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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osa canina L. is health functional food materials that can help to temporarily relieve symptoms

of arthriti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analytical methods for hyperoside of Rosa canina

L.. Methods based on HPLC with ultraviolet detection (UVD) were established through instrumental analytical con-

ditions, and the examination of data,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reliable methods and journals. HPLC UVD analysis

using Capcell Pak C
18

 MG II column at 353 nm was determined on test through the column, mobile phase. The vali-

dation has been performed on the method to determine linearity, accuracy, limits of quantification (LOQ) and repeat-

ability for hyperoside. The method showed high linearity in the calibration curve at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of

0.999, and the LOQ was 0.393 µg/mL.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values of data from repeatability precision

was between 0.6 and 2.6%. Recovery rate test at hyperoside scored between 98 and 99%.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stablished HPLC method is very useful for the determination of hyperoside in Rosa canina L. to develop a health

functiona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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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힙(Rosa Canina L., dog rose)은 주로 유럽과 남미

에 자생하는 장미과나무의 열매로서 일반적으로 봄에 열

매가 맺기 시작해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성숙해진다. 전

통적으로 하루에 2~5 g 정도의 분말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항비만작용,

항당뇨작용, 항괴양성위염작용, 항미생물작용, 항암·항돌

연변이작용 등이 최근까지 관심을 끌어왔다1,3). 로즈힙은

전통적으로 자연 산화제 중 영양학적으로 가장 많은 이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전통적으로 민간요

법에서는 로즈힙의 꽃잎, 잎, 과일 등이 신장염, 감기, 기

관지염, 습진 및 가려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5). 특히, 유럽 국가의 인체적용시험에서 관절염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로즈힙분말 섭취후 WOMAC

지수 (관절통증, 뻣뻣함, 일상생활 불편함, 환자의 자가 진

단)가 개선됨을 확인하였고, 관절염 약물 섭취량의 유의적

인 결과가 관찰되었다6-8). 또한 기전연구에서는 로즈힙분

말용매분획물을 처리하였을 때, 염증유발 관련 지표인

COX-1과 COX-2의 저해효과를 농도의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9,10), 로즈힙에탄올추출물을 먹인 동물시험에서는 발

부종의 크기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11,12). 

로즈힙은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탄닌과

같은 활성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13). 로즈힙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과육에 많이 들어 있으며, 과일 및 채소

중에 가장 높은 비타민 C (30-1300 mg/100 g)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타민

C가 풍부한 로즈힙은 괴혈병을 예방하는 물질로써 사용되

기도 하였다5). 또한, 비타민 C이외에도 미네랄, 카로티노

이드, 아스코르빈산, 말산, 시트르산, 토코페놀, 플라보노

이드, 탄닌, 펙틴, 당, 유기산,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그네슘(Mg,

1909 mg/kg)외 13종의 미네랄과 펙틴(pectin), β-carotene,

β-sitosterol 등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Isoquercetin 또는 Quercetin 3’-glucoside라 불리는 hyper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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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즈힙 분말과 같은 허브류 식물에 들어 있는 플라보

노이드계 물질로써 중국 등에서는 전통적으로 신경보호,

항염증, 항산화 효과에 사용하고 있다14,15). 많은 약재에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hyperoside(3-O-β-D-galactoside)는

플라보놀 배당체의 일종으로 항바이러스성 활성, 항통증,

항염증, 심혈관계 질환, 간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플라보노이드는 야채, 한약, 과일 및 콩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폴리페놀 물질에 대한 통칭으

로 적어도 5천종 이상의 플라보노이드가 지금까지 보고되

어 있다. 이 플라보노이드 물질들은 항산화, 항균, 항바이

러스, 항염증, 에스트로겐 유사작용, 항에스트로겐 작용,

항돌연변이 작용, 효소 활성화 및 효소 저해 작용 등 다

양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

학조사에서는 플라보노이드의 섭취량과 심장 관상혈관 질

환의 발생과 반비례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어, 플라보노이

드류를 함유하는 식품은 약리학적 및 영양학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어 있다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USP17) 등과 같은 국·내외 문

헌 및 저널 검색을 통하여 로즈힙분말의 지표성분인

hyperoside의 시험법을 검토하고, 시험법 검증을 통한 시

험법 확립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 재료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품목제조 및 수입신고현황 전

수조사를 통해 로즈힙 분말을 주원료로 한 8건의 건강기능

식품을 선정하였고 인터넷, 마트 및 백화점에서 판매·유

통되고 있는 2건의 분말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약

표준품으로 사용한 hyperoside 및 인산은 Sigma-Aldrich

(St.Louis,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메탄올은

Merck사(Whitehous station, USA), 아세토니트릴은 Busdick

& Jackson사(SK Chemical, KOREA)로부터 HPLC급으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조건

Hyperoside 분석을 위해 HPLC (Nanospace SI-2, Shiseido,

Toky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표준용액의 조제

Hyperoside를 60% 메탄올에 녹여 1,000 μg/mL의 농도

가 되도록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하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하여 표준용액을 2, 5, 10, 20, 40, 60 μg/mL가 되도록

60% 메탄올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시험용액의 조제

시료 1 g을 취하여 10 mL 부피플라스크에 60% 메탄올

7 mL과 함께 넣은 후, 50oC에서 60분 동안 초음파 추출하

였다. 추출액은 방냉 후 60% 메탄올로 정용하여 시린지

필터(0.45 μm)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크로마토그램

Fig. 2에는 10 μg/mL 농도의 hyperoside 표준용액을 HPLC

Fig. 1. Structure of hyperoside.

Table 1. Properties of physical chemistry of hyperoside

IUPAC name

2-(3,4-dihydroxyphenyl)-3-[(3R,4S,5R,6R)-

3,4,5-trihydroxy-6-(hydroxymethyl)oxan-2-

yl]oxy-4H-chromene-4,5,7-triol

Other name

hyperozide, hyperasid, hyperosid, hyperin, 

quercetin galactoside, quercetin-3-galactoside, 

quercetin-3-O-galactoside

Chemical formula C
21

H
20

O
12

Molecular weight 464.38

Density 1.879 g/mL

Table 2.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hyperoside

· Column 
Capcellpak C18 MG II 

(4.6 mm × 250 mm, 5.0 µm)

· Oven Temperature 40oC

· Mobile phase 
A: 0.1% Phosphoric acid (in D.W)

B: Acetonitrile

· Gradient condition min 0.1% Phosphoric acid Acetonitrile

0 92 8

6 88 12

26 74 26

28 5 95

33 5 95

35 92 8

40 92 8

· Flow rate 0.8 mL/min

· Injection volume 10 µL

· Detector UV 35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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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다.

분석법 검증

직선성

Hyperoside는 2~60 μg/mL의 농도범위에서 r2 = 0.999이

상의 우수한 직선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표본시료를 분석한 검량선의 기울기와 표준편차에 근거

하여 3배를 곱한 값을 기울기 값으로 나눈 것을 검출한계,

10배를 곱한 값에 기울기 값으로 나눈 것을 정량한계로

설정하였다18-19). 그 결과 hyperoside의 검출한계는 0.130 μg/

mL이며, 정량한계는 0.393 μg/mL로 나타났다. 

정밀성

반복시험(Repeatability)의 재현성과 분석일자별 정밀성

(Intermediate Precision)을 측정하였다.

검체량의 변화에 대한 반복 정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검체 1개를 선정하여 각각 1 g, 2 g, 3 g으로 검체를

취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18-19). 각 농도의 상대표준편차

를 확인한 결과 1x배, 2x배 및 3x배 채취 시 각각 2.10%,

0.67%, 2.63%임을 확인하였다(Table 3).

분석 시간의 변화에 대한 반복 정밀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표본검체 1개를 선정하여 0 시간, 24 시간, 48 시간마다

시험조작 5회 반복 측정하였다18-19).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2.10%, 1.73% 및 2.00%로 관찰되었다. 또한, 일간 정밀성

의 상대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 0.20%로 나타났다(Table 4).

정확성

전체 시료를 대표로 하는 표본 시료 1개에 대하여 각기

다른 농도를 Spiking/Recovery 방법으로 회수되는 백분율

을 통해 매트릭스 영향을 검토하였다18-19). 표준물질 첨가

법에 따라 단일분석용액에 대해 측정하고 같은 수준 및

원래 수준의 2x 및 3x배의 표준 분석물을 추가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즉, 표본 시료에 대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하고 표준용액을 첨가하였을 때 최종 농도가 시료에

존재하는 참값과 가장 가까운 근사값 농도인 10(1x배) μg/

mL, 20(2x배) μg/mL, 30(3x배) μg/mL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농도에서 회수율은 99.04%, 98.60%, 98.16%

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편차는 2.95%, 1.41%, 0.75%로

관찰되었다(Table 5).

확립한 시험방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유통 중인 건강

기능식품 제품들을 분석하였다. 유통 중인 로즈힙분말 건

강기능식품 제품은 2건으로 확인되었고, 2건의 제품을 조

Fig. 2. Chromatogram of hyperoside standard solution by HPLC-

UVD.

Table 3. Repeatability data of hyperosidea (n = 5)

Treatment
Ab

1 g 2 g 3 g

1 63.22 64.45 66.52

2 64.26 63.99 65.69

3 64.27 63.83 70.10

4 66.32 64.90 68.95

5 66.23 64.10 67.68

Analytes mean (µg/g) 64.86 64.26 67.79

RSD (%) 2.10 0.67 2.63

aEvaluating on the HPLC systems at three concentration levels
bspecimen sample

Table 4. Intermediate precision data of hyperosidea (n = 5)

Treatment
Ab

0 h 24 h 48 h

1 63.22 62.48 61.52

2 64.26 64.43 62.25

3 64.27 64.85 62.85

4 66.32 65.31 64.10

5 66.23 63.69 64.55

Daily Mean (µg/g) 64.86 64.16 63.05

Inter-day RSD (%) 2.10 1.73 2.00

Intra-day RSD (%) 0.20

aIntermediate precision data using HPLC systems on different

days
bspecimen sample

Table 5. Accuracy data of hyperoside (n = 5)

Treatment
Fortified concentration (ug/mL)a

10.0 20.0 30.0

1 103.12 100.41 98.09

2 100.88 97.23 99.30

3 98.32 99.06 97.38

4 96.19 99.12 98.36

5 96.69 97.16 97.66

Recovery mean (%) 99.04 98.60 98.16

RSD (%) 2.95 1.41 0.75

aConcetration of hyperoside standard added 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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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지표성분의 기준규격 (표시량의 80~120%)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에 대한 시

험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에 적합

한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안)의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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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관절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Rosa Canina L.의 지표성분인

hyperoside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분석법과 저널들을 참

고하여 hyperoside의 HPLC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Hyperoside

의 HPLC 분석법은 이동상과 컬럼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Capcell Pak C18 MG II 컬럼으로 353 nm으로 설정하였다.

시험 분석법 검증은 hyperoside에 대한 직선성, 정확성, 정

량한계(LOQ) 및 정밀성을 수행하였다. Hyperoside은 2~60

μg/mL 농도에서 우수한 직선성(R2 = 0.999)을 나타내었다.

정확성의 회수율은 98~99%로 관찰되었으며, LOQ는 0.393

μg/mL으로 나타났고, 재현성에 대한 정밀성은 상대표준편

차가 0.6~2.6%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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