는 pump, autosampler, column oven, photodiode ar-

ray UV/VIS detector(Waters HPLC system, Millford, MA, 

USA)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해 Empower 

software program(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을 사용하였다. A 용매는 0.1% acetic acid, B 용매는 

methanol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용매는 사용 전 탈기 및 필

터로 여과 후 사용하였다. 칼럼의 유속은 1 mL/min이었으

며 분석시간은 0에서 15분까지 이동상 A를 65%로 용리하

였고, 15분에서 25분까지 이동상 B를 100%로 증가시켰다. 

이후 30분까지 이동상 A를 65%로 내려 초기 용매 조건으로 

조정하였다. UV는 28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으며, 시료는 

20 µL를 주입하였다.

시험방법의 검증(method validation)

차조기 열수 추출물의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인정 및 품질관리를 위한 벨리데이션은 ‘의약품등 분석

법의 벨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초하

여 수행되었다. 

특이성(specificity): Rosmarinic acid 표준용액과 전 

처리한 차조기 열수 추출물 분말을 HPLC로 분석하여 크로

마토그램상의 retention time과 spectrum을 비교하였다. 

직선성(linearity): Rosmarinic acid 표준용액 1 mg/mL

를 조제하여 methanol로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5~100 μg/ 

mL의 시료를 HPLC로 분석한 후 농도에 대한 면적에 대하

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R2값을 확인하였다. 최저 정량한계

(LOQ, limit of quantitation)는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S/N) 값이 3.3일 때로, 검출한계(LOD, limit of de-

tection)는 S/N 비율이 10일 때로 계산하였다.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은 일내분석(intra-day)과 일

간분석(inter-day)의 변이성을 측정하였다. 표준용액은 

rosmarinic acid를 10 μg/mL, 25 μg/mL, 50 μg/mL로 조제

하여 일내분석(intra-day)과 일간분석(inter-day)에서 HPLC 

분석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정확성은 조제한 세 농도의 

표준품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결과값이 참값에 근접한 정도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ntra-day의 정확성은 하루 동안 

표준용액을 1일 3구간에서 분석하였으며 inter-day의 정확

성은 intra-day의 과정을 3일 동안 반복하여 그 변이성을 

측정하였다. 각 시험은 구간마다 세 농도를 3회 반복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정밀성 및 회수율(precision and recovery): 정밀성은 

12.5 μg/mL, 25 μg/mL, 50 μg/mL 농도의 표준용액을 각각 

6회 반복하여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상대표준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표준편차를 평균으

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회수율은 세 농도의 표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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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romatogram of (A) blank, (B) rosmarinic acid standard
solution, and (C) PFE.

Table 2. Intra- and inter-day accuracy of rosmarinic acid 

Nominal 
concentration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Accuracy 
(%)

RSD
(%)

Intra-
day

10
25
50

10.92
24.62
48.95

109.24
 98.49
 97.90

2.03
3.21
1.03

Inter-
day

10
25
50

9.93
24.23
48.84

 99.26
 96.92
 97.67

1.43
0.61
0.49

y = 26060x - 98818
R2 = 0.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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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ibration curve of rosmarinic acid standard solution. 

액을 6회 반복 시험 후 얻은 면적을 표준용액의 면적과 비교

하여 회수율을 구하였다. 

차조기 열수 추출물 내에서의 rosmarinic acid 분석

천연자원연구원에서 분양받은 세 lot의 차조기 열수 추출

물은 50 mg/mL가 되도록 전 처리하고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세 

번씩 반복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면

적을 통하여 작성된 검량선에 의해 차조기 열수 추출물 시료 

중 rosmarinic acid의 농도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특이성 확인

특이성시험을 통해 rosmarinic acid가 다른 물질과의 간

섭 없이 성분이 분리되는지 확인하였다. 표준용액과 시료 

전처리 방법으로 처리한 차조기 열수 추출물의 크로마토그

램을 비교하여 rosmarinic acid peak가 분리되는지를 확인

한 결과, Fig. 1과 같이 다른 물질과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

되었으며 표준용액의 피크유지시간과 차조기 열수 추출물

의 피크 유지시간이 일치하였다. 본 분석방법이 부형제에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기 위해 유당, 미결정셀룰로오스가 포

함된 시험액을 조제하여 분석한 결과 본 HPLC 분석법에서

는 rosmarinic acid의 검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data not shown).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5~100 μg/mL의 단계적으로 희석한 rosmarinic acid 표

준용액을 HP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Fig. 2

와 같은 검량선을 나타내었다.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995로 높은 직선성을 보였으며, 검출한계는 0.36 μg/ 

mL, 정량한계는 1.2 μg/mL 수준으로 나타났다. Liu 등(12)

은 검출한계 0.06 μg/mL, 정량한계 0.31 μg/mL로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차조기 열수 추출물의 표준화를 위해 설정된 지표성분의 분

석을 위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검증한 것으로 충분히 본 

연구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성, 정밀성 및 회수율

정확성 결과는 Table 2와 같이 intra-day 분석에서 97.9 

±1.03~109.24±2.03%로, inter-day 분석에서는 96.92± 

0.61~99.26±1.43%를 보였다. 정밀성은 세 농도를 각각 6

반복 후 RSD 값을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세 농도를 6반복 

후 얻은 시료 면적을 검량선에 근거하여 회수되는 시료 양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Table 3과 같이 rosmarinic acid 성

분의 회수율은 97.04~98.98%였으며, RSD는 2% 이내로 

나왔다. 농도별로 12.5 μg/mL에서는 97.04%, 25 μg/mL에

서는 98.98%, 50 μg/mL에서는 97.84%의 회수율을 보였

다. 지표성분으로써 rosmarinic acid에 대한 분석방법의 벨

리데이션에 대한 보고는 Liu 등(1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Liu 등(12)은 rosmarinic acid 분석법에 대한 연구

에서 R2는 0.9995 이상으로 91.12%~100.46%의 회수율을 

얻었으며 RSD는 2% 이내로 보고하였다. Liu 등(12)이 보고

한 검출한계, 정량한계, 회수율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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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cision of rosmarinic acid
Nominal 

concentration
(μg/mL)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SD Recovery

(%)
RSD
(%)

12.5
25
50

12.13
24.75
48.92

0.23
1.66
0.12

97.04
98.98
97.84

1.97
0.67
0.25

Table 4. Amount of rosmarinic acid in PFE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SD RSD
(%)

Contents
 (%)

Lot 1
Lot 2
Lot 3

141.6
158.2
155.8

28.4
 4.4
 1.9

20.1
 2.8
 1.2

0.028
0.032
0.031

하여 본 연구진이 설정한 분석 결과 또한 추출물의 성분분석

에 효율석인 분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문헌(12)에서 

제시한 rosmarinic acid의 피크 유지시간은 42분으로 본 

연구의 16분에 비해 분석시간이 다소 길어 본 연구진의 분

석조건이 산업 현장에서 원료 및 제품의 quality control을 

위한 HPLC 분석으로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차조기 열수 추출물 내에서의 rosmarinic acid 함량

본 시험법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rosmarinic acid에 대한 

상기 HPLC 분석법이 기능성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한 차조기 

열수 추출물 내의 rosmarinic acid의 정량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검증된 분석법으로 차조기잎 열수 추출물 세 lot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분말 중 rosmarinic acid 평균 함량은 0.03%였

다. Lot 별 함량은 lot 1은 0.028%, lot 2는 0.032%였으며, 

lot 3은 0.031%였다(Table 4). 

요   약

차조기 열수 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

료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표성분 표준화를 위한 rosmarinic 

acid의 분석법 설정과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

였다. 1% acetic acid가 첨가된 water와 methanol을 이동

상으로 하고 Zorbax extended-C18(4.6×150 mm, 5 µm) 

칼럼을 사용하여 기울기 용리(gradient elut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법을 확립하고 분석법에 대

하여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과 정밀성 그리고 회수율에 대

하여 확인하였다. Rosmarinic acid의 검량선은 R2=0.9995

로 좋은 선형성을 보였으며 정량한계와 검출한계는 각각 

1.2 μg/mL와 0.36 μg/mL였다. 일내와 일간 분석에서 상대

표준편차(RSD)는 각각 3.21%와 1.43% 미만으로 나왔다. 

정밀성 측정 결과에서는 97.04~98.98%로 나왔고, RSD는 

0.25~1.97%였다. 그러므로 HPLC를 이용한 rosmarinic 

acid의 분석법이 차조기 열수 추출물 기능성원료 표준화를 

위한 적합한 시험법임이 검증되었다. 본 시험법에 따라 분석

한 차조기 열수 추출물 내의 rosmarinic acid의 함량은 세 

lot를 3회 분석하였을 때 평균 0.03%로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rosmarinic acid의 분석법이 차조기 

열수 추출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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