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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절초, 자소엽, 찔레를 함유한 천연 화장품소재의 

다성분 동시분석과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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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consumer demand for functional cosmetics containing natural ingredients has been greatly expanded. To

develop the natural cosmetic materials, we selected 3 plants,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CZ),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Kudo (PF), and Rosa multiflora Thunberg (RM) which showed high total flavonoid contents (TFC), total

polyphenol contents (TPC), and strong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We determined astragalin, chlorogenic acid, and ros-

marinic acid as a marker compound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ontent of each material and standardization of the quality

standards and manufacturing standards through LC/MS analysis. HPLC-DAD was used to simultaneously analyze these marker

components of three natural product complexes (Mix) and to validate the analytical method through experiments such as lin-

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The detection wavelengths were set at 210, 265, and 330 nm. The detected 3 compounds from

extract of CZ, PF, RM showed significant linearity (R
2
�0.9947). The limit of detection (LOD) of chlorogenic acid, astragalin

and rosmarinic acid were 8.29 µg/ml, 2.28 µg/ml, and 27.00 µg/ml, respectively.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of chlo-

rogenic acid, astragalin and rosmarinic acid were 25.11 µg/ml, 6.92 µg/ml, and 81.83 µg/ml, respectively. The contents of the

three indicators of Mix were 19.82-24.71 mg/g of chlorogenic acid, 43.80-46.02 mg/g of astragalin, and 46.33-48.57 mg/g of

rosmarinic acid.

Keywords − Polyphenol contents, Flavonoid contents, Marker compound, Anti-oxidants, Simultaneous analysis, Natural

cosmetics

최근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외부 유해환경 인자들로부터

인체 고유의 보호기능과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자연유래

천연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생약을 포함한 천연물이 함유

된 천연화장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

는 추세이다. 특히, 이전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합성

화학물인 하이드로퀴논이 미백화장품의 주원료로 사용되었

으나 발암물질로 지정된 후 월귤나무 추출물, 닥나무추출물

등 천연소재로 대체되는 등 주요 기능성 화장품의 핵심원

료들이 천연추출물 또는 천연유래성분으로 바뀌고 있다.1)

더불어, 다중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종 이상

의 천연물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조성물이 주된 트렌드이

지만 관련 기술적 니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은 아직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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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천연 소재들은 단일 유효성

분에 의해 기능성이 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존재하

는 수많은 성분들과 함께 작용하여 상가, 상승, 길항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 다

양하고, 원료 물질의 안정성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성분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므로 제조기준의 규격화 및 품질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하여 제품의 기능성분 또는 유효성분의 규격 및

시험방법이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에 천연화장품의 경우는

기능성분의 규격화가 아직 요구되지 않고 있어 천연추출물

의 원료 물질 함유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면 유효 성

분의 함량을 알 수 없어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얻

기 어렵다. 국내 천연화장품 시장의 품질평가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기준 규격의 과학화 및 선진화에 대한 수요가 꾸

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수록 높은 품

질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 

본 연구에서는 천연 화장품 복합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남

원에서 자생하는 허브를 포함하여 외래종으로 재배하고 있

는 천연물 원료 10종의 열수 또는 50% 에탄올 추출물을 얻

은 후, DPPH 소거능을 비교 측정하였고 총 폴라보노이드

함량과 총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 정량하여 상대적으로 우

수한 산구절초, 자소엽, 찔레를 선발하였다.

산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는 국화과에

속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다년생 초본으로 국내

에 자생하며, 전초의 생약명은 산구절초라 한다. 근연 식물

은 매우 다양하여 가는잎산구절초, 포천산구절초, 한라산구

절초, 낙동산구절초, 남산구절초, 울릉국화 등 있다. 본초강

목에서는 국화를 장기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여 위장, 혈압, 오장 기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해주

고 감기, 두통, 현기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한 산구절초 및 구절초는 항염증과 면역작용 항산화 효과,

조골 세포의 기능 증진 효과, 유방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

항비만 활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7) 산구절초

의 주요 성분으로는 quercitrin, luteolin, acacetin 등이 보고

되어 있다.8)

자소엽(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Kudo)은

꿀풀과의 중국이 원산지인 한해살이풀로, 들깨의 아종이다.

동의보감에 자소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

으며, 명치의 창만을 치료하고 곽란을 멎게 하며, 각기를 치

료하고 내장을 잘 통하게 하여 온갖 냉기를 없애고 풍한으

로 겉에 사기가 있는 것을 흩으며, 가슴의 담기(痰氣)를 내

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자소엽은 항산화, 항염증, 항균

작용 및 항알레르기작용 등의 약리활성이 보고되어 있다.9-12)

자소엽의 주요 성분으로는 lignan, gallic acid, hydroxytyrosol

(3,4-DHPEA), cinnamic acid 유도체(coumaroyl tartaric

acid, caffeic acid, rosmarinic acid 등), scutellarein 7-O-

glucuronide, scutellarein 7-O-diglucuronide, apigenin 7-O-

diglucuronide, luteolin 7-O-glucuronide, anthocyanins 등이

보고되어있다.13,14) 

찔레(Rosa multiflora Thunberg)는 장미과에 속하며 동북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낙엽활엽관목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열매인 영실의 효능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시며 독이 없

고, 옹저·악창·패창·음식창이 낫지 않는 것, 두창과 머리가

허옇게 빠지는 데에 주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꽃, 열매,

뿌리, 씨앗 등 부위별로 항산화, 항염증, 항균, 발모 등의 효

능이 우수한 소재로 보고되어 있다.15-17) 최근 Kim 등은 찔

레꽃이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Malassezia furfur 균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며 화장품

방부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18) 찔레의 주요 성

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의 계열인 quercetin 배당체로서

multinoside A, multinoside B, quercitrin, kaempferol 배당

체인 multiflorin A, multiflorin B, afzelin, astragalin, 탄닌

계열의 methyl gallate 및 과실의 홍색색소인 lycopene 등이

보고되었다.19) 

본 연구에서는 스크리닝 결과로 선별된 산구절초, 자소

엽, 찔레의 열수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라보

노이드량과 총 폴리페놀량을 정량하였으며 DPPH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LC/MS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활성성분을 정

성, 정량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지표성분을 확정하였으며,

HPLC-DAD를 사용하여 이들 3종 천연물의 복합물에 대한

지표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

선성, 범위, 특이성,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

의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산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CZ), 자소엽(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Kudo, PF), 찔레(Rosa multiflora Thunberg, RM) 지상부를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5월에 수확한 생물로 구입하였다. 40oC

에서 72시간 건조(LD9013, L’EQUIP Co., Seoul, Korea)한

후, 분쇄기(HMF-3600TG, Hanil Electric, Wonju,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하여 100 g에 물 또는 50% 에탄올 2 L에 넣

어 적정온도(물은 100oC, 50% 에탄올은 80oC)에서 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2회 여과하여 감압농축기(R-100,

BUCHI,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50oC에서 농축하

여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MCFD8508, IlshinBiobase Co.,

Dongducheon, Korea)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 수율은

열수 추출의 경우 약 19%, 50% 에탄올 추출의 경우 약 17%

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약재는 우석대학교 김대근 교

수가 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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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표준품 chlorogenic acid, rosmarinic acid,
astragalin, p-coumaric acid, quercitrin, epicatechin gallate,

luteolin, syringic acid, rutin은 HPLC 등급으로 Chengdu

Biopurify Phytochemicals(Chengdu, Chin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으며, 각 표준물질의 순도는 98% 이상이었다. HPLC

분석을 위한 methanol, acetonitrile 및 water는 HPLC 등급

으로 J.T. Baker(Phillipsburg, NJ,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formic acid는 HPLC용으로 Fluka(Wunstorfer strasse,

Swwlze,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Total Polyphenol Assay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의 방법(Folin and Denis, 1912)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일정 농도로 희석한 시료 80 µl에서 Folin-Denis’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20 µl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 10% Na2CO3

(Daejung Chemicals and Metals Co., Ltd., Siheung,

Korea) 100 µ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Tacan, Mannedorf, Switzerland)를 사용하

여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Tannic acid(A17022,

Alfa Aesar,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

로 측정하여 얻은 표준곡선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산

출하였다.

Total Flavonoid Assay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Kang 등(199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일정

농도로 희석한 시료 10 µl에 diethylene glycol(Daejung

Chemicals and Metals Co., Ltd., Siheung, Korea) 100 µl와

1N NaOH 10 µl를 혼합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ELISA reader(Bio-Rad Herciles, CA, USA)를 사용

하여 415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quercetin(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으며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얻은 표준곡선으로부터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산출하였다.

DPPH 소거 활성 − 2,2-diphenyl-1-picryl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법(Blois,1958)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일정 농도로 희석한 시료 2.5 µl에 0.2 mM DPPH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용액 247.5 µl를

더한 뒤, 차광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io-Rad, Herciles, CA,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

서 측정하였다. DPPH의 흡광도가 50% 감소할 때 나타나

는 시료의 농도(RC50)를 구하였으며, 각 시료는 3회 반복실

험을 실시하였다. 양성대조군은 L-ascorbic acid(Amresco,

Solon, OH, USA)을 사용하였다.

분석 시료의 전처리 − HPLC 분석을 위한 시료는 3가지

추출물의 균등 혼합물 20 mg을 취해 30분간 70% 메탄올

1 ml로 초음파 추출하여 0.2 µm membrane Filter(PALL Co.

Ann Arbor, MI,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지표성분의

표준품은 각각의 지표성분을 1 mg씩 취해 30분간 70% 메

탄올 1 ml로 초음파 추출하여 0.2 µm membrane Filter

(Milipore, Bedford, MA,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LC/MS 분석조건 −문헌조사를 통해 예측되는 주요성분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Agilent 1100 liquid chromatography

system(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여 LC/MS 분석

(ESI mode, MRM scan)을 수행하였다. 칼럼은 Kinetex®

2.6 µm XB-C18 100 Å(Phenomenex, CA, USA)를 사용하

였으며 칼럼온도는 40oC, 유속은 0.5 ml/min, 시료주입량은

10 µl이었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가 함유된 water(A)

와 0.1% formic acid가 함유된 acetonitrile(B)을 사용하였으

며 이동상의 기울기는 0~1 min(A): 95%, 1~10 min(A): 0,
10~11 min(A): 0%, 11~14 min(A): 95%, 14~20 min(A):

95%로 분석했다. 검출파장은 254 nm와 280 nm에서 검출하

였다. LC/MS 데이타 분석은 LC solution software(Version

1.24)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HPLC 분석조건 −지표성분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Hitachi Chromaster HPLC CM5000 system(Hithachi, Toky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DAD)

를 사용하여 다파장에서 검출하였다. HPLC 칼럼은 YMC-
Pack ODS-AM, C18 250×4.6 mm I.D.(YMC, Kyoto, Japan)

를 사용하였다. 칼럼온도는 40oC로 유지하였고, 유속은 1.0 ml/

min 조건으로 분석했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가 함유

된 water(A)와 0.1% formic acid가 함유된 acetonitrile (B)

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기울기는 0~2 min, (A): 100%,
2~50 min, (A): 60%, 50~55 min, (A): 0%, 55~60 min,

(A): 0%, 60~65 min, (A): 100%, 65~75 min, (A): 100%

로 분석했다. 검출파장은 210 nm와 265 nm, 그리고 330 nm

에서 검출하였다. HPLC 데이터 분석은 Agilent Open LAb

Software를 사용하였다.

분석법 밸리데이션 −확립된 동시분석법에 대하여 식약처

에서 고시한 의약품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20)
에 따라 직선

성(linearity), 범위(range), 검출한계(LOD), 정량한계(LOQ),

정확성(accuracy) 및 정밀성(precision) 등을 판단하여 분석

방법을 검증하였다.

직선성 및 범위 −지표성분들을 세 가지 농도로 희석하여

3회 분석 후 얻은 결과를 토대로 검량선(calibration curve)

및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을 작성하여 직선성을 평

가했다.

특이성 −산구절초, 자소엽, 찔레 추출물의 혼합물과 각각

의 지표성분들을 혼합한 표준품 혼합액을 제조한 뒤, 분석

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을 시각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지표

성분의 UV 스펙트럼을 시료와 표준품 혼합액의 크로마토

그램에서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확성 및 정밀성 −정확성과 정밀성 모두 지표 성분의

피크의 적분 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정확성은

세 가지 농도의 표준품을 시료에 첨가하여 분석한 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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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정밀성은 균일한 검체

로부터 여러 번 채취하여 얻은 시료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각각의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으로 상대표

준편차 (%RSD)로 판단하였다. 즉, 일내(intra-day)와 일간

(inter-day) 시험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각각의 실험은 3가지

농도의 혼합표준용액을 3회 반복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

의 상대표준편차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작성한

검량선을 토대로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검출한계 = 3.3×

정량한계 = 10×

함량 평가 −표준품 분석을 통해 작성한 검량선을 토대로

직선의 식에 특정표준품의 면적값을 대입하고, 비례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폴리페놀 성분은 식

물계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2차 대사물질로 다수의

hydroxyl기가 존재하여 반응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

산화 활성 및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22) 플라보노이드

역시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로 폴리페놀과

같이 식물의 모든 부위에 함유되어 있다.23)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활성이 높아 세포손상을 초래하는 활성산소종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며24), 항암 및 항균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본 연구에서는 천연

화장품 복합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남원지역에서 자생하는

허브를 포함하여 외래종으로서 재배하고 있는 허브 원료 10

종의 열수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

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 정량하였고,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비교 측정하였다(데이터 미 제시). 이 중 상

대적으로 우수한 3종 산구절초, 자소엽, 찔레를 선발하여 이

들 3종의 열수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

놀 함량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I). 산구절초와 자소

엽의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112.20±19.37 mg/g, 166.61±

28.10 mg/g의 폴리페놀 함량을 보여 각각의 열수 추출물 분

석결과에 비해 약 2배~3배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찔

레의 경우는 열수,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340.29±

12.43 mg/g, 339.82±39.12 mg/g의 매우 높은 폴리페놀 함량

을 나타내었다. 이는 Park27) 등이 보고한 찔레 뿌리의 아세

톤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 67.05±0.56 mg/g, 그리고 Do 등

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찔레의 열매인 영실 에탄올 추출물의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이 함유한 308.16±11.29 mg/g의 폴

리페놀 함량보다도 높다.28) 이는 찔레의 산지별, 부위별, 추

출 방법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들 3종 추

출물의 균등 복합물(Mix)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열수, 50%

에탄올 추출물 모두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II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종 모두 열

수 추출물에서 보다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약 1.4배~2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에탄올 추출

물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찔레 > 자소엽 > 산구절초 순

서로 각각 393.63±37.69 mg/g, 382.35±13.92 mg/g, 346.13±

15.66 mg/g이었다. 이들 3종 추출물의 균등 복합물(Mix)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63.52±9.19 mg/g로 각 단일소재의 플

라보노이드 함량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 DPPH 라디칼을 50% 소거하

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RC50)를 Table III에 나타내었다.

DPPH 소거활성은 자소엽 열수추출물 > 찔레 에탄올 추출

물 > 산구절초 에탄올 추출물 순서이며 자소엽의 열수 추

출물에서 13.66 µg/ml의 매우 강한 DPPH 소거활성을 나타

내어, RC50가 19.81 µg/ml인 양성 대조군 L-ascorbic acid

보다도 약 1.5배 더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산구절초와 찔

레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104.14 µg/ml, 35.55 µg/ml의 RC50

를 보여 각각 열수 추출물의 분석결과에 비해 약 1.3배, 약

1.7배 더 강한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산구절초와 찔레와

는 달리 자소엽 에탄올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 보다 약 5배

약한 72.06 µg/ml의 RC50를 나타내었다. 향후 복합 조성물

의 항산화 활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소엽의 경우는 열수

반응의 표준편차(σ)

검량선의 기울기(S)

반응의 표준편차(σ)

검량선의 기울기(S)

Table I.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mg/g extract)

Sample name Water extract 50% Ethanol extract

CZ 68.14±6.34 112.20±19.37

RM 340.29±12.43 339.82±39.12

PF 58.56±28.10 166.61±28.10

Mix 221.36±23.27 224.04±30.85

CZ: Chry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Mix: mixture of CZ, PF and RM

Table II. The total flavonoid conten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mg/g extract)

Sample name Water extract 50% Ethanol extract

CZ 250.73±12.19 346.13±15.66

RM 234.95±25.37 393.63±37.69

PF 191.12±14.75 382.35±13.92

Mix 224.56±13.45 363.52±9.19

CZ: Chry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Mix: mixture of CZ, PF and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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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균등 복합물(Mix)의 경우 열수, 50% 에탄올 추출물 모두

유사한 정도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찔레는 플라보노이

드의 계열인 quercetin 배당체, kaempferol 배당체, 탄닌 계

열의 methyl gallate 등의 페놀 화합물들이 보고되었으며, 이

러한 페놀 화합물들은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29,30) 
더불어, 찔레꽃의 용매별 항산화 활성을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에탄올 추출물의 RC50는 145.85 µg/ml

으로 본 연구결과가 약 3배 강한 효과를 보였다.31) 한편, 본

연구자 그룹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찔레 추출물은 항

산화, 항염증, 항균활성을 보이며, 산구절초 추출물은 항산

화, 항염증 이외에도 미백, 주름개선활성이 관찰되었고, 자

소엽 추출물의 경우는 찔레 또는 산구절초의 생리활성 이

외에도 보습활성이 관찰되었다(데이터 미 제시). 이와 같이

화장품 소재로서 3종 천연물의 복합 조성물을 사용함으로

써 항산화, 항염증, 항균,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지표성분의 정성, 정량 분석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의 함량과 DPPH 소거 활성이 비교적 우수한 산구절

초, 자소엽, 찔레의 50% 에탄올 추출물의 지표성분을 결정

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지표성분들로

예측되는 표준물질 rosmarinic acid, chlorogenic acid, p-
coumaric acid, astragalin, epicatechin gallate, quercitrin,

luteolin, syringic acid, rutin, myricetin 등을 LC/MS으로 분

석하여 각각의 표준 검량선을 구할 수 있었다. Table IV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량선의 상관계수(R2)=0.9997 이상의 양

호한 직선성을 얻었다. 동시에 산구절초, 자소엽, 찔레의

50% 에탄올 추출물중 이들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

해 LC/MS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지표성분의 기준은 기

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32)
에 따라, 함량이 높은 성분을 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V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구

절초 경우는 rutin, chlorogenic acid가 각각 7.205, 6.18 mg/g

함유되어 있고, 자소엽에는 rosmarinic acid가 22.640 mg/g,

찔레에는 astragalin이 40.865 mg/g 함유되어 있어 지표성분

으로서 선정 가능한 성분으로 판단하였다. 단, 산구절초의

경우는 rutin이 chlorogenic acid에 비해 고함량이지만, 찔레

의 rutin 함유량이 0.83 mg/g으로 산구절초 함유량의 11.5%

에 해당한다. 반면에, chlorogenic acid가 rutin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량 함유되어 있으나, 찔레의 chlorogenic acid

함유량은 0.473 mg/g으로 산구절초의 함유량의 7.65%에 불

과하다. 따라서 산구절초의 지표성분은 chlorogenic acid로

선정하였다. Fig. 1에는 3가지 추출물의 LC/MS 프로파일

(A)과 검출된 3가지 지표성분의 구조(B)를 나타내었다.

동시분석 조건의 확립 −천연물 3종의 지표성분인

astragalin, chlorogenic acid, rosmarinic acid를 분석대상으로

0.1% formic acid가 함유된 water와 0.1% formic acid가 함

유된 acetonitrile의 기울기 조건을 확립하여 동시분석 하였

다. Fig. 3A에서 볼 수 있듯이, 3가지 지표성분은 210 nm와

Table III. RC
50

 value of DPPH scavenging activity (μg/ml)

Sample name Water extract 50% Ethanol extract

CZ 132.95±3.27 104.14±2.58

RM 62.61±1.25 35.55±0.87

PF 13.66±0.74 72.06±1.47

Mix 56.32±2.34 53.85±3.65

L-ascorbic acid 19.81±4.73 19.81±4.73

CZ: Chry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Mix: mixture of CZ, PF and RM
RC

50
 value : 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 at 30 min reaction.

Table IV. Data of linearity regression of standard by LC-MS 

Expected compound *Regression equation **R
2

Rosmarinic acid Y = 6.9481x+49.926 0.999

Chologenic acid Y = 10.591x+41.268 0.999

p-coumaric acid Y = 34.743x+466.83 0.998

Astragalin Y = 1.6012x+326.65 0.997

Epicatechin gallate Y = 0.2306x+38.908 0.998

Quercitrin Y = 1.3736x+23.44 0.999

 Luteolin Y = 5.2349x+117 0.998

Syringic acid Y = 2.9281x+3.9444 1.000

 Rutin Y = 0.7611x+111.97 0.998

Myricetin Y = 2.6282x+5.5556 1.000

*Y: peak area, x: standard concentration

**R
2
: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V. Quantitaitve analysis of samples by LC/MS (mg/g)

Component CZ PF RM

Rosmarinic acid 0.006 22.640 0.004

Chlorogenic acid 6.18 0.022 0.473

p-coumaric acid 0.065 0.071 0.031

Astragalin 0.489 0.184 40.865

Epicatechin gallate ND ND 0.034

Quercitrin 0.23 ND 0.073

Luteolin 0.009 0.033 0.009

Syringic acid 0.054 0.029 0.009

Rutin 7.205 ND 0.83

Myricetin 0.007 ND 0.0006

*ND: Not detected
CZ: Chry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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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nm에서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며 chlorogenic acid는

330 nm에서도 높은 흡광도를 보여 DAD 검출 파장은 210 nm

와 280 nm, 그리고 330 nm에서 검출하였다. 3가지 지표성

분들이 각각 22.14분, 34.28분, 35.81분에 모두 검출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 2A).

특이성(Specificity) − Fig.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물

복합물의 크로마토그램과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을 서로 비

교하였을 때, 추출물의 크로마토그램 중의 피크는 표준물질

들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정확히 일치하였고, UV

흡광도를 비교하였을 때 서로 일치하므로 추출물 중에는 선

정한 지표성분인 astragalin, chlorogenic acid, rosmarinic

acid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한편, 210 nm

와 265 nm에서의 추출물 복합물의 크로마토그램은 astragalin

의 흡광도 증가에 따라 피크 강도가 증가되었으며, 지표성

분 이외의 다른 피크들이 다수 검출되었다(Fig. 2C).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LOQ) −

chlorogenic acid의 피크 면적에 대한 검량선은 10~100 µg/

ml의 농도 범위에서 상관계수(R2)=0.9995의 직선성을 나타

내었으며, astragalin은 10~100 µg/ml의 농도 범위에서 상관

계수(R2)=0.9947의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Rosmarinic

acid는 10~100 µg/ml의 농도 범위에서 상관계수(R2)=1의 직

선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지표성분 chlorogenic acid,

astragalin, rosmarinic acid의 검출한계(LOD)는 각각 8.29 µg/

ml, 2.28 µg/ml, 27.00 µg/ml이며, 정량한계(LOQ)는 각각

25.11 µg/ml, 6.92 µg/ml과 81.83 µg/ml이다(Table VI).

회수율(Recovery) −추출물에 지표성분 표준물질의 서로

다른 3가지 농도로 첨가한 후 측정한 회수율 시험 결과,

chlorogenic acid는 97.67~106.46%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

편차는 10 µg/ml 농도에서 4.83%, 50 µg/ml 농도에서 1.85%,

100 µg/ml 농도에서 0.41%로 나타났다. astragalin은 99.36~

101.7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상대표준편차는 10 µg/ml 농

도에서 0.09%, 50 µg/ml 농도에서 0.04%, 100 µg/ml 농도

에서 0.01%로 나타났다. rosmarinic acid는 92.01~109.02%

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상대표준편차는 10 µg/ml 농도에서

Fig. 1. A) LC/MS Profile of marker compound from the 50% EtOH extract of CZ, PF, and RM (CZ, Chry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B) The structure of marker compound CGA: chlorogenic acid, AST: astragalin and

ROS: rosmari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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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50 µg/ml 농도에서 4.76%, 100 µg/ml 농도에서

0.81%로 나타났다(Table VII).

정확성(Acuracy) 및 정밀성(Precision) −회수율을 통해

일내(intra-day)와 일간(inter-day) 정확성을 측정한 결과, 일

내는 chlorogenic acid 101.55%, astragalin 100.43%,

rosmarinic acid 104.17%의 정확성을 나타내었고, 일간은
chlorogenic acid 99.08%, astragalin 99.5%, rosmarinic acid

100.48%의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회수율은 식약처 가이드

라인 기준치인 회수율 오차 10% 이내를 만족하였다. 직선성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3가지 농도에서 정밀성을 측정한 일

내(intra-day)와 일간(inter-day) 시험결과, 일내는 chlorogenic

4.42%, astragalin 1.23%, rosmarinic acid 1.38%의 상대표준

편차를 나타냈으며, 일간은 chlorogenic acid 2.68%, astragalin

1.44%, rosmarinic acid 1.39%의 상대표준편차를 나타내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기준치인 상대표준편차 5% 이하를 만

족하였다(Table VIII).

함량평가 −확립된 분석법을 이용하여 복합 조성물 중의

지표성분의 함량을 정량분석한 결과, 복합 조성물중에는

chlorogenic acid가 19.82~24.71 mg/g, astragalin이 43.80~

46.02 mg/g, rosmarinic acid가 46.33~48.57 mg/g 함유되어

있었다. Astragalin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LC/MS 정량결과

와 유사한 정량값을 나타냈다.

Fig. 2. The HPLC profile of simultaneous analysis of A) standard marker compounds of chlorogenic acid (CGA), rosmarinic acid

(ROS), and astragalin (AST) B) marker compound from the 50% EtOH extract of CZ, PF, and RM C) comparison of HPLC pro-

file of marker compound from the 50% EtOH extract of CZ, PF, and RM at various wavelenth. (CZ, Chry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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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V Spectra of each marker compound from standard mixture(A) and from mixture of 3 herbs, CZ, RM, and PF. (CZ, Chry-

santhemum zawadskii, PF, Perilla frutescens, RM, Rosa multiflora)

Table VI. HPLC calibration data for chlorogenic acid, rosmarinic acid, astragalin. 

Compound
Linear range

 (μg/ml)
t
R
 (min) Equation

a Linearity

(R
2
)

LOD

(μg/ml)

LOQ

(μg/ml)

Chlorogenic acid 10-100 22.14 Y = 341368x-504033 0.9995 8.29 25.11

Astragalin 10-100 34.28 Y = 334606x-1E+06 0.9947 2.28 6.92

Rosmarinic acid 10-100 35.81 Y = 209437x-38667 1 27.00 81.83

Table VII. Recovery levels of the Chlorogenic acid, Astragalin, and Rosmarinic acid 

Compound Spiked conc. (μg/ml) Detected conc. (μg/ml) Recovery (%) RSD (%)

Chlorogenic 

acid

10 10.65±0.52 106.46 4.83

50 48.84±0.93 97.67 1.85

100 100.52±0.42 100.52 0.41

Astragalin

10 10.18±0.01 101.78 0.09

50 49.68±0.02 99.36 0.04

100 100.14±0.01 100.14 0.01

Rosmarinic acid

10 10.90±0.49 109.02 4.49

50 46.00±2.19 92.01 4.76

100 101.48±0.83 101.48 0.81

*Recovery (%) = [(amount found – original amount) / amount spike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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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 화장품 소재의 복합 조성물을 개발하

기 위해 DPPH 라디칼 소거능,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비교적 우수한 산구절초, 자소엽, 찔레의

에탄올 추출물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지표성분을 chlorogenic

acid, rosmarinic acid, astragalin으로 확정하였다. HPLC-

DAD를 사용하여 이들 3종 천연물의 복합물에 대한 지표 성

분을 동시에 분석하고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 등의 실험

을 통하여 분석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가

지 지표성분의 함량은 chlorogenic acid가 19.82~24.71 mg/

g, astragalin이 43.80~46.02 mg/g, rosmarinic acid가 46.33~

48.57 mg/g 함유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설정된 분석법

은 이 복합 조성물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있어서 중요

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 복

합물을 우수한 천연 화장품 복합 조성물로 개발하기 위해

서 다른 생리활성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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