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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ive (Olea europaea L.) leaves, a raw material for

health functional foods and cosmetics have abundant polyphenols

including oleuropein (major bioactive compound) with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antioxidant, antibacterial, antiviral, anticancer

activity, and inhibit platelet activation. Oleuropein has been

reported as skin protectant, antioxidant, anti-ageing, anti-cancer,

anti-inflammation, anti-atherogenic, anti-viral, and anti-microbial

activity. Despite oleuropein is the important compound in olive

leaves, there is still no quantitative approach to reveal oleuropein

content in commercial products. Therefore, a validated method of

analysis has to develop for oleuropein. In this study, the

components and oleuropein content in 10 types of products were

analyzed using a developed method with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o quadrupole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charge of aerosol detector, and photodiode array. The total of 18

compounds including iridoids (1, 3, 4, 14, and 16-18), coumarin

(2), phenylethanoids (5, 9, and 11), flavonoids (6-8, 10, 12, and

13), lignan (15), were tentatively identified in the leaves extract

based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ry data, and the content of

oleuropein in each product was almost identical between two

detection methods. The oleuropein in three commercial product

(A, G, H) was contained more over the suggested content, and it

of five products (B, E, H, I, J) were analyzed within 5-10% error

range. However, the two products (C, D) were found far lower

than suggested contents. This study provides that analytical results

of oleuropein could be a potential information for the quality

control of leaf extract for a manufactured functional food.

Keywords Oleuropein content · Olive leaves · Quality control ·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o quadrupole time-of-

flight mass spectrometry

서 론

올리브 나무(Olea europaea L.)는 물푸레나무과(Oleaceae)에 속

하며 열매를 절여 먹거나 압착을 하여 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리브 열매는 주로 지중해 지역에

서 많이 소비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19-20년 소비량은

약 3,234,000톤으로 전년대비 5.8%가 상승된 값으로, 점점 소

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1]. 이러한 세계적인 소비로 인해 연

간 약 3백만톤 이상의 올리브 열매가 수확되는데, 열매 1.25 kg

Hyung Won Ryu  (�)
E-mail: ryuhw@kribb.re.kr

Sei-Ryang Oh (�)
E-mail: seiryang@kribb.re.kr

1Natural Medicine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30-Yeongudanji-ro, Ochang-eup, Cheongwon-
gu, Cheongju-si, Chungbuk, 28116, Republic of Kore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839/jabc.2021.017&domain=pdf&date_stamp=2021-06-30
http://orcid.org/0000-0001-5291-3942
http://orcid.org/0000-0002-9769-4779


114 J Appl Biol Chem (2021) 64(2), 113−119

가 수확 되는 기준으로 약 25 kg의 올리브 잎이 부산물로 생산

된다[1,2]. 올리브 잎은 동물의 기능성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조하여 차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2]. 또한 올리브

잎의 주정 추출물은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도 유통되고 있다[3]. 국내에선 올리브 잎 주정 추출물에 대해

서 기능(지표)성분을 oleuropein으로 지정하고 높은 혈압 감소

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여(인정번

호 제2006-25호, 제2014-9호) 고시하였다[4]. Michel 등[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잎 또한 올리브 열매에서 가지고 있

는 secoiridoid, flavonoid, coumarins, triterpenic acids, caffeoyl

phenyl ethanoid derivatives, phenylethanol derivatives계열의

생리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산화, 항미생물, 항바이러스,

항암 활성, 혈소판 활성화 억제 등의 생리활성이 보고 되어있

다[5-10]. 올리브 잎의 지표성분인 oleuropein 또한 추출물과 유

사한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항바이러스 활성

과 항죽상동맥혈증, 지질 저하 효과와 혈당 저하 효과, 피부 보

호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2,11,12]. 올리브에 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열매 중심으로 다양하게 보고 되어 있고 잎에 관한

연구는 잎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

지만 상업용 원료 표준화에 대한 연구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물로 부가가치가 높은 올리브 잎 표준화

를 위해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o quadrupole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UPLC-QTof/MS)를 이용하여

올리브 잎 추출물 대사체 프로파일링과 정량성 확보를 위해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o photodiode array

(UPLC-PDA)와 charge of aerosol detector (CAD) 검출기를

이용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석법으로 정확성을 확립하고자 하

였다. 또한 구축된 분석법을 바탕으로 oleuropein 함량이 표시

된 상업용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 10종에 대해 지표성분

oleuropein 정량분석을 진행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기기

올리브 잎 추출물의 대사체 프로파일링은 ACQUITY UPLCTM

system (Waters Co., Milford, MA, USA)과 Micromass QTof

premierTM mass spectrometer (Waters Co.) 검출기를 사용한

UPLC-QTof/MS를 이용하였다. 정량분석에서는 ACQUITY

UPLCTM system (Waters Co.)과 CoronaTM veoTM charged

aerosol detector (CAD,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활성 물질 oleuropein (순도

≥98%)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시료 전 처리에서 사용 된 methanol

(Honeywell International Inc., Charlotte, NC, USA)은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acetonitrile은 Merck

KGaA (Darmstadt, Germany)의 HPLC 등급을 사용하였고

water purification system (Milli-Q Academic, Merck Millipore,

Burlington, MA, USA)를 이용하여 얻어진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시료 전처리

상업용으로 건조된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 10종(A-J)을 각각 20

mg에 80% methanol (v/v)의 비율의 혼합용액으로 15분동안 초

음파추출을 시행하여 원심분리기(4,500 rpm)로 5분동안 침전시

켜 상층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leuropein의 표준정량곡선

을 위해 oleuropein을 methanol에 녹여 5개의 농도 조건 (156.25,

312.5, 625, 1,250, 2,500 ppm)으로 표준용액을 준비하였다.

UPLC-QTof/MS 분석조건

올리브 잎 추출물의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은 UPLC-QTOF/

MS를 이용하였고 분석컬럼 ACQUITY BEH C18 column (2.1

mm×100 mm, 1.7 mm, Waters Co.)의 역상컬럼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증류수(A)와 acetonitrile (B)을 이용하여 B용매를

0.0-2.0분 2-2%, 2.0-2.5분 2-10%, 2.5-13.5분 10-20%, 13.5-

18.0분 20-100%, 18.0-19.0분 100-100%, 19.0-19.1분 100-2%,

19.1-20.0분 2-2%으로 총 20분 동안 유속은 0.4 mL/min으로 이

동상의 기울기를 주어 분석하였다. 분석컬럼 오븐은 35 oC를 유

지하였고 시료주입량은 2 μL 주입하였다. Q-Tof/MS는 전기 분

무법 (Electrospray Ionization: ESI)을 이용하여 negative mode

에서 실험하였다. Ion source와 desolvation의 온도는 각각

100 oC와 350 oC로 설정하였고 capillary와 cone 전압은 각각

2.3 kV와 50 V로 분석하였다. 농도 400 pg/mL의 leucine-

enkephalin (Sigma-Aldrich, MO, USA) [m/z 554.2615 (−)]을

내부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고 주입 유속은 2 μL/min로 설정하

였다. 정확한 질량값과 MS/MS 및 원소 조성은 기기에 통합된

MassLynx software (Waters Co.)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Oleuropein 지표성분 함량분석

Oleuropein의 검량선을 위한 분석과 올리브 잎 추출물에서의

oleuropein의 함량분석은 UPLC-PDA-CAD를 이용하였고 분석

컬럼 ACQUITY BEH C18 column (2.1 mm×100 mm, 1.7

mm, Waters Co.)의 역상컬럼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증류

수(A)와 acetonitrile (B)을 이용하여 B용매를 0.0-2.0분 2-2%,

2.0-2.5분 2-10%, 2.5-13.5분 10-20%, 13.5-18.0분 20-100%,

18.0-19.0분 100-100%, 19.0-19.1분 100-2%, 19.1-20.0분 2-2%

으로 총 20분 동안 유속은 0.4 mL/min으로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과 같은 이동상의 기울기조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컬럼 오

븐은 35 oC를 유지 하였고 시료주입량은 2 μL 주입하였다.

CAD는 gas requlation mode는 analytical 로 filter는 1.0, 데이

터 수집 비율은 20 Hz, control evaporator 온도는 35 oC로 분

석하였다. Oleuropein의 5개 농도 범위(156.25-2,500 mg/mL)안

에서 3회 반복하여 UV 230 nm 파장과 CAD에서의 피크 면적

값과 oleuropein의 농도를 통해 결정계수 r2 값이 0.99 이상인

검량선을 결정하였다.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 LOD)와 정

량한계 (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반응의 표준편차와 검

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으로 LOD=3.3×s/S와 LOQ=10

×s/S의 식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s는 반응의 표준편차이고 S

검량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러한 특이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성으로 분석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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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올리브 잎 대사체 프로파일링

Oleuropein 함량이 표시된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 10종 중 가

장 peak가 많이 보이는 올리브 잎 추출물 H에 대해서 대표적

으로 대사체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다(Fig. 1). 올리브 잎 추출

물에서 각 peak들의 MS 스펙트럼의 retention time, UV, m/z,

HRMS, error ppm, MS/MS, 분자식을 포함하여 Olea속의 선행

문헌들과 비교하여 7개의 iridoids (1, 3, 4, 14, and 16-18), 1

개의 coumarin (2), 3개의 phenylethanoids (5, 9, and 11), 6

개의 flavonoids (6-8, 10, 12, and 13), 1개의 lignan (15) 계

열로 총 18개의 화합물을 예상하였다(Table 1). 화합물 1과 4은

m/z 389 [M-H]−와 HRMS에서 C16H22O11 분자식이 분석되었다.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oleoside (1)와 oleoside isomer (4)로 예

상하였다[11,13]. 화합물 3은 m/z 505 [M-H]−, m/z 389 [M-

deoxyriboside-H]−와 HRMS에서 C21H30O14 분자식이 분석되었

Fig. 1 UPLC-QTof/MS base peak intensity (BPI) (A) and PDA chromatograms (B) of tentatively identified eighteen compounds from Olea europaea

leaves extract

Table 1 Tentative identification of secondary metabolites (1-18) by UPLC−QTof/MS in Olea europaea leaves

Peak
MS Rt
(min)

UV
(nm)

Detected ion
(m/z)

Calculated ion 
(m/z)

Error 
(ppm)

MS/MS Molecular formula Compounds

1 3.66 279, 222 389.1064 389.1084 -5.1 227, 183, 165 C16H22O11 oleoside

2 3.97 334, 222 339.0697 339.0716 -5.6 177 C15H16O9 aesculin

3 4.21 324, 217 505.1543 505.1557 -2.8 389, 341 C21H30O14 oleoside deoxyriboside

4 4.58 232 389.1089 389.1084 1.3 165 C16H22O11 oleoside isomer

5 4.84 310, 220 489.1586 489.1608 -3.9 163 C21H30O13 caffeic acid diglucoside

6 5.54 274 457.0809 457.0830 -4.6 305, 169 C22H18O11

(−)-gallocatechin gallate 
or (−)-epigallocatechin gallate

7 8.92 340, 217 593.1509 593.1506 0.5 447, 285 C27H30O15 luteolin 7-O-rutinoside

8 9.16 348, 269 447.0948 447.0927 4.7 285 C21H20O11 luteolin 7-O-glucoside

9 10.16 330, 219 623.1976 623.1976 0.0 461, 315, 179 C29H36O15 verbascoside

10 10.94 338, 267 577.1534 577.1557 -4.0 269 C27H30O14 apigenin 7-O-rutinoside

11 11.18 326, 219 623.1967 623.1976 -1.4 461, 315 C29H36O15 isoverbascoside

12 11.32 345, 268 447.0922 447.0927 -1.1 285 C21H20O11 luteolin-O-hexoside

13 12.10 343, 211 607.1644 607.1663 -3.1 299, 284 C28H32O15 diosmin

14 12.16 335, 218 701.2283 701.2293 -1.4 539, 307, 275 C31H42O18 oleuricines A or B

15 12.32 278, 230 577.1902 577.1921 -3.3 415 C28H34O13

(+)-1-acetoxypinoresinol
4'-β-D-glucoside

16 12.58 335, 217 701.2277 701.2293 -2.3 539, 307, 275 C31H42O18

oleuricines A or B or 
neonüzhenide

17 14.06 280, 231 539.1766 539.1765 0.2 377, 307, 275 C25H32O13 oleuropein

18 15.03 280, 222 539.1761 539.1765 -0.7 403, 377, 307, 275 C25H32O13 oleur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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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oleoside deoxyriboside (3)로 예상하였

다[14]. 화합물 14와 16은 m/z 701 [M-H]−, m/z 539 [M-

glucoside-H]−와 HRMS에선 C31H42O18 분자식이 분석되었고 화

합물 17과 18은 m/z 539 [M-H]−, m/z 377 [M-glucoside-H]−

와 HRMS에선 C31H42O18 분자식이 분석되었다. 이들 데이터와

선행문헌들을 비교하여 oleuricines A 또는 B 또는 neonüzhenide

(14 and 16), oleuropein (17), oleuroside (18)로 예상하였다

[11,13, 14]. 화합물 2는 m/z 339 [M-H]−, m/z 177 [M-

glucoside-H]−와 HRMS에서 C15H16O9 분자식이 분석되었다. 선

행문헌과 비교하여 aesculin (2)로 예상하였다[11]. 화합물 5는

m/z 489 [M-H]−와 HRMS에서 C21H30O13 분자식이 분석되었고

화합물 9와 11은 m/z 623 [M-H]−, m/z 461 [M-rhamnoside-

OH]−와 HRMS에선 C29H36O15 분자식이 분석되었다.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caffeic acid diglucoside (5), verbascoside (9),

isoverbascoside (11) 로 예상하였다[11]. 화합물 6은 m/z 457

[M-H]−, m/z 305 [M-gallate-H]−와 HRMS에선 C22H18O11 분자

식이 분석되었고 화합물 7은 m/z 593 [M-H]−, m/z 447 [M-

rhamnoside-H]−, m/z 285 [M-rhamnoside-glucoside-H]−와

HRMS에선 C27H30O15 분자식이 분석되었고 화합물 8과 12는

m/z 447 [M-H]−, m/z 285 [M-hexoside-H]−와 HRMS에선

C21H20O11 분자식이 분석되었고 화합물 10은 m/z 577 [M-H]−,

m/z 269 [M-rutinoside-H]−와 HRMS에선 C27H30O14 분자식이

Fig. 2 Oleuropein and 10 type of commercial O. europaea leaves extract powder (A-J) of chromatograms on UPLC-CAD (A) and UPLC-PDA at UV

230 n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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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고 화합물 13은 m/z 607 [M-H]−, m/z 299 [M-

rutinoside-H]−, m/z 284 [M-rutinoside-CH3-H]−와 HRMS에선

C28H32O15 분자식이 분석되었다.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

gallocatechin gallate 또는 (−)-epigallocatechin gallate (6),

luteolin 7-O-rutinoside (7), luteolin 7-O-glucoside (8), apigenin

7-O-rutinoside (10), luteolin-O-hexoside (12), diosmin (13)로

예상하였다[11,13,15]. 화합물 15는 m/z 577 [M-H]−, m/z 415

[M-glucoside-H]−와 HRMS에서 C28H34O13 분자식이 분석되었다.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1-acetoxypinoresinol 4̍-β-D-glucoside

(15)로 예상하였다[11]. 분석된 올리브 잎의 예상 대사체들인

flavonoid 배당체 및 phenylethanoid들은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항균, 항미백 효과 등의 다양한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그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16-26]. 이들

중에서 올리브 잎 추출물에서 가장 함량이 높은 oleuropein을

유효성분이면서 지표성분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올리브 잎의 oleuropein 정량분석

올리브 잎의 지표성분인 oleuropein은 올리브의 열매, 오일 등

에서도 분리 보고된 secoiridoids 계열의 생리활성을 가진 화합

물로 oleuropein 함량이 표시된 올리브 잎 추출물이 건강기능식

품으로서 시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leuropein 함량이 표

시된 10종의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에서의 oleuropein의 정량분

석 및 표시된 함량과의 비교를 위해 UV와 CAD 검출기가 장

착된 UPL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에서 최적의 분리

능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상을 acetonitrile으로 선정하여 gradient

elution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지표성분 oleuropein의 UV

spectrum 최대 흡수파장(λmax) 230, 280 nm로 UV조건을 확인하

였고 검출기 감도와 비교 조건을 위해 CAD를 추가하여 검출

기 비교를 통한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 10종의 함량을 확인하

였다. UV 230 nm, CAD의 2가지 검출기 크로마토그램에서 표

준물질 oleuropein과 10종의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 비교하였

다. 그 결과 올리브 잎 추출물에서 oleuropein은 retention time

14.06분에서 추출물의 주요성분으로 확인되었고 oleuropein 피

크의 대칭성과 테일링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동일한

retention time에서 피크 간섭이 없는 최적의 용매 기울기 조건

을 확립하였다(Fig. 2). 검량선은 230 nm에서 결정 계수 r2

0.9949를 CAD에서 r2 0.9901으로 판정기준 0.99 이상인 검량

선이 계산되었다. 검출한계 (LOD)와 정량한계 (LOQ)는 13.24,

40.12 mg/mL (230 nm), 24.84, 75.26 mg/mL (CAD)로 계산

되어 분석에서 검출기 조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2). 2가지 검출기의 검량선을 이용하여 분석된 oleuropein의 함

량과 제품에 표시된 함량 오차(%)를 확인하였다(Table 3). CAD

검출기에서 추출물 B, E, I는 98.60, 98.84, 95.30%로 5%이내

의 오차가 보였으며, 추출물 J는 93.29%으로 10%이내의 오차

가 나타났다. 또한 UV 230 nm에서 추출물 B, E, H, I는

101.50, 98.28, 98.30, 98.60%로 5%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추출물 J는 91.91%로 10% 이내의 오차가 나타났다. 2가지 검

출기를 이용한 분석법에 대한 평균 오차는 추출물 B가

100.05%으로 가장 적은 오차를 나타내었고 추출물 E와 I는 그

다음으로 98.56와 96.95%로 5% 이내의 적은 오차를 보였다.

추출물 H와 J는 105.2과 92.60%로 10% 이내의 오차를 보였고

나머지 추출물 5종(A, C, D, F, G)에 대해선 10%를 초과하는

오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각각의 검출기에 대한

Table 2 The standard calibration curve based on 5 concentrations of oleuropein on CAD and UV 230 nm chromatograms

Compound Detector Calibration equationa r2 b Linear range
(mg/mL)

LOD
(mg/mL) 

LOQ
(mg/mL)

Oleuropein
CAD y=286,808.2001x+88,431,787.0417 0.9901 156.25-2500 24.84 75.26

UV 230 nm y=5972.2x+601778 0.9949 156.25-2500 13.24 40.12

ay=peak area, x=comcentration of standard (mg/mL)
b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is the squar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3 The oleuropein content of O. europaea leaf extracts in 10 types of commercial powder (A-J)

NO. Sample

UPLC-CAD UPLC-PDA (UV 230 nm) Average

oleuropeina

(mg/100 mg)
Contents

(%)
oleuropein

(mg/100 mg)
Contents

(%)
oleuropein

(mg/100 mg)
Contents

(%)

1 Sample A (10% oleuropein) 11.74±0.26 117.40% 11.65±0.12 116.50% 11.69±0.19 116.9%

2 Sample B (20% oleuropein) 19.72±0.24 98.60% 20.30±0.19 101.50% 20.01±0.22 100.05%

3 Sample C (30% oleuropein) 19.96±0.19 66.53% 20.76±0.08 69.20% 20.36±0.13 67.87%

4 Sample D (20% oleuropein) 14.86±0.21 74.30% 15.24±0.11 76.20% 15.05±0.16 75.25%

5 Sample E (32% oleuropein) 31.63±0.11 98.84% 31.45±0.12 98.28% 31.54±0.12 98.56%

6 Sample F (20% oleuropein) 17.28±0.17 86.40% 17.85±0.11 89.25% 17.57±0.14 87.85%

7 Sample G (20% oleuropein) 22.35±0.16 111.75% 23.09±0.19 115.45% 22.72±0.18 113.60%

8 Sample H (40% oleuropein) 44.88±0.17 112.20% 39.32±2.82 98.30% 42.10±1.50 105.25%

9 Sample I (20% oleuropein) 19.06±0.15 95.30% 19.72±0.16 98.60% 19.39±0.16 96.95%

10 Sample J (35% oleuropein) 32.65±0.17 93.29% 32.17±0.21 91.91% 32.41±0.19 92.60%

aEach sample was analyzed in tri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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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의 평균에서 추출물 5종(B, E, H, I, J)은 10% 미만의 오

차가 나타났으므로 품질이 규격화된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

다(Table 3). 전반적으로 분석된 올리브 잎 추출물 분말 시료들

은 검출기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있었지만 oleuropein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 조건은 CAD와 PDA 파장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가적으로 올

리브 잎 주정 추출물은 혈압을 낮추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등

록 되어 있으며, 식약처에서 일일섭취량을 500-1,000 mg

(oleuropein 90-180 mg)으로 권장하고 있다[4]. 따라서 섭취 시

일일섭취량의 미달이거나 초과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oleuropein 분석조건 및 함량분석이 품질관리의 중요한

연구결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4].

결론적으로 상업용 올리브 잎 추출물에서 iridoids (1, 3, 4,

14, and 16-18), coumarin (2), phenylethanoids (5, 9, and

11), flavonoids (6-8, 10, 12, and 13), lignan (15)을 포함한

총 18종의 화합물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지표물질인 oleuropein

이외의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항균, 항미백, 항비만 효과 등

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다양한 대사체 들이 포함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올리브 잎 추출물 분

말에서 oleuropein의 함량분석을 위한 표준분석법을 확립하였고

CAD와 PDA 230 nm 파장을 이용한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함량 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에서 총 10종의 올리브 잎 추출물을 2가지 분석법으로 수행한

결과로서 제품에 제시한 oleuropein 함량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은 3종(A, G, H)이었으며, 5종(B, E, H, I, J)은 92.60-

105.25%로 오차범위 5-10% 내외로 검출되었으나, 제품 C는

67.87%로 D는 75.25% 수준으로 현격한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에 제시한 oleuropein 함량은 확립된 분석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서 oleuopein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올리브 잎 추출물의 정확한

oleuropein 분석법 확립으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인 올리브 잎

의 특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초 록

올리브 (Olea europaea L.) 잎은 풍부한 폴리 페놀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항산화, 항균, 항 바이러스, 항암 활성을 연관시키

고 혈소판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올리브 잎

은 건강기능성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상업적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은 올리브 잎의 주요 생

리활성 물질인 oleuropein와 관련이 있다. Oleuropein은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항바이러스, 항죽상동맥혈증, 지

질 저하 효과, 혈당 저하 효과, 피부 보호 효과가 보고되어 있

다. oleuropein이 올리브 잎의 중요한 화합물 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제품에서 oleuropein 함량을 밝히는 정량적 접근 방법은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UPLC-QTof/MS, PDA, CAD로 개발

된 방법을 이용하여 10개의 상업용 올리브 잎 추출물의 성분

및 oleuropein 함량을 분석 하였다. Iridoids (1, 3, 4, 14, and

16-18), coumarin (2), phenylethanoids (5, 9, and 11), flavonoids

(6-8, 10, 12, and 13), lignan (15)을 포함한 총 18종의 화합물

이 올리브 잎에서 예상되었다. 총 10종의 올리브 잎 추출물 분

석은 3종의 제품(A, G, H)에서 제품에서 제시한 oleuropein 함

량보다 높게, 5종의 제품(B, E, H, I, J)에서 5-10%의 오차범위

로 나타났고 C, D에서 함량 미달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oleuropein의 함량분석이 올리브 잎의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Keywords 올리브 잎 ·품질관리 · Oleuropein content · UPLC-

QTo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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