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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 결합 정지상 HPLC 컬럼을 이용한 마 껍질의 allantoin 함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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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Yam (Dioscorea japonica) is widely utilized as food and a pharmaceutical ingredient as it contains
a variety of valuable constituents. Allantoin is one of the bioactive components in yam that is used in pharmaceutical
and cosmetic indust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allantoin content of yam flesh and peel
by HPLC analytical method using an amino bonded-phase column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HPLC analytical methods. The allantoin contents of yam flesh and peel were 3.09±0.025 and 3.91±0.11 mg/g (dry
weight),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yam peel has higher allantoin content than yam flesh, and
that the discarded yam peel could be used as a source for high value-added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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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yam, Dioscorea sp.)는 다년생 덩굴과 식물로 동아시
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알려진 품종은 약 650 여종이며, 국내에서는 덩이
뿌리 모양에 따라 장마(D. batatas), 참마(D. japonica)와
둥근마(D. bulbifera)가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 마의
지상부는 덩굴이며 지하부 뿌리줄기는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해 , 항당뇨 , 혈당저해 ,
항비만 및 항산화 등 다양한 약리효과로 약용으로도 이
용되고 있다. 마는 기본 영양소는 물론 요오드, 철분, 칼

슘, 인 등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미량원소를 다량 함유하
고 있어 영양적 가치가 높으며 , saponins , phenanthrenes ,
뮤코다당류(mucopolysaccharides) , 디오스게닌(diosgenin) ,
allantoin 등 생리활성을 가지는 다양한 대사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Allantoin (Fig. 1)은 purine 유도체 중 하나로 식물체가
질소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거나 조직 내 암모니아의 해독
과정으로 생산되는 화합물로서 주로 뿌리줄기에 저장되
는 특징이 있어 마의 뿌리는 다른 식물체에 비해 allantoin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어 마의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 Allantoin은 상처 치료와 세포증식을 촉진
, 장 점막을 보호하
하여 피부궤양 치료에 효과적이며
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시키며 혈장 포도당을 감소시킨다
고 보고되고 있으며 치아 플라그(plaque)와 건선 치료용
연고의 대표 성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allantoin
은 항산화 및 항고혈압 등의 다양한 범위에서의 약리
효과도 알려져 활용 범위가 넓고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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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allantoin.

따라서 마에 함유된 allantoin의 분석은 기능성 소재로서
의 가치 평가와 연구 개발에 매우 중요하지만 비교적 강
한 극성을 띄는 특성상 일반적인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신뢰성 높은 분석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LCMS/MS, GC-MS 등 질량분석기기를 이용한 allantoin 분석
법은 정밀하고 높은 신뢰성을 주지만, 시료와 완충용액 준
비에 별도의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여 다소 복잡하다는
. 반면,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단점이 있다
chromatography)는 편리하고 정확한 분석법을 확립할 수
있어 대상시료에 따라 컬럼과 이동상 용매를 선택하여 다
양한 분석실험에 사용한다. 이온교환수지컬럼과 인산칼륨
(KH PO )완충용액을 이용한 allantoin 분석법은 가장 보편
적이고 오래 활용된 분석법이나, 완충용액을 사용할 경우
염이 석출되거나 혼합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어 완충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이 가능한 분석법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Liu 등 은 HPLC 기기에
octadecyl-silica (ODS) 역상 컬럼을 이용하여 마의 속과 껍
질의 allantoin 함량을 각각 정량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
으나, 친수성 화합물인 allantoin을 ODS 컬럼에 주입하여
분석한 결과, 크로마토그램상에 나타난 머무름 시간이 지
나치게 짧았으며, 다른 물질과의 분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로 보기 어렵다. Yoon 등 은 효
과적인 분석을 위해 극성 화합물인 allantoin을 싸이아노
(cyano) 결합 정지상 컬럼을 이용한 HPLC 정량분석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논문 상에 나타난 크로마토그램도 다
른 물질과 구별되는 효과적인 분리능을 보여준 것으로 보
이지 않으며, 마 근경 전체를 대상으로 한 allantoin의 분
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완충용액의 사용 없이 HPLC를 이용하여 친수성 화합물
분리에 적합한 아민(amine) 결합 정지상 컬럼을 이용하여
마의 allantoin 함량을 정량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의
가공과정에서 주로 폐기 부산물로 배출되는 마 껍질의
allantoin 함량을 마 속(flesh)의 allantoin의 함량과 비교 분
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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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마(Dioscorea japonica)는 안동에

서 2020년도에 수확한 것으로, 필창농산(Andong, Korea)
에서 구입하였다. 마는 수세한 후 껍질을 벗겨 마 속(flesh)
과 껍질로 분리하였으며 동결 건조하고 각각 분말로 만들
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준물질로 사용한 allantoin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분석 기준물질
등급으로 구입하였다. Ethanol (EtOH, extra pure grade)은
Duksan Pure Chemicals Co. (An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시료 추출에 이용하였다. HPLC 이동상으로 methanol
(MeOH, HPLC grade), acetonitrilie (ACN, HPLC grade)
및 water (H O, HPLC grade)를 사용하였으며, J.T.Baker
(Phillipsburg,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추출 및 전처리
분말화한 마 속과 마껍질 시료를 각각 1 g을 250 mL 플
라스크에 칭량하고 50% EtOH (100 mL)을 첨가한 후,
sonicator (Branson 3210, Emerson, St. Louis, MO, USA)
를 이용하여 30분간 처리하고 12시간 동안 25 C에서 추
출하였다. 추출액은 filter paper로 여과하고 감압 농축한
후, 남아있는 용매와 수분 제거를 위해 12시간 동안 동결
건조를 수행하여 마 속과 마껍질의 추출 동결건조물을 각
각 207.1 mg, 144.4 mg을 얻었다. 각각의 건조물에 MeOH
을 첨가하여 각각 40 mg/mL 농도로 맞추고 0.45 µm
syringe filter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o

표준용액 제조
Allantoin 기준 시약 10 mg을 칭량하여 HPLC용 water
1 mL에 녹여서 10 mg/mL 농도의 stock standard solution
을 조제하였다. 이를 분석 조건 확립 및 유효성 검증 시
험을 위해 연속적으로 시료를 희석하여 2, 1, 0.5, 0.25,
0.125, 0.0625 mg/mL 농도의 기준 시료를(400 µL) 제조하
고 0.45 µm syringe filter (Advantec)로 여과하여 HPLC 분
석에 사용하였다.
HPLC 분석 조건 유효성 검증
추출물에 함유된 allantoin 분석 조건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 측정, 반복 실험을 통
한 정밀성(precision)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가이
드라인 을 참고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도가 0.0625, 0.125, 0.25, 0.5, 1, 2 mg/mL인 표준시
료 allantoin에 대하여 HPLC 분석을 시행하여 얻은 크로
마토그램상의 peak 면적 값을 이용해 검량선을 작성한 후
결정계수(R²)를 이용하여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검출한계
(LOD)와 정량한계(LOQ)는 allantoin의 크로마토그램을 통
해 구한 검량선의 y 절편에 대한 표준편차를 기울기로 나
눈 값에 각각 3.3, 1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정확성 및 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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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은 동일한 시료에 2, 1, 0.5, 0.25, 0.125, 0.0625 mg/mL
농도의 allantoin 기준물질을 첨가하고 하루에 3번 반복 측
정하여 이론적 예상값과 비교하고 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를 도출하여 판단하였다.
HPLC 분석
분석에 사용한 HPLC 기기는 photodiode array (PDA)
detector Waters 2996 (Waters, Milford, MA, USA), quaternary

pump로 구성된 Waters 2695 (Waters)를 사용하여 정량분
석을 수행하였다. 검출기에서 allantoin의 검출 파장은
210 nm로 설정하였으며, 정지상으로서 아민(amine) 결합
정지상 컬럼(HECTOR-M-Carbohydrate column, 250 ×
4.6 mm, 5 µm, RS tech corporation, Daejeon, Korea)을 사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 속과 마 껍질 추출물 시료
를 10 µL씩 주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H O (A)
와 ACN (B)을 사용하였고 0.8 mL/min의 유속으로 95%
의 ACN을 isocratic condition으로 30분간 분석하였다.

은 각각 5.4분과 7.5분으로 지나치게 짧았다. 이는 시료
내 혼합되어있는 다른 극성 화합물들과의 구분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ACN을 95%의 조건을 이용하여 머무름 시
간을 12.81분으로 늦추어 다른 peak와 뚜렷한 구분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해 0.0625, 0.125, 0.25, 0.5, 1, 2 mg/
mL의 농도로 allantoin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HPLC 측정
값으로 직선성을 평가하였다. 3회 반복 분석하여 검량선
을 구하였고 결정계수(R ) 값은 0.9999로 1에 가까운 높은
직선성을 보였다(Fig. 2). 검출한계(LOD)는 0.0229 mg/mL,
정량한계(LOQ)는 0.0694 mg/mL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1). Haghi 등 은 실크와 옥수수속 씨앗을 메탄올
로 추출하고 C18 컬럼을 이용하여 allantoin을 정량하였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HPLC 컬럼인 C18을 사용하면서도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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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HPLC 분석 조건 유효성 검증
마 속과 마 껍질의 allantoin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
정하기 위한 특이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머무름 시간이
12.18분으로 나타났다(Fig. 3). 시료 내 allantoin의 함유 여
부는 속과 껍질 추출물의 HPLC 분석 결과 UV 스펙트럼
과 머무름 시간이 표준용액과 대조하여 동일하게 나타나
시료 내 allantoin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CN
을 80%과 90%로 사용하였을 때, allantoin의 머무름 시간

Fig. 3. HPLC chromatogram of allantoin (A), Dioscorea japonica
flesh (B) and Dioscorea japonica peel (C) extracts monitored at
the wavelength of 210 nm.

Fig. 2. Calibration curve of allantoin.
Table 1. Calibration parameters of allantoin by HPLC

1)
2)
3)

1)

Compound

Regression equation

Allantoin

y = 9288217.052x - 41154.16252

y: peak area, x: concentration (mg/mL).
LOD: Limit of detection.
LOQ: Limit of quantitation.

2)

3)

Range
(mg/mL)

R

LOD
(mg/mL)

LOQ
(mg/mL)

0.0625 - 2

0.9999

0.0229

0.06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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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intra-day validation of allantoin (n=3)
Compound

Allantoin

1)

Spiking Conc. (mg/mL)

Accuracy (%)

Precision (RSD%)

0.0625

96.0±1.18

1.47

0.125

96.0±2.40

2.50

0.25

96.0±0.95

0.99

0.5

98.0±0.51

0.52

1

98.0±0.56

0.57

2

99.5±0.90

0.90

1)

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검출한계(LOD)는 0.05 µg/mL, 정량한계(LOQ)는 0.2 µg/mL
로 본 연구보다 훨씬 우수하였으나, pH 3.0으로 조정한
KH PO 완충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화합물과 시료를 HPLC로 분
석하는 연구 환경에서 특정 분석 시료를 위한 완충 용액
사용을 하지 않아 이동상 제조, 기기 세척 및 안정화 과
정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마에
는 allantoin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마 시료의 allantoin
분석에는 LOD와 LOQ가 고도로 낮은 분석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정확도와 정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에 allanoin을 6
개의 농도로 다르게 첨가하고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얻
은 상대표준편차(RSD) 값을 분석하였다. 정확도는 96.099.5%로 나타났고, RSD는 0.52-2.50%로 나타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의 가이드라인 기준치인 5% 이하를 만족
하여 마 속과 마 껍질에 함유된 allantoin 분석법의 표준
화가 가능함을 보였다(Table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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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 결합 HPLC 컬럼을 이용한 마 속 및 껍질의 allantoin
함량 분석
Allantoin은 친수성 화합물로서 보통의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ODS 컬럼과 같은 역상 컬럼으로 분석 시 머무
름 시간이 매우 짧아 다른 화합물과의 peak 분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Liu 등 은 마의 껍질
과 속을 탈이온수로 추출하고 ODS 컬럼을 이용하여 속에는
13.68±0.48 mg/g, 껍질에서는 18.65±0.65 mg/g의 allantoin이 함
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머무름 시간이 짧고 다
른 물질들의 peak가 섞여 순수한 allantoin을 정량했다고
보기 어렵다. Yoon 등 은 싸이아노(cyano) 결합 정지상
컬럼을 이용한 마의 allantoin 분석법을 확립하였고 품종
과 재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마 근경 전체를 건조
한 후 95%의 EtOH로 추출한 시료를 분석하여, 4.0±0.09
에서 7.1±0.12 mg/g 수준의 allantoin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민 결합 정지상 컬럼을 이용
하여 머무름 시간을 12.18분에 다른 화합물과의 분리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allantoin을 마 속과 껍질에서 분

석하였다.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마 속의 allantoin 함량은
3.09±0.02 mg/g, 마 껍질의 allantoin 함량은 3.91±0.11 mg/g으
로 마 껍질의 allantoin 함량이 마 속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는 갈변이 심하고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등 저장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확 후 껍질을 제거한 뒤 건조하여 분
말화 하여 저장하거나 유통시키는 비율이 높다 . 이러한
가공과정에서 비가식 부위인 껍질은 폐기되는데, 본 연구
의 결과로는 마의 껍질 부위가 껍질을 제거한 속 보다 고
부가가치 성분 중 하나인 allantoin의 중량 대비 함량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는 마 껍질에 함유된
phenanthrene 화합물들이 항염증 , 미세먼지에 의한 폐손
상 억제 , 항패혈증 효과 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이들
의 대부분은 마 속이 아닌 마 껍질에 분포함을 규명한 바
있다 . 본 연구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폐기
되는 식품 가공 부산물인 마 껍질이 고부가가치 산물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연구 개
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비교적 감도는
낮은 편이지만, 마 소재의 allantoin 분석에 충분하며, 분
해능이 우수하고 특수한 염을 첨가하는 이동상을 사용하
지 않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을 통해 마 속과 마 껍질의
기능성 물질 allantoin 함량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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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마에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용 및
약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allantoin은 대표
적인 마의 2차 대사산물로서 의약품 및 기능성 화장품 제
조에도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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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 결합 정지상 HPLC 컬럼을 이용하여 마의 속과 껍질
의 allantoin 함량을 분석하였다. Allantoin 표준용액의 검량
선의 결정계수(R )값은 0.9999로 높은 직진성을 보였으며,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는 각각 0.0229 mg/mL 및
0.0694 mg/mL로 설정되었다. 마 속과 껍질의 건조중량 기
준 allantoin 함량은 각각 3.09±0.02 mg/g, 3.91±0.11 mg/g으
로 속보다 껍질에 더 많은 allantoin이 함유되어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업부산물인
마껍질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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