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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cutellaria baicalensis, Eleutherococcus senticosus, and Angelica sinensis have been used as raw

material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novel method to analyze levels of baica-

lin (Scutellaria baicalensis), eleutheroside E (Eleutherococcus senticosus), and ligustilide (Angelica sinensis) simul-

taneously in health functional foods. The methanol extracted samples were analyzed and quantified vi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in the positive ion mode and the negative ion mode using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Standard calibration curves confirmed linearity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2) of

> 0.99 at 100-2000 µg/mL concentration range. The limits of detection (LODs) and limits of quantitation (LOQs)

were in the range of 13.0~35.2 µg/L and 39.3~106.7 µg/L, respectively. The recovery results ranged between 91.4~

109.9% at 3 different concentration levels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RSDs) less than 5%. The proposed ana-

lytical method was characterized with high accuracy and acceptable precision. The new method would be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simultaneously in raw materials of health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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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조 3,291억 원

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다1). 이 중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원료 이외에 해

당 원료에 대한 기능성, 기준규격 등을 영업자가 개별적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당귀혼합

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물, 가시오갈피등복합추출물 등

이 있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 총 581건으로 해마다 증

가추세에 있다2).

황금, 가시오갈피, 당귀 등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용식물이다. 황금(Scutellaria

radix)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속썩

은 풀(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의 주피를 벗긴 뿌리

를 말하며 노란색을 띄기 때문에 황금(黃芩: golden root)

이라 한다3). 황금에는 baicalin, baicalein, wogonin 등과 같

은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baicalin

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3,4). Baicalin은 항알러지, 항염증, 항

산화작용을 하며5), 다양한 암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며 생체

내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가

시오갈피(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는 식물분류학

상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다년생 활엽관목으로 그

생김새가 산삼을 닮아 러시아 및 유럽지역에서는 Siberian

ginseng이라 불리 우는 야생식물이다7). 지금까지 가시오갈

피의 여러 생리활성 물질이 밝혀졌는데 항피로, 항스트레

스, 면역력 증진 및 항우울증 효과물질로 lignans와 iridoides

가 보고되었고,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와 항암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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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min, 담즙 촉진 물질로 isofraxidin, 그 외 다수의 항산

화 페놀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8). 특히

lignans 계 성분인 eleutherosides B와 E 성분은 가장 강력

한 생리활성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시오

갈피 배당체 성분의 약 80%를 차지하며 뿌리와 줄기에

함량이 높다9). 이 중 eleutheroside E는 흥분완화, 스트레

스 억제 및 면역 활성에 매우 뛰어난 물질로 보고되고 있

다10). 당귀 또한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Angelica sinensis의

뿌리를 말린 것을 말하며, 오랫동안 전통약재로 사용되어

져 왔다. Ligustilide는 이러한 당귀의 주요 성분으로, 최근

연구를 통해 항암, 기억력 개선, 신경보호작용 등을 포함

하여 다양한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

또한 평활근(smooth muscle)의 완화, 항혈소판응집, 통증

완화와 같은 생리활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12). 이러한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 황금, 가시오갈피, 당귀를 이용하

여 제조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가시오갈피

등복합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물, 가시오갈피숙지황복합

추출물은 관절·뼈건강에, 당귀등추출복합물과 인삼가시

오갈피등혼합추출물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아 현재 제

조·판매되고 있다2).

Baicalin에 대한 분석법은 HPLC-UVD를 이용하여 정량

하는 방법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에 등재되

어 있으며, 이외에 생체시료에서 HPLC-UVD, HPLC-ECD,

LC-MS/MS를 이용하여 baicalin, baicalein, wogonin을 동

시분석하는 방법들이 보고되어 있다13-15). Eleutheroside E

와 ligustilide에 대한 분석법 또한 HPLC-UVD를 이용하여

정량하는 방법이 인정서에 등재되어 있고 식물과 생체시

료에서 HPLC-UVD와 LC-MS/MS를 이용한 분석법이 일

부 보고되고 있다16-18). 이처럼 현재 황금, 가시오갈피, 당

귀는 여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

지만 이들 지표성분에 대한 분석법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금, 당귀, 가시오갈피의 주요 지

표성분인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를 LC-MS/

MS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3종의 성분을 동시에 분

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표본검체인 가시오갈피등복합추출물(주원료로 가시오갈

피, 황금, 당귀 사용)의 경우 개별인정형 원료 제조업체인

(주)뉴메드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Table 1. Molecular structure of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Baicalin

IUPAC name
(2S,3S,4S,5R,6S)-6-(5,6-dihydroxy-4-oxo-2-phenyl-chromen-7-yl)oxy-3,4,5-trihy-

droxy-tetrahydropyran-2-carboxylic acid

Chemical formula C
21

H
18

O
11

Molecular weight 446.36 g/mol

Structure

Eleutheroside E

IUPAC name

(2R,3S,4R,5R,6S)-2-[4-[6-[(3,5-dimethoxy-4-[(2S,3R,4S,5S,6R)-3,4,5-trihydroxy-6-

(hydroxymethyl)oxan-2-yl]oxyphenyl]-1,3,3a,4,6,6a-hexahydrofuro[3,4-c]furan-3-yl]-

2,6-dimethoxyphenoxy]-6-(hydroxymethyl)oxane-3,4,5-triol

Chemical formula C
34

H
46

O
18

Molecular weight 742.72 g/mol

Structure

Ligustilide

IUPAC name (3Z)-3-butylidene-4,5-dihydro-2-benzofuran-1-one

Chemical formula C
12

H
14

O
2

Molecular weight 190.24 g/mo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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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및 시약

Baicalin (95%), eleutheroside E (≥ 98.0%), ligustilide (≥

98%) 표준품(CRM급)과 암모늄아세테이트(ammonium acetate),

개미산(formic acid), 디메틸설폭사이드(dimethylsufoxide,

DMSO)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하였고,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등은 HPLC 등

급으로 Merk (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표준원액 및 표준용액의 조제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 각각의 표준물질

10 mg을 정밀히 달아 DMSO 1 mL에 녹인 후 20% DMSO/

메탄올로 10 mL 정용하여 표준원액으로 하였다. 표준원액

은 갈색병에 담아 4oC에 보관하였으며, 이 용액을 85% 메

탄올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100, 200, 500, 1000, 2000 μg/

L의 표준용액을 조제하여 실험시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시료 일정량을 정밀히 취한 후 50 mL 부피플

라스크에 넣은 후 85% 메탄올로 정용하였다. 20분간 초

음파 처리 후 0.45 μm 멤브레인 필터(Whatman, Dassel,

Germany)로 여과하고 적절히 희석하여 시험용액으로 하

였다. 

LC-MS/MS 분석조건

시료 분석을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

MSMS)로는 MS/MS (Xevo TQ Detector)가 달린 Acquity

UPLC (Waters,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용 컬럼은 Acquity UPLC ® BEH C18 (Waters, 100 mm ×

2.1 mm(i,d), 1.7 μm particle size)이었다. 대상성분의 이온

화법은 baicalin과 ligustilide의 경우 ESI (electro-spray

ionization)법의 positive ion mode를, eleutheroside E는

negative ion mode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5 mM 암

모늄아세테이트 함유 용액과 0.1% 개미산 함유 아세토니

트릴을 사용하여 0.3 mL/min 유속으로 하였다(Table 2). 

분석법 유효성 검증

확립된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 동시분석법

의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정

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 정확도(Accuracy), 정

밀도(Precision)에 대해 AOAC 시험법 검증 가이드라인19)

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직

선성은 각기 다른 농도의 표준물질(100, 200, 500, 1000,

2000 μg/L)을 이용하였으며, 표준원액을 희석하여 제조하

였다. 정량한계와 검출한계는 검량선의 기울기(S)와 y 절

편의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정량한계 = 10 ×

σ/S, 검출한계 = 3.3 × σ/S), 정확도(회수율)는 공시료에 각

기 다른 3개 함량의 표준 분석물을 첨가하여 확인하였다.

시료량의 변화에 대한 반복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본시료에 대하여 시료량별 5회 반복 측정하였고 실험실간

반복 정밀도는 표본시료에 대하여 2개의 실험실에서 5회

반복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최적기기분석조건 확립

분석대상 물질 중 eleutheroside E는 분자구조상 [M-H]−

이온의 생성이 용이하고 baicalin과 ligustilide는 [M+H]+이

온의 생성이 용이하여 이동상 A에 5 mM 암모늄아세테이

Table 2.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Items Conditions

Mobile phase

 A: 5 mM Ammonium acetate

 B: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Time (min) A (%) B (%)

0 95 5

0.5 95 5

3.0 5 95

3.5 5 95

4.5 95 5

Column
Acquity UPLC® BEH C

18
 

(100 mm × 2.1 mm(i.d), 1.7 µm)

Flow rate 0.3 mL/min.

Ion mode
Baicalin, Ligustilide : ESI, Positive mode

Eleutheroside E : ESI, Negative mode

Inj. vol. 2 uL

Analysis mode MRM

Capillary voltage
Baicalin, Ligustilide : 3.5 kV

Eleutheroside E : 2.5 kV

Source temperature 120oC

Desolvation temperature 400oC

Desolvation gas flow 700 L/h

Table 3. Selected-ion of LC-MS/MS for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Compound Precursor ion (m/z) Product ion (m/z) Cone voltage (V) Collision Energy (eV)

Baicalin 447.0 271.1 27 20

Eleuthroside E 741.1 579.2 35 11

Ligustilide 191.0 173.0 3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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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함유된 증류수를, 이동상 B에는 0.1% 개미산이 함

유된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기울기 용리방식으로 분석

하였다. 최적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고, 분

석조건에서 선정된 특성이온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석법 검증

특이성
 

및
 

직선성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품과 시료에서의 분리도

및 머무름 시간을 확인한 결과,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분

석한 크로마토그램에서 동일한 위치에 단일 피크가 형성

되었으며 머무름 시간은 eleutheroside E 2.15분, baicalin

2.42분, ligustilide 3.70분으로 나타났다(Fig. 1, 2). 또한 각

성분에 대한 직선성(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용

액 100, 200, 500, 1000, 2000 μg/L를 각각 2 uL씩 LC-MS/

MS에 주입하여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r2)가 0.996 이상으

로 나타나(Fig. 3) AOA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

(r2 > 0.99)을 만족시켰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표본시료를 분석한 검량선의 기울기와 표준편차에 근거

하여 3.3배를 곱한 값을 기울기 값으로 나눈 것을 검출한

계, 10배를 곱한 값에 기울기 값으로 나눈 것을 정량한계

로 설정하였다.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의 정량

한계는 각각 39.3 μg/L, 106.7 μg/L, 76.1 μg/L이었으며, 검출

한계는 각각 13.0 μg/L, 35.2 μg/L, 25.1 μg/L으로 나타났다.

정확도
 

및
 

정밀도

공시료에 각각 200, 1000, 1800 μg/L의 표준 분석물을

첨가하여 3회 반복하여 회수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각 농도에서 평균 회수율은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에 대해 각각 108.0~109.9%, 99.8~101.3%,

91.4~97.2%로 나타났으며, 이 때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0.3~2.3%, 2.8~4.0%, 0.8~3.4%로 나타났다(Table 4). 

시료량의 변화에 대한 반복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시료 중 시료채취량을 각기 달리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5회 반복 측정한 결과,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

에 대한 상대표준편차(RSD)는 각각 0.8~2.5%, 2.5~4.7%,

Fig. 1. Representative MRM chromatograms of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standard.

Fig. 2. Representative MRM chromatograms of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in the sample.

Fig. 3. Calibration curve of baicalin, eleutheroside E, and ligusti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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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3%로 나타났다(Table 5). 

각 분석물에 대한 정확도(회수율) 및 정밀도는 AOA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분석물 농도 1 μg/g일 때

회수율 범위 75-120%, 상대표준편차 8%)에 모두 부합하

는 결과로,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실간
 

교차검증

분석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실

시하였다.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에 대한 상

대표준편차는 각각 3.0%, 9.1%, 2.0%로 나타났으며, AOA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분석물 농도 1 μg/g일 때

상대표준편차 16%)에 적합한 결과로서 분석법의 일관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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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중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LC-MS/MS를 이용하여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동시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확립하였으

며, 확립된 시험법에 대해 특이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

확도, 정밀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r2 > 0.99

이상의 직선성을 확인하였고,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에 대한 정량한계는 각각 39.3 μg/L, 106.7 μg/L,

76.1 μg/L이었으며, 검출한계는 각각 13.0 μg/L, 35.2 μg/L,

25.1 μg/L이었다. 또한 평균 회수율은 각 성분에 대해

108.0~109.9%, 99.8~101.3%, 91.4~97.2%로 나타났으며, 반

복정밀도는 상대표준편차 5%이하, 실험실간 재현성은 9%

이하로 나타나 정확성, 재현성이 우수하였으며 이는 AOAC

가이드라인19)에서 제시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개발된 분석법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중 baicalin,

eleutheroside E, ligustilide를 동시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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