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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Eriobotrya japonica leaf extract were investigated using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 The 80% ethanol extract of leaves (IC

50 
values for DPPH and ABTS were

 
13.9 and 10.9 µg/mL,

respectively) and young leaves (IC
50 

values for DPPH and ABTS were
 
20.7 and 17.3 µg/mL, respectively) showed hig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dditionally, the quantitative method for estimation of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from
E. japonica leaves was optimized by HPLC/DAD. This method showed high linearity of the calibration curve with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equal to 0.999. The LOD values for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were 2.35 and 0.73
µg/mL, respectively, whereas LOQ values were 7.13 and 2.22 µg/mL, respectively. Recovery of the two compounds was
99.7-108.0% with RSD values less than 5.31%. These results suggest that 80% ethanol extract of E. japonica leaves could
serve as a potential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 for us i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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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은 염증, 암,

당뇨병, 고혈압 및 항노화와 같은 우리 몸의 생리활성에 작용하

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Dillard와 German, 2000).

그 중 페놀류와 플라보노이드류는 항산화, 항균, 항암,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분으로 당뇨병, 고혈압뿐

만 아니라 순환기 장애와 피부 노화 등을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

을 지녀 각종 질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icerale

등, 2010).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우리 몸속

에서 호흡 과정과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강한 산화력을 가

지게 된 물질을 말하며, 우리 몸의 세포와 DNA에 손상을 입혀

당뇨, 암과 같은 각종 만성 질환과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다(Lee 등, 2005). 약용식물에 존재하는 항산화제인 terpenoid,

polyphenol, flavonoid 등은 활성산소종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여

인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hidi와 Ambigaipalan,

2015). 피부 노화는 생리적 요인들의 기능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와 외인성 노화(extrinsic aging)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과

호흡을 통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이 주된 원인이며 이를 제거하

는 항산화제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증명

되면서 식품, 의학,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Afaq와 Mukhtar, 2006; Bowden, 2004; Lee,

2014). 인간의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의 형성 및 축적을 억제하는

데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polyphenol, flavonoid, vitamin C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den, 2004; Das 등, 1999).

그러나 지금까지 우수한 항산화 효과로 널리 사용되어온 BHA와

BHT 등의 합성 항산화제는 체내 간세포 microsomal enzyme의

활성증가, 암을 유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Ahn 등,

2005; Heo와 Wang, 2008; Joung 등, 2007; Park과 Lim, 2009).

특히 식품산업에서는 합성 항산화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가 커져 천연물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Naveed

등, 2018), 합성 항산화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성산소종

을 제거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천연물로부터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Bauer, 2000; Lee, 2014).

비파(Eriobotrya japonica Lindl.)는 장미과(Rosaceae)의 잎으로

긴 원형의 도란형으로 황갈색의 섬모가 덮여있고 광택이 난다

(Cho와 Kim, 2013). 중국, 스페인, 일본 등 광범위하게 자라며 우

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경남 및 전남지방 등 온화한 기후조건에 주

로 자생하며, 재배뿐 아니라 비파 가공 산업도 활발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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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또한, 민간요법에서 비파 과실이나 잎은 진해, 거담,

구토, 토혈, 이뇨 등에 효과가 있으며 호흡 진정과 갈증 해소에

도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Eom 등, 2009; Lee 등, 2016b;

Shin 등, 2012). 비파에는 다양한 ursolic acid, oleanolic acid 등과

같은 terpenoid계열 화합물과 quercetin 등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 화합물 등의 생리활성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

화, 항염증, 항암 활성 등이 연구되었다(Lee 등, 2004; Lv 등

2008; Whang 등, 1996). 특히 비파 잎에는 ellagic acid, chloro-

genic acid 외에도 ursolic acid, neochlorogenic acid, kaempferol

등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성분은

여러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Lee

등, 2004; Shin 등, 2012). 이렇게 비파 잎으로부터 수많은 항산

화 물질이 분리, 보고되어져 있지만(Bae 등, 2002) 비파 잎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어린잎에 대한 항산화 활성 등 생리활성에 대

한 과학적 연구와 품질 규격 및 가공제조 공정 표준화를 위한

chlorogenic acid와 ellagic acid의 유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파의 부위별 생리활성을 보았을 때 비

파의 잎이 종자, 과육보다 폴리페놀 등의 유용한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Lee 등, 2016b) 비파 잎과 비파

어린잎을 대상으로 수율 증대 및 유용활성물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추출 조건(열수, 20% 에탄올, 80% 에탄올)에서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HPLC를 이용

하여 chlorogenic acid와 ellagic acid의 함량분석 및 분석법에 대

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밸리데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비파 잎으로

부터 HPLC-DAD 방법으로 확립된 chlorogenic acid와 ellagic

acid 성분의 품질 규격 및 공정 표준화와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료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파 어린잎은 2016년 3-4월에 채취하고,

비파 잎은 6-7월에 수확된 시료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내 비

파 과수원에서 (Goheung, Korea)에서 비파 잎을 동정하여 사용하

였다. 비파 시료는 신선한 잎을 수세 후 dry oven에서 80oC에서

5시간 동안 가열 건조한 잎을 약 직경 1 cm 이하로 전남생약농

업협동조합에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Folin-Ciocalteu reagent,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tannic acid, quercetin, ellagic acid,

L-ascorbic acid 등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ellagic acid, chlorogenic acid 분석을 위한

methanol, acetonitrile 등은 J. T. Baker (Phillipsburg, NJ,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사용된 추출 용매 및 모든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시료 추출물 제조

비파 잎 시료를 대상으로 항산화 물질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탄올 용매 비율에 따른 다양한 추출 조건은 예비 실험을

통하여 열수추출, 20% 에탄올, 80% 에탄올로 선정하였다. 비파

잎과 비파 어린잎을 각각 1.5 kg에 10배의 증류수를 추출 용매로

사용하여 100oC에서 4시간, 10배의 20% 에탄올에 95oC에서 4시

간, 10배의 80% 에탄올에 90oC에서 4시간 초고속 진공 저온 농

축기(COSMOS660-50L, Kyungseo Machines Co, Incheon, Korea)

추출 후, 동량의 열수, 20% 에탄올, 80% 에탄올을 두 번 가하여

추출과정을 반복하였다. 추출물을 초고속 진공 저온 농축기로 약

30oBx로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는 −70oC에서 24시간 냉동시킨

후 동결 건조하여 4oC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분석은 Moreno 등(2000)의 실험방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각 시료 100 µL을 80% ethanol

990 µL에 희석하고, 100 µL를 취하여 10% aluminum nitrate와

1 M potassium acetate를 함유하는 80% ethanol 4.3 mL에 혼합하

여 실온에서 4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Mecasys Co.,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은 표준물질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함량(mg QE/sample of 100 g)을 구하였다.

Absorbance = 0.0468 µg quercetin + 0.0195 (R2 = 0.99)

DPPH radical scavenging 측정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

정방법 중 하나며 Blois (1958)의 실험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

다. 99.9% ethanol을 사용하여 DPPH (2.0×10−4 M) 용액 100 µL

와 각 농도별로 시료 100 µL을 96 well plate에 가한 후 잘 혼합

하여 30분 간 상온에서 반응을 시킨 후 517 nm에서 ELISA reader

(Mecasys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00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test sample

ABTS radical scavenging 측정

ABTS 라디칼의 소거 활성을 통해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다음

과 같이 측정하였다.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

fate를 1:1 (v/v)의 비율로 혼합하여 빛에 의한 라디칼 소모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37oC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라디칼을

생성시켰다. Radical stock solution은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68±0.020 되도록 phosphate buffer saline (pH 7.4)로 희석하였다.

각 농도별로 시료를 10 µL에 희석한 ABTS radical 용액 990 µL

을 가하여 암소에서 1분 동안 방치한 후 734 nm에서 분광광도

계(Mecasys Co.)로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00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test sample

표준용액의 제조

Ellagic acid 표준물질을 1 N NaOH를 함유한 증류수를 사용하

였으며, 이 용액을 희석하여 농도가 10-100 µg/mL가 되도록 표준

용액을 만들었다. Chlorogenic acid 표준물질은 증류수에 녹인 후

4oC 냉장보관 하였으며, 10-80 µg/mL가 되도록 표준용액을 만들

었다.

A B–( )

A
-------------------

A B–(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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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분석

분석대상 페놀성분 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 함량 측정

을 위해 autosampler와 DAD detector를 장착한 고성능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gi-

lent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를 이용하였다. 분석용 컬럼으로 SHISEIDO CAPCELL PAK

(4.6×250 mm,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를 함유한 3차 증류수(solvent A), 100% acetonitrile (solvent

B)을 이용하여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HPLC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Method validation)

지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은 의약품 등 분석법

의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KFDA, 2004)에 따라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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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검증하였다.

직선성 및 검출 정량한계-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standard solution을 5개의 농도가 되도록 용액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표준용액들을 HPLC상에서 retention time 및

regression equation (y=ax+b y: peak area, x: concentration (µg/

mL))을 이용하여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2)를 확인하

였다. 각 성분에 대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표준용액의 크로

마토그램을 사용하여 표준편차와 검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여 계

산하였다.

정확성 및 정밀성-정확성과 정밀성 모두 동일농도의 지표 성

분에 대하여 일간(inter-day) 및 일내(intra-day)변동을 알아보기 위

해 정확성 및 정밀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함량분석

표준품 분석을 통해 작성한 검량선을 토대로 peak area 값을

대입하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료는 syringe filter

(0.45 µM, Hyundaimicro Co., Ltd, Seongnam, Korea)로 여과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제시된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평균

값±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Chicago, IL, Korea)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

였으며, 유의성이 있는 경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p<0.05인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물의 수율

추출용매 조건에 따른 비파 잎의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비파 잎 및 비파 어린잎을 식품용으로 적합한 열수와 에탄

올을 농도별로 20% 에탄올, 80% 에탄올로 추출하였다. 추출물들

을 동결건조 시킨 후 고형분 함량을 추출 수율로 계산하였고 추

출물의 수율은 Table 2와 같다. 추출물의 수율은 항산화 활성의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추출물의 생리활성이 우수

하여도 추출물의 수율이 낮을 경우 실질적으로 시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출 수율은 기능성 추출물

의 다양한 제품화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Ham 등,

2015). 비파 잎 및 어린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22.0% 와 23.9%로 비교적 높았으며 비파 잎의 20% 에탄올 추출

물이 9.4%로 가장 낮은 수율을 보였다. 이는 시료에 대한 물과

에탄올의 혼합비의 변수로 추출 수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되며, 추출 수율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quantification of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Parameters Conditions

Standard Ellagic acid Chlorogenic acid

Column SHISEIDO [UG120, AOAD30428, CAPCELL PAK 4.6×250 mm]

Column temperature 40oC 25oC

Flow rate 0.7 mL/min 1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10 µL

Mobile phase
A: 0.1% Formic acid in water A: 0.1% Formic acid in water

B: 100% Acetonitrile B: 100% Acetonitrile

Gradient step

Time (min) A (%) B (%) Time (min) A (%) B (%)

0 90 10 0 95 5

5 90 10 15 85 15

25 40 60 30 70 30

30 20 80 45 0 100

35 90 10 50 0 100

40 90 10

UV Wavelength 254 nm 280 nm

Table 2. The extraction yield of various solvent extracts obtained

from 1,500 g of dry weight E. japonica Lindl.

Sample Dry weight (g) Yields (wt%)1)

E. japonica Lindl. 
leaf

Water 300 20.0

20% EtOH 141 09.4

80% EtOH 330 22.0

E. japonica Lindl.
young leaf

Water 324 21.6

20% EtOH 319 21.2

80% EtOH 358 23.9

1)Yield (%, w/w)=(dry weight of extract, g/weight of dry E. japonica
Lindl., 1,500 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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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Park 등, 2003) 비파 잎 및 어린잎은 경제적으로 활용 가

능성이 있는 식물 소재로 보인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는

천연물의 항산화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화합물로 면역증진에 가

장 도움 되는 물질(Lee와 Kim, 2009; Middleton 등, 1994)로 자

유라디칼을 소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과산화 지질 생성 억

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어 항산화 지표로서 이용 될 수 있다(Song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비파 잎 및 어린잎의 추출용매 조건별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측정하여 총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

을 quercetin의 양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Table 3). 비파 잎은

80% 에탄올 추출물이 2,149.7 mg QE/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순이었다. 어린잎의 경우 비파

잎과 같이 80% 에탄올 추출물이 502.3 mg QE/g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내었고 열수 추출물, 20% 에탄올 추출물 순으로 총 플라

보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기존에 연구된 장미과 식물인 복분자

(Cho 등, 2008) 95% 에탄올 추출물이 249.8 mg QE/g의 총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나타낸 것에 비해 다소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파 잎, 비파 어린잎은 높은 항산

화 효능을 나타내리라 사료된다. 또한 비파 잎 및 어린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이 20% 에탄올, 열수 추출물 보다 더 효과적인 추

출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항산화 활성

활성산소종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찾으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물 추출물의 복잡한 반응으로 인해 수많은

기술이 이용가능하나, 항산화 활성의 단일 절차는 특성화 할 수

없기에 본 연구는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항산화

능 분석법을 사용하여 시료의 항산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용매로 추출한 비파 잎 및 어린잎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농

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 0.8-100 µg/mL의 농도에서 농도가 증가할

수록 높은 소거활성을 보았다(Fig. 1). 기존 항산화제로 알려진 L-

ascorbic acid는 1.5625-6.25 µg/mL에서 43.2-91.0%의 가장 높은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data not shown), 2.45 µg/mL 농도에서 50%

이상 소거활성(IC50)을 나타내었다(Table 4). 모든 추출물 시료에

서 25 µg/mL에서 유의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

내었다. 비파 잎과 어린잎의 80% 에탄올 추출물 IC50은 각각 13.9,

20.7 µg/mL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어린잎은 모든 추출물에

서 20.7-27.4 µg/mL으로 비파 잎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4). 비파 잎 및 어린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

성이 12.5-50 µg/mL 각각의 농도에서 72.1-90.1% 및 58.9-89.9%

의 소거활성능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이 다량 함유되어 비교적 높은 소거 활성이 보인 걸로 추정된다

(Fig. 1). 이는, Koba 등(2007)의 연구에서 비파의 과육, 씨앗, 과

피의 용매별 추출물에 DPPH radical 소거활성 평가에서 열수 추

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결

과와 일치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법은 실제 항산화 활성과 높은 상관성

을 나타내는 시험법이다. ABTS는 peroxidase, H2O2와 반응시킨

활성 양이온 라디칼이며,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면 라디칼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활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한다(Park 등, 2016). 다양한 용매 조건으로 추출한 비파 잎

및 어린잎의 5-80 µg/mL 농도에서 ABTS radical 소거능을 비교

한 결과는 DPPH radical 소거 활성 실험과 일치한 결과양상을

보였다(Fig. 2). 모든 추출물 시료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소거

능이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으며, 20 µg/mL 농도에서 50% 이상

Table 3. Total flavonoid contents of various solvent extracts from

E. japonica Lindl.

Sample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E/g1))

E. japonica Lindl.
leaf

Water 292.8±1.42)a3)

20% EtOH 443.2±1.9b

80% EtOH 2,149.7±1.7c

E. japonica Lindl.
young leaf

Water 184.6±2.4b

20% EtOH 81.6±5.9a

80% EtOH 502.3±1.6c

1)mg QE/g: quercetin equivalents per 100 g of sample
2)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D.
3)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extracts from E. japonica Lindl. leaf (A) and young leaf (B).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test sample required to scaveng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dose-
response curve plotting between % inhibition and concentrations.
The values are indicated as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h)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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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L-ascorbic acid는 2.5-4.5 µg/

mL에서 53.8-96.5%의 높은 ABTS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Fig. 2), IC50 값은 2.36 µg/mL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특히, 어

린잎의 열수, 20% 에탄올,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IC50 값

이 21.0, 19.0, 17.3 µg/mL이었으며, 비파 잎의 열수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이 비슷하거나 낮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ABTS

radical 소거활성 실험 결과가 DPPH radical 소거 활성보다 비교

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ABTS가 친수성 시료와

소수성 시료의 radical 소거활성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서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Choi와 Shin, 2015; Lee 등,

2016a; Re 등, 1999). 그리고, 천연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파

잎 및 어린잎의 열수 추출물에서 각각 IC50 값은 18.0와 21.0

µg/mL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4). 또한, Lee

와 Kim(2009)의 연구에서 비파 잎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항

산화 소거능 SD50 1.71 mg/mL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러한 항산화 활성은 식품성분의 산화를 억제 할 수

있으며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

로서 활용이 가능한 잠재적인 가치를 확인하였다.

HPLC 분석조건 확립

일정 농도 범위에 있는 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양에

대하여 직선적인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

선성을 평가하였으며, 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standard

solution을 HPLC로 반복 측정하여 검량선을 구하였고 결정계수

(R2) 값은 0.9994-0.9999로 1과 거의 유사한 값이므로 높은 직선

성을 보였다. Ellagic acid의 검출한계는 시험법이 각 성분별 분

석 농도보다 낮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보여주어 지표 성분 분

석을 위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검증하였다(Table 5).

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의 표준용액을 각각 저농도 및

고농도로 일정량을 첨가한 뒤 분석에 의해 회수되는 양을 통해

일내(intra-day)와 일간(inter-day) 확인하였다. Ellagic acid의 정확

성은 100.0-101.0% 이내로 확인하였으며, chlorogenic acid는 99.7-

108.0% 사이에서 확인되었다(Table 6).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이드라인 기준치인 회수율 오차 90-110%이내를 만족한다. 정밀

성은 변동계수(c.v., coefficient variation)로써 ellagic acid 0.20-

5.31%, chlorogenic acid 0.29-0.73%의 양호한 값을 나타내어 식품

Table 4. Values of IC50 (µg/mL) for antioxidant activity of various solvent extracts from E. japonica Lindl. leaf, young leaf and L-

ascorbic acid

Sampl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1) (g/mL)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1) (g/mL)

L-Ascorbic acid 002.45±0.052) 2.37±0.05

E. japonica Lindl.
leaf

Water 039.0±0.7c3) 18.0±0.1c

20% EtOH 33.5±0.2b 13.5±0.1b

80% EtOH 13.9±0.3a 10.9±0.3a

E. japonica Lindl. 
young leaf

Water 25.2±0.1b 21.0±0.3c

20% EtOH 27.4±0.1c 19.0±0.2b

80% EtOH 20.7±0.3a 17.3±0.2a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test sample required to scavenge DPPH and ABTS radical activity by 50% (IC50 value) was obtained by SIGMA
PLOT. 
1)IC50 means is the concentration of sample required for scavenging radical by 50%.
2)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D.
3)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extracts from E. japonica Lindl. leaf (A) and young leaf (B).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test sample required to scaveng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dose-
response curve plotting between % inhibition and concentrations.
The values are indicated as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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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 기준치인 상대표준편차 5% 이하를

만족하였다(Table 7).

페놀은 활성산소종(oxygen free radical)에 의해 손상된 DNA,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중 하나이며, 생물학적

및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폴리페

놀의 대표적인 화합물의 ellagic acid와 chlorogenic acid는 천연 화

합물로서 비파 잎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염, 항

산화 및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Bucak 등, 2019;

Naveed 등, 2018). 특히, ellagic acid는 benzo[alpha]pyrene에 의해

유발된 발암에 대해 항암활성을 나타내며, chlorogenic acid는 지

방대사 및 포도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Khanduja

등, 1999; Naveed 등, 2018).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항산화 활성

과 폴리페놀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산화 활성이 가장 뛰

어난 비파 잎 80% 에탄올 추출물에 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 함량분석을 하였다(Table 5). 비파 잎 80% 에탄올 추출물에

ellagic acid 함량은 4.21±0.04 mg/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chloro-

genic acid 함량은 5.13±0.06 mg/g의 함유량을 나타냈다. 비파 잎

에는 ellagic acid, chlorogenic acid외에도 ursolic acid, cryptochlo-

rogenic acid, neochlorogenic acid, kaempferol 등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여러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4; Shin 등, 2012).

비파 잎의 ellagic acid 및 chlorogenic acid을 비롯한 생리활성물

질이 항산화활성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생리활성물

질의 분리 및 구조 동정,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동시분석 및 특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비파 잎의 추출 수율과 추출물의 항산화성, 유

효성분 등을 검토할 때 열수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수

율,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능(DPPH, ABTS)이 가장 우수하였

다. 수율과 항산화성 및 유효성분 함량을 고려한 추출 조건으로

비파 잎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가공식품 및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좋은 천연 소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비파의 잎

과 이에 비하여 연구가 미흡한 비파 어린잎에 대한 항산화 활성

등 생리활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근거를 제공하여 산업적 이용

증대 및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비파 잎 및 비파의 어

린잎을 열수, 20% 에탄올, 80% 에탄올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

용매 조건에 따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주요성분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출물의 수율이 가장 높았던 비파 잎 및 어린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194.7 mg QE/g

및 502.3 mg QE/g으로 장미과 식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함

Table 5. Linear ranges, LOD, LOQ, contents of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in E. japonica Lindl. leaf

Compounds
Linear Range 

(g/mL)
Response Slope

(a)
Response Factor

(b)
R2 LOD (g/mL)1) LOQ (g/mL)2) Contents

(mg/g)3)

Ellagic acid 10-100 132.05 -237.46 0.9999 2.35 7.13 4.21±0.04

Chlorogenic acid 10-80 16.883 -5.3248 0.9994 0.73 2.22 5.13±0.06

1)LOD (Limit of detection)=3.3×(standard deviation/slope of calibration curve)
2)LOQ (Limit of quantitation)=10×(standard deviation/slope of calibration curve)
3)The values are indicated as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able 6. Accuracy of the of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in E. japonica Lindl. leaf

Compounds Spiked Conc. (g/mL) Detected Conc. (g/mL) Recovery (%)1) RSD (%)2)

Ellagic acid

10 09.53±0.51 100.0 5.31

50 47.47±0.37 100.1 0.77

100 95.92±0.49 101.0 0.51

Chlorogenic acid

10 10.30±0.04 108.0 0.38

40 38.24±0.12 100.2 0.32

80 76.09±0.73 099.7 0.68

1)Recovery (%)=[(Amount found−Original amount)/Amount spiked]×100
2)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Table 7. Precision of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in E. japonica Lindl. leaf

Compounds Concentration (g/mL)
Accuracy (%) Precision (c.v.,%)

Intra-day1) Inter-day2) Intra-day1) Inter-day2)

Ellagic acid

10 100.0 100.0 5.31 5.30

50 100.1 99.0 0.66 0.88

100 101.0 100.1 0.20 0.82

Chlorogenic acid

10 108.0 108.0 0.38 0.39

40 100.3 100.2 0.29 0.34

80 100.5 99.0 0.63 0.73

1)Intra-day: three times per day
2)Inter-day: one time analysis of ellagic acid and chlorogenic acid per day fo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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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나타내었으며, DPPH radical 소거 활성 및 ABTS radical 소

거 활성은 모든 추출물 시료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는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비파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DPPH

와 ABTS radical 소거 활성 IC50 값이 13.9와 10.9 µg/mL로 분석

되어 비파 어린잎 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

파 잎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 중 항산화 효능이 입증된

ellagic acid와 chlorogenic acid 성분의 표준화를 위하여 HPLC-

DAD를 이용하여 chlorogenic acid와 ellagic acid의 함량분석 및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

상의 결과 비파 잎 80% 에탄올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

타내어 비파 잎의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각종

가공식품 및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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