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ppl Biol Chem (2016) 59(4), 323−330

http://dx.doi.org/10.3839/jabc.2016.055

Online ISSN 2234-7941

Print ISSN 1976-0442

Article: Bioactive Materials

Utilization of [6]-gingerol as an origin discriminant marker influencing 
melanin inhibitory activity relative to its content in Pinellia ternata

Ju Hyeon An1  · Hyo Jun Won1  · Soo-Kyung Seo2  · Doo-Young Kim1  · 

Chang-Sub Ku2  · Sei-Ryang Oh1  · Hyung Won Ryu1 

반하(Pinellia ternata)에서의 [6]-gingerol 함량과 멜라닌 저해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판별 마커로의 활용

안주현1 · 원효준1 · 서수경2 · 김두영1 · 구창섭2 · 오세량1 · 류형원1

Received: 19 July 2016 / Accepted: 1 September 2016 / Published Online: 31 December 2016

©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6

Abstract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the natural medicinal

plant of the Araceae family, is a perennial plant originated from

the East Asia, but also widely distributed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ts tuber is used as traditional medicine for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such as vomiting, inflammation, and traumatic

injury. Pharmacological studies revealed that P. ternata possesses

anticonvulsant, anti-tumor, insecticidal, and cytotoxic activities.

Despite being well-known as the useful medicinal plant, there is

no reliable, standardized method for origin discrimination.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photodiode array detector

and quadrupole time of flight-mass spectrometry based metabolite-

profiling was applied to explore significant metabolite for origin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P. ternata. One

compound was isolated from Korean P. ternata using repeated

ODS column chromatography by bioactivity guided fractionation,

and determined as [6]-gingero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pectroscopic data includ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MS.

This compound was selected as cosmeceutical biomarker by

fingerprints, and it was associated to melanin inhibitory effect

determining its origin authenticity. Furthermore, the calibration

curve of biomarker was prepared using validated method for the

comparison of conte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P. ternata.

This is the report to address the selection and successful validation

of the discriminant metabolite for confirmation of Korean P.

ternata.

Keywords [6]-gingerol · Korean marker · Melanin · Pinellia

ternata

서 론

반하(Pinellia ternata)는 천남성과(Araceae)의 다년생 식물로써

주로 동아시아 일대(중국, 일본, 한국)에 서식하는 식물이다(Peng

등, 2007). 한방에서는 괴경(tuber)을 약재로 사용하여 거담, 구

토, 경련, 기침 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Ji 등,

2014). 보고된 약리학적 작용으로는 진해, 진토, 항균, 정균, 항

염, 항산화, 진정, 면역, 항비만, 항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nda 등, 1994; Kim 등, 2001; Chen 등, 2003; Kim

등, 2006; Nagai 등, 2010; Zuo 등, 2012; Ahmed 등, 2013;

Zhang 등, 2013; Iwasa 등, 2014; Kim 2015).

최근 약용작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재들의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2014년 약재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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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억 228만 달러에 이르며, 2013년 약재 수입량인 1억 122만

달러 대비 109.25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무역

국인 중국으로부터 많은 약재들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반

하 또한 최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2014년 282.9톤으로 약재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 중 8번째로 많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시

판되는 약재이다(Kim 2015).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하는 주

로 한국산 반하와 중국산 반하이다. 한국산 반하는 중국산 반하

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반하가 중

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과 한국산 반하가 중국

산 반하에 비해 더욱 뛰어난 효능을 지닐 것이라는 국내 소비

자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소비자 심

리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산 반하를 한국

산 반하로 둔갑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 반하와 중국산 반하를 구별하기 위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약재들을 형

태학적, 조직학적으로 판별하는데, 한국산 반하와 중국산 반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이를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

결하고자 반하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판별법이 연구되었고,

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분석과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분석을 통해 한국산 반하와 중국

산 반하를 분자생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Chung 등,

2002). 하지만, 분자생물학적 판별법보다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활성과 연관된 화학적인 접근을 통한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의

원산지 판별 화합물 발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천연물 소재의 품질 관리와 표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

면서, MS기반 대사체 분석을 통한 마커 탐색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산품인 인삼에 대한 지

역별 혹은 국가별 판별 마커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며, 한국산

백삼의 경우 notoginsenoisde R2와 ginsenoside Ro가 판별 화

합물로 보고되어 원산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마커로 활용되

고 있다(Song 등, 2014). 또한, 대사체의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겨우살이에서 동일한 속의 종을 판별할 수 있는 활성 타겟 마

커를 도출하여 화학적 분류(chemotaxonomy)에 활용되는 접근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Song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를 판별할 수 있는 화합

물을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photodiode array

detector (UPLC-PDA)와 quadrupole time of flight-mass spectro-

metry (QTof-MS)를 이용한 fingerprint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고,

한국산 반하로부터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MPLC) 기반 활성유도 분획법을 이용하여 타겟 화합물을 분리

및 구조 동정하여 멜라닌 저해 활성을 지닌 한국산 유효 및 원

산지 판별 마커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판별 화

합물의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산출하여

분석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의

판별 화합물에 대한 정량 및 크로마토그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산 반하의 약용화장품 원료로서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한국산 반하(5종)와 중국산 반하(8종)는

2015년 국내 유통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확보하였고,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동정하고 보관하였다. 수

집된 반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인 B16F10 cell은 한국 세포주 은행

(Korean Cell Line Bank)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포배양을 위

해 1 % antibiotic과 10 % fetal bovine serum (FBS), phosphate

buffered saline, Dulbeccos’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은 Gibco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독성과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 평가를 위해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였고, 3-

(4,5-dimethylthiaxo-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은 SpectraMax M5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측정하였다.

Ethanol (EtOH) 용매(SK chemical, KR)는 추출물 제조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타겟 화합물 분석과 분리를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용 methanol (MeOH,

Table 1 The list of five Korean P. ternata and eight Chinese P. ternata

Sample name Origin Supplier Voucher

KPT-1 Korea (Jeju) Cotde Inc. (contract farming) PBC466

KPT-2 Korea (Jeju) Cotde Inc. (contract farming) PBC467

KPT-3 Korea (Sancheong) GyeongNam Oriental Medicinal Herb Institute PBC468

KPT-4 Korea (Seosan) Korea Herb Medicine Distribution Association PBC469

KPT-5 Korea (Jecheon) Jecheon Herb Co. PBC470

CPT-1 China Unkok Herb Co. PBC471

CPT-2 China Miryung Co. PBC472

CPT-3 China Hyunjin Co. PBC473

CPT-4 China Johwa Co. PBC474

CPT-5 China Dongyang Herb Co. PBC475

CPT-6 China Poongsan Co. PBC476

CPT-7 China Buyoung Co. PBC477

CPT-8 China Cheongmyung Co. PBC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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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well, Moris Plains, NJ, USA)과 acetonitrile (ACN,

Honeywell, Moris Plains, NJ, USA), formic acid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leucine enkephalin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여 UPLC-QTof-MS (Waters, Milford,

MA, USA), PDA (Waters, Milford, MA, USA), MPLC (Gilson,

Middleton, WI, USA), preparative-HPLC (PLC, Gilson, Middleton,

WI, USA) 기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조분석을 위해

Bruker AM400 (lH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at

400 MHz, 13C NMR at 100 MHz, Billerica, MA, USA)에

chloroform-d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Andover, M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산 반하를 이용한 칼럼분획물 제조

음건한 한국산 반하 6 kg을 tube mill (IKA, Staufen, Germany)

을 이용하여 잘게 분쇄하고 94 % ethanol (94 % EtOH, 10

L×3)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3회 반복 추출한 후 여과하였

다. 얻어진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94 % EtOH 추출물(24.2 g,

수율 0.40 %)을 얻었다. MPLC 기기에 250×20 mm의 YMC-

Pack ODS-AQ-HG (10 mm, YMC, Kyoto, Japan) 칼럼관과

ultraviolet (UV) 검출기(230, 280 nm) 장착한 후, 추출물 4.0 g

을 로딩하였고, 증류수와 MeOH의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

여 MeOH 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50→100 %, 120

min) 칼럼분획물을 제조하였다. 칼럼분획물을 제조한 후, 각 분

획물에 대하여 UPLC-PDA와 연계하여 활성유도 분획법을 통

하여 유효성분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UPLC-PDA를 이용한 한국산 반하 칼럼분획물 분석

유효성분 화합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UPLC에 BEH C18

(2.1×100 mm, 1.7 mm) 칼럼관과 photodiode array (PDA) 검출

기를 장착하고 칼럼오븐의 온도를 35 oC로 유지하여 각 분획물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A용매는 0.1 % formic acid가 포

함된 증류수로, B용매는 0.1 % formic acid가 포함된 ACN으로

준비하였다. UPLC 이동상 조건은 0-1 min 10 % B, 1-2 min

50 % B, 2-8 min 100 % B, 8-10 min 100 % B, 10-10.5 min

10 % B, 10.5-13.0 min 10 % B를 유속 0.4 mL/min로 흘렸으

며, 시료는 5 mL (2 mg/mL) 주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산 반하 칼럼분획물의 세포 독성 및 활성측정을 위한 세포

배양

마우스 멜라노마 세포인 B16F10 cell을 각각 1 % antibiotic과

10 % FBS가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oC, 5 %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한국산 반하 칼럼분획물의 세포 독성 측정

B16F10 cell을 2.0×104 cells/mL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18시간 배양 후 샘플을 50 mg/mL 농도로 조제하여 첨가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MTT 용액 100 m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배양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DMSO 200

mL를 가하여 침전물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

를 사용하여 540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샘플 군에 대한

평균 흡광도 값을 구하였으며, 대조군의 흡광도 값과 비교하여

세포생장률을 측정하였다.

한국산 반하 칼럼분획물의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 측정

B16F10 cell을 DMEM 배지를 이용하여 2.0×104 cells/mL로

24 well plate에 분주하고 α-MSH (200 nM)로 활성화 시킨 후

24시간 배양 후 샘플을 50 mg/mL 농도로 조제하여 첨가한 후

48시간 후에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4)으로

세척하였다. 그 다음 melanin에 1 N NaOH를 가하여 80 oC 에

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Jeon 등, 2012). Melanin 생합성 저해는 샘플 용액의 첨

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타겟 판별 화합물 분리 및 구조분석

타겟 판별 화합물이 풍부한 칼럼분획물(KPT Fr. 9)을 농축하여

prep-HPLC 칼럼(YMC-Pack ODS-AQ, 250×20 mm, 5 mm,

YMC)를 사용하여 유속은 14 mL/min로 A용매는 증류수, B용

매는 ACN을 혼합용매로 사용하여 0-5 min 60 % B, 5-35 min

100 % B, 35-40 min 100 % B 조건으로 ACN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타겟 판별 화합물 1종을 분리하였다. 그 후, UPLC-

QTof-MS에 BEH C18 (2.1×100 mm, 1.7 mm) 칼럼관과 PDA

검출기를 장착하고 칼럼오븐의 온도를 35 oC로 유지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A용매는 0.1 % formic acid가 포함된 증류수로,

B용매는 0.1 % formic acid가 포함된 ACN으로 준비하였다.

UPLC 이동상 조건은 0-1 min 10 % B, 1-2 min 50 % B, 2-8

min 100 % B, 8-10 min 100 % B, 10-10.5 min 10 % B, 10.5-

13.0 min 10 % B를 유속 0.4 mL/min로 흘렸으며, 시료는 2

mL (50 mg/mL) 주입하였다. MS 분석에서 이온화 방법을

electron spray ionization으로 채택하였고, positive로 capillary

voltage 2300 V, ion source temperature 110 oC, desolvation

gas (N2) 유속 800 L/h, mass scan 범위 m/z 100-1500, lockspray

reference로 luecine enkephalin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구조 분석

을 위해, 분리된 타겟 화합물에 대한 NMR 분석을 실시하였고,

MS를 이용하여 얻은 분광학적 정보와 NMR 분석 데이터를 종

합하여 구조를 동정하였으며, 이전의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최종

확인하였다(Jiang 등, 2005; Kim 등, 2008).

화합물 1 ([6]-gingerol)

연황색 오일, = +27.8o (c=1.0, CHCl3), HRESIMS m/z

=277.1813 [M-H2O+H]+ (calcd for C17H24O3, 277.1804), λmax

(MeOH) 223, 280 nm. 1H-NMR (400 MHz, CDCl3) dH 6.69

(1H. d, J=2.0 Hz, H-2), 6.60 (1H, d, J=8.4 Hz, H-5), 6.53

(1H, dd, J=8.4, 2.0 Hz, H-6), 3.86 (1H, m, H-5’), 3.74

(3H, s, OCH3), 2.69 (4H, s, H-1', H-2'), 2.44 (2H, dd,

J=8.4, 2.0 Hz, H-4'), 1.21-1.32 (8H, m -(CH2)2, H-6'-H-9')

0.83 (3H, t, H-10'); 13C-NMR (100 MHz, CDCl3) dC 14.7

(C-10'), 24.0 (C-9'), 26.6 (C-8'), 30.6 (C-1'), 33.2 (C-7'),

38.7 (C-6'), 46.7 (C-2'), 51.6 (C-4'), 56.6 (OCH3), 69.2 (C-

5'), 113.3 (C-2), 116.3 (C-5), 121.9 (C-6), 134.2 (C-1),

145.9 (C-4), 149.0 (C-3), 212.1 (C-3').

분석법 유효성 검증

타겟 판별 화합물을 MeOH에 녹여 stock solution을 만든 후,

0-100 mg/mL 범위 내에서 8개 농도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제

조하였다. 실험적 오차를 줄이고, 반복성(repeatability)과 재현성

β[ ]
2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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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ibility), 정밀성(precision)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한 표

준용액을 UPLC-PDA를 이용하여 UV 230 nm에서 각각 3반복

분석을 실시하였고, 농도에 따른 피크의 면적을 단순 선형회귀

곡선의 형태로 구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검량곡선

의 직선성(linearity)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통하여 판단하였으며,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검량곡선의 평균

기울기와 검량식 절편의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 추출물 샘플 제조

국내 유통시장에서 확보한 한국산 반하(5종)과 중국산 반하(8종)

을 음건하여 각각 Tube mill (IKA, Staufen, DE)을 이용하여

10 g씩 잘게 분쇄하였다. 그리고, 94 % ethanol (94 % EtOH,

100 mL×3)을 가한 후, 초음파 추출법(ultrasonication extraction)

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추출, 여과하였다. 얻어진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각각의 추출물을 얻은 후, 94 % EtOH에 녹여 50

mg/mL의 균일한 농도로 샘플을 제조하였다.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 추출물의 UPLC-PDA 분석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의 94 %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타겟 판별

화합물을 확인하기 위해 UPLC에 BEH C18 (2.1×100 mm, 1.7

mm) 칼럼관과 PDA 검출기를 장착하고 칼럼오븐의 온도를 35
oC로 유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A용매는 0.1 % formic acid

가 포함된 증류수로, B용매는 0.1 % formic acid가 포함된

ACN으로 준비하였다. UPLC 이동상 조건은 0-1 min 10 % B,

1-2 min 50 % B, 2-8 min 100 % B, 8-10 min 100 % B, 10-

10.5 min 10 % B, 10.5-13.0 min 10 % B를 유속 0.4 mL/min

로 흘렸으며, 시료는 5 mL (50 mg/mL) 주입하여 무작위 3반복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겟 판별 화합물 정량 및 크로마토그램 비교분석

한국산 반하(5종)과 중국산 반하(8종)의 타겟 판별 화합물을 정

량하고 그 함량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UPLC-PDA 크로마토그

램(UV 230 nm)에서 타겟 판별 화합물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을

적분을 통해 구하였다. 피크 면적값을 검량식에 대입하여 각각

Fig. 1. (A) UPLC-PDA chromatogram of 94 % ethanol extracts of Pinellia ternata for bioactivity-guided fractionation. (B) Effect of KPT Fr.1-17

fractions on the growth of B16F10 melanoma cells.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of fractions and control (DMSO) treated B16F10

melanoma cells after 24 h at 50 mg/mL concentration. (C) Effect of 1-17 fractions on melanogenesis in B16F10 cells cultured with 50 mg/mL for 2

days. Changes of melanin contents that were pretreated wit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α-MSH) and then cultured with fractions for 48 h.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0.01 compared to the control (no treatment) and **p <0.005 compared

to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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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료에 대한 타겟 판별 화합물의 함량을 산출하여 서로 비

교하였고,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의 크로마토그램을 overlay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국산 반하 칼럼분획물 제조

국내산 반하의 타겟 유효성분 화합물을 분리하고 구조동정하기

위해 MPLC 기기에 YMC-Pack ODS-AQ-HG (10 mm, YMC)

칼럼관과 UV 검출기(230, 280 nm) 장착한 후, 추출물 4.0 g을

로딩하여 증류수와 MeOH의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MeOH 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50→100 %, 120 min)

UPLC-PDA와 연계한 활성유도 분획법(bioactivity-guided

fractionation)을 병행하며 역상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총 17개의 분획물(KPT Fr.1-Fr.17)을 얻었다(Fig.

1A).

한국산 반하 칼럼분획물의 세포독성 및 melanin 저해활성 측정

한국산 반하에서 분리된 칼럼분획물과 생리활성 사이의 유의적

인 활성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17개의 분획물들의 melanin 저해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리활성 평가에 앞서 활성과 세포

독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MTT assay로 측정하였다. MTT assay

는 대사가 왕성한 살아있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mitochondria

의 탈 수소 효소작용에 의하여 수용성의 노란색인 MTT

tetrazolium을 환원시켜 생성되는 자주색의 비수용성 formazan을

UV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반하 칼럼분획물들의 세

포독성 결과, KPT Fr. 7, 10, 14, 17 분획물들을 제외한 칼럼

분획물들이 50.0 m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Fig. 1B). 세포독성이 없으며 melanin 저해활성이 뛰어난 한

국산 반하의 타겟 유효성분 화합물을 추적하기 위해 melanin

저해활성 역시 관찰하였다. B16F10 cell을 α-MSH (200 nM)로

활성화 시킨 후 칼럼분획물을 50.0 mg/mL 농도로 처리하여 48

시간 후 생성되는 melanin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17개의 칼럼

분획물들 중 세포독성이 없으며 melanin 함량을 유의성 있게

저해하는 분획물은 retention time 4.45분에 확인된 peak가 많이

함유된 KPT Fr. 9로 확인되었다(Fig. 1C).

타겟 판별 화합물 분리 및 구조분석

칼럼 유효분획물 중 타겟 유효성분 화합물의 양이 가장 많이

함유된 분획물 KPT Fr. 9를 농축하여 PLC로 C18 column

(YMC-ODS-AQ)에 로딩 후, 증류수와 ACN의 혼합 용매를 이

동상으로 하여 ACN 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60→100

%, 30 min)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1회 주입량을

200 mL로 하여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1종의 활성 단일물질

10.2 mg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타겟 판별 화합물을 MS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retention time은 4.45분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피크는 m/z=277.1813 [M-H2O+H]+ (calcd for C17H25O3,

277.1804), λmax (MeOH) 223, 280 nm를 가져 gingerol로 예상

되었고(Jiang 등, 2005), NMR을 이용하여 구조를 동정한 결과,

Fig. 2. UV spectrum, MS chromatogram and chemical structure, HRESIMS elemental composition of [6]-ging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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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ingerol임을 확인하였고(Fig. 2), 선행문헌의 1H, 13C-NMR

데이터와 비교하여 [6]-gingerol임을 확인하였다(Kim 등, 2008).

본 연구는 처음으로 반하로부터 [6]-gingerol을 분리하여 구조

동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반하 소재를 이

용한 기능성 미백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과 개발 제품의 유효성

분 QC (quality control) 화합물로 [6]-gingerol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gingerol에 대한 분석 연구는 생강에서 분

리된 [6]-gingerol의 GC-MS를 이용한 구조 분석과 멜라닌 저해

활성이었다(Ali 등, 2008; Huang 등, 2011).

분석법 유효성 검증

유효성분 화합물로 선정된 [6]-gingerol의 직선성 검증을 위한

표준시료 농도 범위는 0-100 mg/mL이었으며, 8개 농도로 희석

하여 표준용액을 UPLC-PDA를 이용하여 [6]-gingerol 최대흡광

도 부근의 UV 230 nm에서 3반복 분석하였다. [6]-gingerol 검

량곡선의 직선성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y=12535x+6639.4이었고

결정계수(R2)는 0.9917로 해당 분석조건 하에서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직선성을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6]-gingerol의 LOD

값과 LOQ 값은 각각 0.90 mg/mL과 2.73 mg/mL이었다(Table

2). 그리하여, 타겟 판별 화합물 [6]-gingerol 분석법은 유효성

검증을 통하여 직선성 및 정밀도, 반복성, 재현성을 지닌 것으

로 확인되었다.

UPLC-PDA 분석을 통한 타겟 판별 화합물 정량 및 크로마토

그램 비교분석

한국산 반하(5종)와 중국산 반하(8종)을 각각 94 % 에탄올로 추

출하였고, fingerprint 분석방법을 통해 한국산 판별 화합물을 확

인하기 위해 UPLC-PDA (UV 230 nm)에서 시료당 13분 동안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 추출물의 크로마토그

램을 overlay하여 비교한 결과, retention time 4.45분에 나타난

메인 화합물 [6]-gingerol의 피크가 한국산 반하에서 중국산 반

하에 비해 특이적으로 큰 피크 면적을 나타내었다(Fig. 3).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의 타겟 판별 화합물 [6]-gingerol 함량

비교를 위해 검량곡선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시료 별로 그

함량을 구하였다. UPLC-PDA 크로마토그램(UV 230 nm)에서

타겟 판별 화합물의 피크 적분값을 검량식에 대입하여 함량을

구하였고, 시료 별로 [6]-gingerol의 함량을 평균값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Table 3).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의 [6]-gingerol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은 5종 중에서 제주도에서 재배된 반하 2종(KPT-1, KPT-

Fig. 3. Photodiode array (PDA) chromatograms (UV 230 nm) of (A) five Korean P. ternata and (B) eight Chinese P. ternata. The peak at retention

time 4.45 min was [6]-gingerol, and Korean P. ternata has large amounts of [6]-gingerol compared to Chinese P. ternata. The red arrows were

indicated as the peak of [6]-ging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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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서산에서 재배된 반하(KPT-4)에서 각각 0.58±0.05, 0.60±0.07,

0.31±0.03 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중국산의 경

우, [6]-gingerol의 함량이 미비하지만 8종 중에 3종(CPT-1,

CPT-2, CPT-8)에서 정량한계 범위 내에서 타겟 판별 화합물의

함량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0.03±0.01, 0.07±0.02,

0.08±0.02 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국산 중 제주도 및

서산 지역의 반하와 [6]-gingerol이 검출된 중국산 반하의 [6]-

gingerol 대사체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주도 및 서산

에서 재배된 반하가 [6]-gingerol이 확인된 중국산에 비해 함량

이 12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반하의 미백 바이오

마커인 [6]-gingerol은 함유량이 높게 나타난 한국 제주도 및 서

산 지역의 반하가 수입된 중국산 반하보다 미백 기능성화장품

소재로 적합성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일부 한국산 반하에 대한 미백 바이오 판별 마커

로 선정된 [6]-gingerol은 추출물 및 칼럼분획물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함유된 단일성분으로 확인되었고, 유효성이 검증된

UPLC-PDA 크로마토그램을 통해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를 비교

한 결과, retention time 4.45분에 나타난 메인 화합물 [6]-

gingerol의 피크 면적이 한국의 제주도 및 서산 지역의 반하에

서 대부분의 중국산 반하에 비해 특이적으로 큰 피크 면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6]-gingerol은 한국산 판별 마커

및 QC (quality control)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고, fingerprint 분석방법을 이용한 유효성분 비교 결과에서도

melanin 저해활성과 판별 대사체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

키는 중요한 미백 바이오 판별 마커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

의 제주도와 서산에서 재배된 반하의 경우, [6]-gingerol의 함량

이 일반적인 중국산에 비해 12배 높은 함량을 나타냄을 최종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6]-gingerol의 함량이 높은 한국산 지역

의 반하를 기능성 미백 화장품 소재 원료로 개발하는 것이 더

욱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반하(Pinellia ternata Breitenbach)는 천남성과(Araceae)의 약용

식물로 동아시아 일대가 원산지이며, 유럽과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식물이다. 반하의 괴경(tuber)은

약재로 사용되어 구토, 염증, 외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보고된 약리학적 작용으로는 항경련, 항종양, 살충, 세

포독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하는 약리학적으로 유

용한 약용식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판별

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를 위한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의적인 화

합물을 탐색하기 위해 UPLC-PDA와 QTof-MS에 기반을 둔 대

사체 표지법을 이용하였다. 한국산으로부터 원산지 판별 화합물

로 예상되는 화합물을 반복적인 역상 칼럼크로마토그래피에 기

반을 둔 활성유도 분획법을 통해 분리하였다. 그리고, NMR과

MS를 포함한 물리화학적, 분광학적 정보의 결과를 토대로 [6]-

gingerol이라는 화합물의 구조를 동정하였다. [6]-gingerol은 원

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을 지

닌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유효성분 원산지 판별 화합물로 Fingerprint법에 의해 선정되었

다. 더욱이, 한국산과 중국산 반하 유래 [6]-gingerol의 함량 비

교를 위해, 유효성이 검증된 분석법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검

량곡선을 작성하여 그 함량을 비교하였다. 이것은 한국산 반하

판별을 위한 화합물 선정과 성공적인 유효성 검증을 다룬 최초

의 보고이다.

Keywords 멜라닌 · 반하(Pinellia ternata) · 한국산 마커 · 

[6]-ging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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