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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를 이용한 기능성 원료 지표성분으로서 장수 오미자

분말 중 Schizandrin의 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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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development of schizandrin as a marker compound in Jangsu Omija. Schizandrin was validated
for its LOD (limit of detection), LOQ (limit of quantitation), precision, accuracy, and recovery by HPLC relative
to Omija powder. It showed a high linearity in the calibration curve with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of 0.9990.
The LOD and LOQ were 0.2 μg/mL and 0.5 μg/mL, respectively. The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of schizan-
drin calibration standards was 0.06～0.66% and 0.13～1.19%, respectively, and the intra- and inter-day accuracy
of schizandrin was 98.35～103.30% and 98.35～103.00%, respectively. Overall, schizandrin was validated through
our analytical methods as a marker compound in Jangsu Om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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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schizandrin.

서 론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Turez.) Baill.)는 오미자과

(Schizandraceae)에 속하는 낙엽성 목본인 덩굴식물이며 붉

은 색의 과실을 생약재 및 식품원료로 이용하는 주요 약용식

물이다(1). 오미자나무과에는 2속 3종이 국내에 분포하고 있

는데, 오미자나무속(Schizandrae)에는 주로 약용으로 쓰이

는 오미자(S. chinensis)와 제주도에 분포하며 열매가 흑색

을 띠는 흑오미자나무(S. nigra)가 있다(2). 오미자의 효능으

로는 혈압강하작용 및 알콜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 예방 활성(3,4), 노화 억제 활성(5), 면역 조절 작용

및 항균활성(6)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보고되고 있으며

천연 오미자 추출물의 약리, 화학적 특성 및 분석(7), 오미자

추출물의 생리활성(8) 등 여러 가지 오미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미자의 과실에 함유된 성분은

schizandrin, gomisin A, gomisin N 등 주로 리그난 화합물

로 각 리그난의 평균 함량은 schizandrin 0.70%, gomisin A

0.20%, gomisin N 0.59%이고(9), 그 외에 정유, 색소 등 다양

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10,11). 특히 schizandrin(Fig. 1)은

혈당저하작용, 항 궤양작용, 만성간염치료효과, 중추신경흥

분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간

손상을 유도하는 사염화탄소(CCl4
－)로부터 보호한다고 보

고되었다(13). 그리고 부교감신경시스템의 활성화 또는 글

루타민산염 수송체를 조절하고 세포 밖의 글루타민산염의

정도를 줄여 중추신경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

었다(14). 이러한 생리적 기능성을 다량 함유한 오미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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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 condition for schizandrin

Instrument Condition

Column

Mobile phase
Isocratic condition
Flow rate
Injection volume
Detector

Symmetry C18 (4.6×250 mm,
particle size: 5 μm)
A: water, B: acetonitrile
A: 40, B: 60
1 mL/min
10 μL
UV-Vis 254 nm

내에서 경북 문경, 상주, 경남 거창, 충북 단양, 충주, 전북

장수, 진안, 무주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장수 오미자는 장수군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농

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공투자가 이루어지는

작물이다. 장수 오미자는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재배면적의 꾸준한 증가세로 장수 오미자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로 개발한다면 더 많은 농가소득 창출과 부가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에서

표준화 및 규격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건

강기능식품에서의 표준화란 천연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고

유한 성분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생산되는 배치(batch)에 상

관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원재료의 생산에서부

터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된 기술과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성을 표준화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지표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이다(15).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의 성분 중 함량이 높고 특이성분인 schi-

zandrin을 지표성분으로 설정하였으며(9,16), HPLC를 이용

하여 schizandrin의 분석법을 확립고자 하였다. 분석법의 타

당성은 분석에 사용하는 시험법이 시험목적에 적합하고 시

험법의 오차가 허용되는 정도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

는 것으로 선정된 분석법이 재현성이 있고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는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

로서 오미자의 표준화를 위해 schizandrin을 지표성분으로

선정하여 HPLC를 이용한 schizandrin의 분석법을 확립하며

그에 대한 분석법 검증과정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표준품은 schizandrin(purity 99%, Wako

pure chemical, Osaka, Japan)을 사용하였고 water와 aceto-

nitrile, 그리고 methanol 등의 용매는 Fisher(Fisher scien-

tific Korea Ltd,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HPLC

등급으로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Schizandrin 표준품 10 mg을 정밀히 재어 메탄올 10 mL

에 용해시켜 1 mg/mL로 만들어 표준원액을 제조한 후, 메탄

올로 희석하여 2, 4, 8, 10, 16 및 20 μg/mL 농도가 되도록

표준용액을 만들었다. QC(quality control) 용액은 2, 4, 10

및 16 μg/mL의 농도로 표준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20oC에 보관하였다.

시험용액의 조제

장수 RED산업육성사업단에서 구입한 9월에 채취된 세

lot의 건조 오미자 분말 2 g을 메탄올 100 mL를 이용하여

환류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0.45 μm syringe를 이용하여 필

터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HPLC 분석

Schizandrin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기는 HPLC GILSON

UV-Vis(254 nm, GILSON, Middleton, WI, USA)를 사용하

였다. 분석칼럼은 C18(symmetry® 4.6×250 mm, particle
size: 5 μm)이었으며 이동상으로는 water(A)와 acetonitrile

(B)을 사용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시료 10 μL를 주입하

여 등용리 용매조건(isocratic condition)으로 분석하였다.

HPLC의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분석법 검증

Schizandrin 표준용액은 schizandrin 표준원액을 메탄올

에 희석한 후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특이성(specificity),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

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 정밀성(precision), 정확

성(accuracy), 회수율(recovery)을 측정하였다.

특이성: 특이성은 불순물, 분해물, 배합성분 등의 다른 물

질의 공존 시 해당 분석물질을 분리하고 정량하는 분석 능력

으로 다른 물질과의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되는 것에 의해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용액과 동일한 전처리방법으로

처리한 오미자추출액을 HPLC로 분석한 뒤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여 schizandrin 피크가 분리되는지 확인하였다.

검량선,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량선은 기기의 반응과

분석물질의 기지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2, 4, 8, 10, 16,

20 μg/mL로 단계적으로 희석한 schizandrin 표준용액을

HPLC로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피크 면적에 대한 schizan-

drin의 농도비의 관계를 표시하는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

다. 검출한계는 시료분석법과정으로 배경 노이즈와 확실하

게 구분되어지는 분석물질의 최저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시

료 대 잡음 비율(S/N ratio, signal to noise ratio)이 3.3일

때로, 정량한계는 적합한 정밀성과 정확성으로 정량적으로

실측될 수 있는 시료 내 분석물질의 최저량을 말하는 것으로

S/N ratio가 10일 때로 표준편차와 표준 검량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detection limit＝3.3σ/S, quantitation

limit＝10σ/S, σ: 반응의 표준편차, S: 표준검량선의 기울기).

정밀성, 정확성 및 회수율: 정밀성은 하나의 균질화 된

시료로부터 취한 여러 개의 등분체로 반복 분석하였을 때

분석물질에 대한 개개 측정치의 근접성을 말하며, 정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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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s of schizandrin.
(A) Standard (B) Omija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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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ibration curve of schizandrin standard solution.

Table 2.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schizandrin in calibration standards

Parameter
Calibration (μg/mL)

R
2

2 4 8 10 16 20

Intra-day
1)

Mean
CV (%)3)

Accuracy (%)
RE (%)4)

2.07
0.66
103.30
3.30

3.93
0.52
98.35
-1.65

7.99
0.50
99.83
-0.18

9.98
0.29
99.78
-0.22

16.01
0.06
100.04
0.04

20.02
0.11
100.12
0.12

0.9992
－
－
－

Inter-day2)

Mean
CV (%)
Accuracy (%)
RE (%)

2.03
1.19
103.00
3.00

3.93
0.26
98.35
-1.65

7.99
0.26
99.90
-0.10

9.98
0.27
99.76
-0.24

16.04
0.16
100.25
0.25

19.99
0.13
99.99
-0.01

0.9993
－
－
－

1)
Intra-day: five times per day.

2)
Inter-day: two times analysis of schizandrin per day for five days.

3)Coefficient of variation. 4)Relative error.

분석물질의 참값에 대한 분석법에 의해 얻어진 평균시험 결

과의 근접성을 말한다. 회수율은 시료에 분석물질을 가한

후 추출하여 얻어진 시료의 검출반응과 기지농도의 순수 표

준물질의 검출반응을 비교한 값으로 표준품을 전처리법에

따라 처리된 시험용액을 일내(intra-day)와 일간(inter-day)

분석으로 나누어 정밀성, 정확성 및 회수율 실험을 실시하였

다. 일내분석은 1일 5회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일간분석은

1일 2회로 5일간 HPLC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특이성

표준 용액과 같이 시료 전처리 방법으로 처리한 오미자추

출액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여 schizandrin 피크가 분리

되는 지를 확인한 결과 다른 물질과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

되었다(Fig. 2). 표준용액의 머무름 시간은 6.3862분이고 오

미자 추출액의 머무름 시간은 6.3916분으로 표준용액의 피

크 유지시간과 오미자 추출액의 피크 유지시간이 일치하였다.

검량선 및 검출한계, 정량한계 조사

검량선은 schizandrin의 표준용액을 2, 4, 8, 10, 16, 20 μg/

mL로 단계적으로 희석한 후 HP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990

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 본 농도를 범위(range)로 설정하였

다. 검출한계는 0.2 μg/mL이었고 정량한계는 0.5 μg/mL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밀성, 정확성 검토 및 회수율 측정

일내, 일간분석의 정밀성, 정확성 및 회수율을 측정하였

다. 표준용액에서 일내분석의 결과는 Table 2, 3과 같으며

상관계수(R
2
)는 0.9992로 높은 유의수준으로 보였고 변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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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very of schizandrin in calibration standards

Concentration
(μg/mL)

Recorvery (%, mean±SD)
Intra-day Inter-day

2
4
8
10
16
20

103.50±0.011)
97.50±0.02
99.88±0.04
99.80±0.03
100.06±0.01
100.10±0.02

103.18±0.022)
98.43±0.01
99.91±0.02
99.88±0.03
100.35±0.03
99.96±0.03

1)
Each data was obtained by five times analysis (n=5).
2)Each data was obtained by five days analysis (n=10).

Table 6. Amount of schiznadrin in Jangsu Omija powder

Lot number
(n=3)

Mean (μg/mg) RSD (%) Contents (%)

1
2
3

4.010±0.221)
4.148±0.23
4.080±0.18

5.492
5.634
4.314

0.401
0.415
0.408

1)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D.

Table 4.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schizandrin in quality
control samples

Parameter
Calibration (μg/mL)

2 4 10 16

Intra-
day

1)

Mean
CV (%)3)

Accuracy (%)
RE (%)4)

2.06
0.36

102.90
2.90

3.92
0.25
98.05
-0.20

10.02
0.28
100.18
0.18

16.03
0.24

100.16
0.16

Inter-
day2)

Mean
CV (%)
Accuracy (%)
RE (%)

2.06
0.97

103.15
3.15

3.92
0.34
98.08
-1.93

9.99
0.75
99.98
-0.02

16.14
1.67

100.88
0.88

1)
Intra-day: five times per day (n=5).
2)Inter-day: two times analysis of schizandrin per day for five
days (n=10).
3)Coefficient of variation.
4)
Relative error.

Table 5. Recovery of schizandrin in quality control samples

Concentration
(μg/mL)

Recorvery (%, mean±SD)
Intra-day Inter-day

2
4
10
16

102.90±0.011)
98.05±0.01
100.18±0.03
100.16±0.04

103.23±0.022)
98.12±0.13
99.84±0.08
100.91±0.27

1)
Each data was obtained by five times analysis (n=5).
2)Each data was obtained by five days analysis (n=10).

수(CV, coefficient variation)는 0.06～0.66%를 나타내었다.

정확성(accuracy)은 98.35～103.30%를 나타냈으며 상대오

차(RE, relative error)는 -1.65～3.30%로 나타났다. 회수율

은 97.50～103.50%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분석오차가 10%

이내였다. QC 시료들의 일내분석 결과는 Table 4, 5와 같으

며 변동계수는 0.24～0.36%를 나타내었고 정확성은 98.05～

102.90%를 나타냈으며, 상대오차는 -0.20～2.90%로 나타났

다. 일내분석에서 회수율은 98.05～102.90%의 범위로 나타

났다.

표준용액에서 일간분석의 결과는 Table 2, 3과 같으며 상

관계수(R
2
)는 0.9993으로 높은 유의수준으로 보였으며, 변동

계수는 0.13～1.19%를 나타내었고 정확성은 98.35～103.00

%를 나타냈으며, 상대오차는 -1.65～3.00%로 나타났다. 일

간분석에서 회수율은 98.43～103.1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일내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오차가 10% 이내였다. QC 시료

의 일간분석 결과는 Table 4, 5와 같으며 변동계수는 0.34～

1.67%를 나타내었고 정확성은 98.08～103.15%를 나타냈으

며, 상대오차는 -1.93～3.15%로 나타났다. 일간분석에서

QC 시료의 회수율은 98.12～103.23%의 범위로 나타났다.

장수오미자 내에서의 schizandrin 함량

본 시험법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schizandrin에 대한 상기

HPLC 분석법이 기능성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한 장수 오미자

내의 schizandrin의 정량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 특

이성,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및 회수율 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증된 분석법으로 장수 RED산업육성사업단

에서 구입한 세 lot의 오미자 분말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분말

중 schizandrin의 함량의 평균은 0.408%, 기준값은 0.408%

의 80～120%로 기준 규격을 설정하였을 때(17) 함량은 0.33

～0.49%이었다(Table 6).

Schiznadrin의 분석법은 이미 대한약전(18) 상에 ‘오미자’

항목에 acetonitrile :water : formic acid(70:30:0.1)를 이동상

으로 하는 정량법이 나와 있으나, 표준품(10 μg/mL)을 이용

한 본 분석법과의 비교실험 결과 본 분석법이 1분 이상 빠른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4). 따라서 본 분석법을 이용하여

장수 오미자의 지표성분 분석 및 표준화가 용이하여 장수

오미자 분말의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HPLC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로서 오미자의 지표성분인 schizandrin의 분석법을 확립하

고 이에 대한 분석법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시험법에서 표준용액의 피크유지시간과 오미자추출액의

피크유지시간이 일치하여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검량선의

상관계수(R
2
)는 0.9990 이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 분석

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검출한계는 0.2 μg/mL, 정량한

계는 0.5 μg/mL로 설정되었다. 일내, 일간분석에서 정밀도

를 나타내는 변동계수(CV, coefficient variation)는 표준용

액에서 각각 0.06～0.66%, 0.13～1.19%로 나타내었고 정확

성(accuracy)은 각각 98.35～103.30%, 98.35～103.00%로 나

타내어 오미자의 지표성분인 schizandrin의 분석법이 적합

한 시험법임이 검증되었다. 본 분석법에 따라 장수오미자분

말에서 schizandrin을 분석한 결과 대한약전의 분석법보다

빠르며 다른 물질의 간섭 없이 분석 가능하여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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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ion of schizandrin analysis meth-
od between the Korean Pharmacopoeia and this
study for standard solution (10 μg/mL).

의 기능성원료 표준화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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