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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n HPLC analysis method for determination of marker compounds 
as part of materials standardization for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materials from pear pomace. The quantita-
tive determination method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as marker compounds of pear pomace extract (PPE) 
was optimized by HPLC analysis using a C18 column (5×250 mm, 5 µm) with a 0.2% elution gradient of acetic 
acid and methanol as the mobile phase at a flow rate of 0.8 mL/min and detection wavelength of 330 nm. The HPLC/UV 
method was applied successfully to the quantification of marker compounds in PPE after validation of the method 
with lin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The method showed high linearity of the calibration curve with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of 0.9999, and limit of detection and limit of quantification were 1.14 µg/mL (caffeic acid) and 
1.61 µg/mL (chlorogenic acid) as well as 4.9 µg/mL (caffeic acid) and 4.9 µg/mL (chlorogenic acid), respectively. 
Relative standard deviation values from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were less than 3.1% (caffeic acid) and 4.0% 
(chlorogenic acid), respectively. Recovery rates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at 12.5, 25, and 50 µg/mL were 
93.66∼106.32% and 97.33∼105.68%, respectively. An optimized method for extraction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in PPE was established through diverse extraction conditions, and the validation indicated that the method is 
very useful for evaluation of marker compounds in PPE to develop a health functional foo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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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는 원산지에 따라 동양배(Pyrus pyrifolia), 서양배

(Pyrus communis) 및 중국배(Pyrus ussuriensis)로 분류

되며,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동양배는 다른 종의 배와 다

르게 외관이 아름답고 당도가 높으며 육질이 부드러워 과즙

이 풍부한 조직감이 좋은 특징을 가진다(1). 배는 우리나라

에서 기호도가 높은 과실 중의 하나이며 그중 3만톤은 가공

품용으로 이용되어 착즙은 약 6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2). 가공 후의 배박은 약 30%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기타 

부산물은 일부 퇴비화하는 데 활용이 된다(3). 배박에는 충

분한 인체 유효 성분들이 남아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활용

한 식의약 소재 개발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배 과실 조직의 세포벽은 다당류인 펙틴(35%), 셀룰로오

스(20~30%), 헤미셀룰로오스(25%)와 당단백질(5~10%) 

그리고 미량의 페놀계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4), 배박의 

주성분은 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효소 처리(exopolyga-

lacturonase)에 의한 펙틴 추출, 발효배박(fermented pear 

pomace) 생산 등의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2,4). 배

의 과피에는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arbutin, cat-

echin, epicatechin, p-coumaroylquinic acid와 rutin 등 

일부 배당체들이 밝혀졌으며, 특히 배의 폴리페놀 분획물이 

혈장과 간에서 총 지질과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흡기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에 활용되며 배박 물 추출물에서 지방 합성 억제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다(1,3). 

페놀성 화합물인 chlorogenic acid는 caffeic acid와 

quinic acid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형성된 폴리페놀 화합물

이며(5), in vivo mouse model에서 caffeine과 병용 처리 

시 간의 지질대사를 조절하여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최근 본 연구진은 배박 추출물에서 caff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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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Flow rate
Injection volume
UV detection
Run time

Capcellpak-C18
  (C18, 4.6×250 mm, 5 μm)
0.8 mL/min
10 μL
330 nm
15 min

Gradient

Time (min) % A1) % B2)

0
5
10
14
15

75
75
50
75
75

25
25
50
25
25

1)0.2% acetic acid. 2)Methanol.

acid와 chlorogenic acid를 확인하였고, 배박 추출물이 3T3- 

L1 세포에서 지방세포 저해 및 apoptosis를 유발함을 확인

하여 배박 추출물의 항비만 소재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7). 

본 연구진은 배박이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재료로 가

치가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실험적으로 배박 추출물이 지방

세포의 대사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진은 배박의 

건강기능성 식품 개별 인정형 소재를 개발할 목적으로 배박

의 지표성분으로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를 선정

하였으며, HPLC법을 이용하여 지표성분의 분석법을 확립

하고 그 유효성을 검정하여 확립된 분석법을 바탕으로 배박 

내 지표성분의 추출 조건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된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표준품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의 제

품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용매들은 특급으로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Osaka, Japan)로부터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배박은 전라남도 좋은영농조합법인에

서 신고배로 만든 배박을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분양받은 

배박은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10 g씩 나누어 넣은 후, 

물, 25, 50, 75, 100% 에탄올 용액으로 2일간 냉침 추출하

고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50 mg/mL의 최

종농도가 되도록 methanol에 녹였으며 HPLC 분석 전 필터 

여과한 여액을 시료로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은 3회 반복 실

험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검량선 작성을 위해 표준품은 meth-

anol에 녹여 1 mg/mL가 되도록 표준원액을 제조한 후 단계

적으로 희석하여 6.25 µg/mL, 12.5 µg/mL, 25 µg/mL, 50 

µg/mL, 100 µg/mL로 조제하였다. 표준품의 함량을 구하기 

위하여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얻은 피크의 농도별 

면적에 대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HPLC 분석

배박 추출물의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분석을 

위한 HPLC 분석 조건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HPLC 분

석에서 칼럼은 Capcellpak-C18(4.6×250 mm, 5 µm, Shi-

seido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HPLC 장비

는 pump, autosampler, column oven, photodiod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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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해 Empo-

wer software program을 사용하였다. A 용매는 0.2% 

acetic acid, B 용매는 methanol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용매

는 사용 전 탈기 및 필터로 여과 후 사용하였다. 칼럼의 유속

은 0.8 mL/min이었으며 분석시간은 0에서 5분까지 이동상 

A를 75%로 용리하였고, 5분에서 10분까지 이동상 B를 

50%로 증가시켰다. 이후 14분까지 이동상 A를 75%로 내려 

초기 용매 조건으로 조정하였다. UV는 33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으며, 시료는 10 µL를 주입하였다.

시험분석법의 검증(method validation)

배박 추출물의 분석법 확립을 위한 벨리데이션은 ‘의약품

등 분석법의 벨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참고하여 수행되었다(8).

특이성(specificity):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혼합용액과 전처리 한 배박 추출물 분말을 HPLC로 분석하

여 크로마토그램상의 retention time과 spectrum을 비교하

였다. 

직선성(linearity):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혼

합용액 1 mg/mL를 조제하여 methanol로 순차적으로 희석

하여 6.25~100 μg/mL의 시료를 HPLC로 분석한 후 농도에 

대한 면적에 대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R2값을 확인하였다. 

최저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는 신호 대 잡음

비(signal to noise, S/N) 값이 3.3일 때로, 검출한계(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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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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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분석(inter-day)의 변이성을 측정하였다. 표준용액은 caf-

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를 12.5 μg/mL, 25 μg/mL, 

50 μg/mL로 혼합 조제하여 intra-day와 inter-day에서 

HPLC 분석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정확성은 조제한 세 농

도의 표준품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결과값이 참값에 근접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ntra-day의 정확성은 하루 

동안 표준용액을 1일 3구간에서 분석하였으며 inter-day의 

정확성은 intra-day의 과정을 3일 동안 반복하여 그 변이성

을 측정하였다. 각 시험은 구간마다 3농도 3회 반복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정밀성(precision) 및 회수율(recovery): 정밀성은 12.5 

μg/mL, 25 μg/mL, 50 μg/mL 농도의 표준용액을 각각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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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Chromatogram of (A) blank, (B) caf-
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standard sol-
ution, and (C) PPE.

반복하여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상대표준편차(rela-

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

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회수율은 3농도 표준용액을 6반

복 시험 후 얻은 면적을 표준용액의 면적과 비교하여 회수율

을 구하였다. 

배박 추출물 내에서의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분석

배박 추출물은 50 mg/mL가 되도록 전처리 하고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세 번씩 반복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

의 피크 면적을 통하여 작성된 검량선에 의해 배박 추출물 

시료 중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농도를 산출하

였다.

배박에서의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추출조건 

확인 

배 착즙박의 추출방법은 에탄올 농도를 달리한 조건에 따

른 추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농도에 따른 추출특성 시험은 

저온에서 2일 동안 에탄올 농도 0, 25, 50, 75, 100%에서 

2회 추출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각 추출물은 농축 및 동결 

건조시켜 분말화하였다. 분말화된 시료는 전술한 HPLC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분석의 통계처리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특이성 확인

특이성 시험을 통해 표준품들이 다른 물질과의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되는지 확인하였다. 표준용액과 시료 전처리 방

법으로 처리한 배박 추출물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여 표

준품 peak가 분리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Fig. 1과 같이 다른 

물질과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표준용액의 피크 유

지시간과 배박 추출물의 피크 유지시간이 일치하였다. 본 

분석방법이 부원료에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기 위해 유당, 

미결정셀룰로오스가 포함된 시험액을 조제하여 분석한 결

과 본 HPLC 분석법에서는 표준품의 검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data not shown).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6.25~100 μg/mL의 단계적으로 희석한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표준용액을 HP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Fig. 2와 같은 검량선을 나타내었다.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999

로 높은 직선성을 보였으며, 검출한계는 1.61 μg/mL, 1.14 

μg/mL, 정량한계는 4.9 μg/mL, 3.5 μg/mL 수준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배박 추출물의 표준화를 위해 설정된 지표

성분의 분석을 위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검증한 것으로 

충분히 본 연구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성, 정밀성 및 회수율

정확성 결과는 Table 2와 같이 caffeic acid 및 chloro-

genic acid의 intra-day 분석에서는 96.27±3.10~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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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Calibration curve of (A) caffeic acid and (B) chlorogenic 
acid standard solution.

Table 2. Intra- and inter-day accuracy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Nominal 
(conc, μg/mL)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Accuracy
(%)

RSD
(%)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Accuracy
(%)

RSD
(%)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Intra-
day

12.5
25
50

12.24
24.06
48.98

97.90
96.27
97.97

1.86
3.10
2.83

12.17
23.63
47.87

97.38
94.52
95.79

2.30
3.04
2.94

Inter-
day

12.5
25
50

12.01
24.57
49.51

96.05
98.29
99.02

1.72
4.06
3.06

11.94
24.08
48.51

95.54
96.35
97.02

0.60
3.77
2.99

Table 3. Precision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Nominal 

concentration
(μg/mL)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SD Recovery

(%)
RSD
(%)

Mean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SD Recovery

(%)
RSD
(%)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12.5
25
50

11.66
25.59
53.16

3.09
0.56
0.44

 93.66
102.41
106.32

3.16
0.53
0.41

12.16
25.90
52.84

2.71
0.55
0.51

 97.33
103.61
105.68

2.84
0.54
0.49

2.83%, 94.52±3.04~97.38±2.30%로, inter-day 분석에

서는 96.05±1.72~99.02±3.06%, 95.54±0.60~97.02± 

2.99%를 보였다. 정밀성은 세 농도를 각각 6반복 후 RSD 

값을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세 농도를 6반복 후 얻은 시료 

면적을 검량선에 근거하여 회수되는 시료 양을 백분율로 계

산하였다. Table 3과 같이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표준품의 회수율은 93.66~106.32%, 97.33~105.68%였

으며, RSD는 3.16%, 2.84% 이내로 나왔다. 농도별로 12.5 

μg/mL에서는 93.66%, 97.33%, 25 μg/mL에서는 102.41%, 

103.61%, 50 μg/mL에서는 106.32%, 105.68%의 회수율

을 보였다. 지표성분으로서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에 대한 분석방법 벨리데이션에 대한 보고는 Pellati 등

(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Pellati 등(9)은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분석법에 대한 연구에서 R2은 

0.9999 이상으로 각각 98.95~102.82%, 96.59~103.83%

의 회수율을 얻었으며 RSD는 2%, 3% 이내로 보고하였다. 

Pellati 등(9)이 보고한 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회수율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retention time의 경우 

chlorogenic acid는 3.01분, caffeic acid는 4.03분으로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hlorogenic acid의 retention time

은 4분이었으며, caffeic acid의 retention time은 6.5분으

로 Pellati 등(9)의 보고보다는 다소 느린 retention time을 

보였다. 본 연구진의 분석에 사용된 배박 추출물의 경우 분

석시작 3분 이내에서 다수의 물질이 용출되는 것으로 보아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독립적인 분석은 re-

tention time을 4분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

되었다. 

배박 추출물 내에서의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의 함량

본 시험법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caffeic acid 및 chloro-

genic acid에 대한 상기 HPLC 분석법이 배박 추출물 내의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정량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배박을 100% 물로 추출했을 때 caffeic acid 및 chloro-

genic acid는 각각 0.18 mg/g, 0.17 mg/g로써 약 1:1의 

비율로 추출이 되었다. 그러나 에탄올 투입비가 높을수록 

chlorogenic acid는 0.50 mg/g까지 추출율이 향상했으나, 

caffeic acid는 추출율이 감소되었다(Table 4). 서론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는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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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 of caffeic acid and chlorogenic acid extracted 
by different solvent ratio (H2O/ethanol, v/v)

Ethanol
(v/v, %)

Caffeic acid
(mg/g)

Chlorogenic acid
(mg/g)

0
25
50
75

100

0.18±0.01
0.16±0.02
－
－
－

0.17±0.012
0.36±0.013
0.37±0.011
0.49±0.008
0.50±0.007

Each values was the mean±SD. 

테롤 흡수 저하 등과 관련이 있어 배박 추출물의 기능성 소

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박의 용매 

추출 시 에탄올 투입 비율에 따른 두 성분의 추출 패턴이 달 

라지는 특성이 있어 추후 용매 종류, 온도, 추출시간에 따른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 추출 비율을 도출하고, 

생산 공정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유효성분이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로 규격화된 기능성 소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진은 배박 추출물이 지방세포 대사를 저해함을 확인

하였으며, 배박을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소재로 개발하

고자 하였다. 소재 개발에 앞서 배박 분석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배박에서 확인된 성분인 caffeic 

acid 및 chlorogenic acid를 HPLC/UV system을 이용해 

분석방법을 최적화하였다. 분석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분석법 벨리데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직선성, 일간 일

내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및 검량한계를 확인하였다. 본 

시험분석법으로 배박 추출물 분석 시 지표물질이 다른 물질

의 간섭 없이 안정되게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방법은 배박 추출물 기능성 원료 표준화를 위한 시험

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시험법에 따라 에탄올 

투입량에 따른 배박 추출물 내의 caffeic acid 및 chloro-

genic acid의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에탄올 투입에 따른 대

상 성분의 추출율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분석법이 배박 추출물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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