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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와 PCA를 이용한 인삼(Panax)류 잎의 metabolite profiling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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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갈피나무과(Ara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로서, 장병치료, 액순환 진, 활력증강, 항당뇨, 항산화, 항암 등 다양한 면역증강기

능에 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1),2),3) 주요 약효성분으로 ginsenoside 배당체가  

Brekhman에 의해 보고된 후
4)
, ginsenoside 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 인삼의 잎과 열매에서도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에 해 보고되고 있으며, 주요 

약리효능 성분으로서 뿌리에 분포하고 있는 ginsenoside  잎과 열매에만 존재하는 

ginsenoside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환경에서 재배한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 국삼(P. 

notoginseng)  미국삼(P. quinquefolius)잎 등 3종의 개체간 HPLC를 이용하여 

metabolite profiling을 분석하고, Principal Component Anaylsis를 통하여 3종간 잎의 함

유성분 특성들을 검토하 다. 

재료  방법

해남의 한 농가(GPS: E 126° 45′74″ N 34° 62′34″)에서 동일 생육조건하에서 재

배하고 있는 고려인삼 재래종, 국삼  미국삼의 잎 각 10개체를 7월 순에 수집하

다. 수집한 시료를 세척  30분간 실온에서 건조 한 후, 생 량을 측정하 다. 시료를 15 

mL Falcon tube에 넣어 99.9% MeOH 4mL, 24h 정치추출 후, Whatman 0.45 µm PVDF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분석 시료로 하 다.

     <HPLC 분석>         

  기  기 :  Agilent HPLC 1100 series       검출기 : UV 203 nm

  컬  럼 :  YMC ODS J'sphere H80 (4.6 × 150 mm, 4 um)

  이동상 :　Acetonitrile / Water gradient 19-100 (v/v), 1 ml/min

  컬럼 온도 : 40℃                      Injection volume : 20 µ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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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 국삼(P. notoginseng)  미국삼(P. 

quinquefolius)잎 추출물의 HPLC 크로마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고려인삼 재래종 잎과 

국삼 잎과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RT(retention time)가 40분 후의 부분에서 약간의 정량

인 차이를 나타냈다. 고려인삼 잎과 미국삼 잎의 HPLC 분석결과, 체 인 사산물의 

정량 정성 인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1). 특히 고려인삼 잎은 미국삼 잎에 비해 체 인 

사산물의 종류가 많고, RT 0～47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국삼 잎은 고려인삼 잎에 

비해 정량 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chemical peak들이 RT 47분 이후에 나타났다.

Chemical peak를 주성분분석 요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고려인삼 잎과 미국삼 잎은 

주성분분석요인 PC1으로 구분되고, 고려인삼 잎과 국삼 잎은 주성분분석요인 PC2와 

PC3로 구분되었다.  

그림 1.  3종의 인삼(Panax)류 잎의 HPLC metabolite profiling  PC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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