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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MS를 이용한 인삼(Panax)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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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인삼은 국내에서 천풍, 연풍  재래종이 재배  유통되고 있으며, 한 재배지

에 따라, 국산 국삼, 국산 미국삼  캐나다삼  미국삼이 국내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각 품종  재배지역에 따른 인삼 함유성분들의 차이에 한 연구는 

ginsenoside총 함량을 비교한 것 등이 보고되었고, 체 인 사산물의 profiling 분석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천풍, 연풍  재래종과 국산 국삼, 국산 미국삼, 캐나다삼  미국

삼의 함유성분을 LC/MS/MS분석장치를 이용하여 metabolite profiling을 분석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인삼의 품질 리 바이오마커를 선별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동일환경에서 재배한 천풍, 연풍  재래종과 국산 국삼, 국산 미국삼, 증평산 미

국삼  캐나다삼 30개체씩을 지 재배지역에서 수집하 다. 인삼시료를 동체와 지근으

로 분리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기로 분말화하 다. 인삼분말 0.05g을 2 mL 원심분리 튜

에 넣고, 70% MeOH 1mL, 20분간 음  추출한 후, 10분 동안 원심분리(2,000rpm), 2

회 반복하 다. 상등액을 농축기로 농축 후, 질소로 건조하 다.

        <LC/MS/MS 분석>

column; Waters Acquity C-18 (1.7mm, 100 × 2.1mm ID)        분석시간; 0～12 

min

이동상; 0.1 % FA in Water(A용매), 0.1 % FA in ACN(B용매)  컬럼온도; 30 ℃

A용매(90 %-> 0 %) B용매(10 %-> 100 %), 유속; 0.5 ㎖/min, injection volume; 2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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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인삼의 지근  동체 추출물의 분자량에 따라 m/z 120-560 과 450-1200 의 두그룹으

로 나 어 사산물의 LC/MS/MS 크로마토그램을 분석하 다. 천풍, 연풍, 재래종, 국

산 국삼, 국산 미국삼, 증평산 미국삼  캐나다삼의 크로마토그램을 주성분분석한 

결과, 2종간에는 구분할 수 있는 지표물질들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재배환경이 지역 으로 다른 인삼(Panax)종간 metabolite profil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분석을 통하여 국내산 인삼과 외국삼을 구분할 수 있는 품질 리 지

표물질 선발이 가능하고, 지속 인 metabolite profiling 데이터의 축 을 통해 국내산 인

삼류의 품질 리 기 의 바이오마커 선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A 120-560 m/z 동체                          B 120-560 m/z 지근

          C 450-1200 m/z 동체                        D 450-1200 m/z 지근 

그림 1.  인삼(Panax)종간 metabolite profil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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