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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valerenic acid as a marker compound for the standardization of ethanol extract 
of Valerinan officinalis (valerian) root as a functional health food. We established valerenic acid as a marker compound 
using HPLC. HPLC was used to quantify the marker compound in the valerian extract after validation of methods with 
lin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The specificity for retention time was met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lerian extract 
and standard compound using HPLC. The method showed high linearity of the calibration curve with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of 0.9999.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was 10 μg/mL. The accuracy of measurement was 99.88~ 
00.68%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value was 0.59%. In addition, our analytical method yielded a 29% mean 
content of valerenic acid in the valerian ethanol extrac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stablished HPLC method facilitated 
the determination of marker compounds in the valerian extract for the standardiz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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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길초근(Valeriana offcinalis)은 북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

의 온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다년생 식물로 수면장애 및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길초근 뿌리 추

출물은 유럽과 미국에서 수면장애, 불안, 신경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왔다(Ross SM 2009).
길초근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모두에서 불안 완화, 진정 

및 수면 유도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길초근의 뿌리 추출물은 

마우스에서 운동성 감소와 관련된 진정 작용과 항경련 효과

가 있고(Leuschner 등 1993),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길

초근 추출물 450 mg을 복용하게 했을 때 수면 잠복기가 유의

적으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Leathwood & Chauffard 1985). 
또한, 깊은 수면인 NREM 수면(non-rapid eye movement sleep)
이 증가하고, 얕은 수면인 REM 수면(rapid eye movement sleep)
이 감소하여 수면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nath 등 2000).
이러한 길초근의 수면 촉진 물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만, valerenic acid, valepotriates 및 그 유도체가 진정 작용에 기

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Shohet 등 2001), 그 중 valerenic acid
는 최면 효과를 가지는 주요 화합물로 이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GABA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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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ondition

Detector UV 225 nm

Column Eclipse Plus-C18 (150×4.6 mm, 5 µm)

Mobile phase
A: 0.5% phosphoric acid

B: methanol
A : B = 20 : 80 (Isocratic)

Flow rate 1.0 mL/min

Column oven tem. 35℃

Injection volume 20 μL

Run time 20 min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valerenic acid

있다(Yuan 등 2004).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길초근의 valerenic 
acid가 항불안과 항경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Becker 
등 2014; Hintersteiner 등 2014).

이러한 생리적 기능성을 함유한 길초근을 소재로 건강기

능식품을 개발, 생산 시 표준화 및 규격화는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며, 지표성분 표준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게 된다. 지표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된 방법을 사

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과학적인 검증으로 밸리

데이션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개발할 목적으로 길초근의 표준화를 위해 지표성분

으로 valerenic acid를 설정하였고,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를 이용하여 지표성분 valerenic acid의 

분석법을 확립하며, 그에 따른 유효성 검정을 실시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길초근(Valeriana officinalis)는 경동시장 

한약재 판매점을 통해 평창산을 구입하였으며, 경기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종(species)을 확인하였다(voucher number: 
KKU-F-16-3). Debnath 등(2013)의 방법에 따라 길초근의 뿌

리를 세척 및 세절한 다음 8배수의 70% 주정을 이용한 가온 

환류추출(80℃)을 한 후, 여과 및 30 brix로 감압농축(R-100, 
BU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land)하여 동결건조

(ilShinBioBase Co. Ltd.)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

해 시료는 20 mg을 칭량하여 100% methanol 1 mL에 용해시

킨 후 0.45 μm filter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2. 표준용액 조제
본 연구에 사용된 valerenic acid 표준품은 Chromadex Co. 

(Irvin, US)의 것을 구입하였으며, 검량선 작성을 위해 표준

품을 500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ethanol로 제조한 것을 50% 
methanol를 이용하여 10, 25, 50, 100, 150, 200 μg/mL로 단계

적으로 희석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것을 사용

하였다.

3. HPLC 분석
길초근 주정 추출분말의 valerenic acid의 분석은 Donovan 

등(2004)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으며, HPLC 분석 조건

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HPLC 장비는 Agilent 1260 series 
(Agilent, USA)를 사용하였고, 분석용 컬럼은 Eclipse Plus-C18 
(150×4.6 mm, 5 μm, Agilent, USA)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는 

0.5% phosphoric acid와 methanol을 20:8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모든 용매는 사용 전 탈기 및 필터로 여과 후 사용

하였다. 컬럼의 유속은 1 mL/min이었고, 분석시간은 20분이

었다. UV는 225 nm 파장에서 측정하였으며, 시료는 20 μL를 

주입하였다.

4.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
제품의 수면기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함량대로 정확히 제

조되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 원료로 등록하기 위한 지표성분으로 ‘의약품 등 분석법

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근
거로 하여 특이성(specificity), 직선성(linearity), 정확성(accu- 
racy), 정밀성(precision), 최소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S/ N=3.3)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험법을 검증하였다.

1) 특이성
Valerenic acid 표준용액과 전처리한 길초근 주정 추출물 

분말을 HPLC로 분석하여 크로마토그램상의 retention time과 

spectrum을 비교하였다. 시험용액 1은 시료(20 mg/mL), 시험

용액 2는 표준용액(80 μg/mL), 시험용액 3은 시험용액 1과 2
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HPLC 분석을 3회 반복 실시하여 기

대값에 대한 측정값을 평가하였다.

2) 직선성 및 최소정량한계
10, 25, 50, 100, 150, 200 μg/mL로 단계적으로 희석한 

valerenic acid 표준용액을 HPLC로 분석하여 peak 면적비에 대

한 농도비의 관계를 표시하는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여 R2값

을 계산하였다. 최소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는 신

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S/N) 값이 3.3일 때로 계산하였다.

3)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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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romatogram of (A) valerenic acid standard 
solution, (B) valerian ethanol extract.

Sample Test Expected concentration
(μg/mL)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Mean
(μg/mL) SD RSD

(%)
Accuracy

(%)

Test solution 1

1

58.051)

57.79

57.81 0.32 0.55 99.592 58.14

3 57.50

Test solution 2

1

80.002)

80.10

80.76 0.57 0.71 100.952 81.12

3 81.05

Test solution 3

1

69.023)

69.18

68.66 0.67 0.98 99.472 68.89

3 67.90
1) Expected concentration of test solution 1: [amount of valerian root extract × average content of valerenic acid (%)] = 20,000 μg/mL × 

(0.2902/100) = 58.05 μg/mL.
2) Expected concentration of test solution 2: concentration of standard solution = 80 μg/mL.
3) Expected concentration of test solution 3: [expected concentration of test solution 1 (μg/mL) + expected concentration of test solution 

2 (μg/mL)] / 2 = (58.05+80)/2 = 69.02 μg/mL.

Table 2. Specificity of valerenic acid

표준용액을 30, 80, 160 μg/mL로 조제하여 일간분석(inter- 
day)으로 일내분석(intra-day)을 3일 동안 반복하여 그 변이성

을 측정하였으며, 표준용액을 1일 3구간에서 HPLC 분석을 

통해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정확성은 조제한 세 농도의 표준

품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결과 값이 참값에 근접한 정도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4) 정밀성
시료(길초근 주정 추출물, 20 mg/mL)를 6회 반복하여 상

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

산하였다.

5. 길초근 주정 추출물 내에서의 valerenic acid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길초근 주정 추출물은 20 mg/mL가 되도

록 전 처리하고, 0.45 μm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

하였다. 각 시료는 세 번씩 반복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의 크로

마토그램의 피크 면적을 통하여 작성된 검량선에 의해 길초

근 주정 추출물 시료 중 valerenic acid의 농도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특이성 확인
특이성 시험을 통해 valerenic acid가 다른 물질과의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준용액과 시료 전

처리 방법으로 처리한 길초근 주정 추출물의 크로마토그램

을 비교하여 valerenic acid가 분리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Fig. 1

과 같이 다른 물질과 간섭 없이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표준용

액의 피크 유지시간과 길초근 추출물의 피크 유지시간이 일

치하였다. 또한 Table 2와 같이 길초근 추출물(시험용액 1), 
표준용액(시험용액 2) 및 길초근 추출물과 표준용액의 혼

합물(시험용액 3)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각각 42.32 μg/mL, 
80.76 μg/mL, 60.65 μg/mL 수준으로 기대값 대비 정확성이 

98.92~100.95%로 시험용액 1, 2, 3 모두 기준(100±15%)을 만

족하였고, RSD(%) 또한 0.17~0.71%로 기준인 15% 이내로 

분석되었다.

2. 직선성 및 최소정량한계
10~200 μg/mL의 단계적으로 희석한 valerenic acid 표준용

액을 HP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Fig.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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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concentration 
(µg/mL)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Mean
(μg/mL) SD RSD

(%)
Accuracy

(%)1 day 2 day 3 day

30 29.92 30.13  30.10  30.05 0.11 0.38 100.16

80 80.39 80.86  80.38  80.54 0.28 0.34 100.68

160 160.06 159.86 159.49 159.80 0.29 0.18  99.88

Table 4. Inter-day accuracy of valerenic acid

Test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Mean
(μg/mL)

Mean 
content1)

(%)
SD RSD

(%)

1 58.30

58.05 0.29 0.34 0.59

2 57.60
3 58.00
4 58.44

5 57.70
6 58.25

1) Mean content of valerenic acid (%): 58.05 μg/mL / 20,000 μg/ 
mL × 100 = 0.2902%.

Table 5. Precision of valerenic acid

Fig. 2. Calibration curve of valerenic acid standard solution.

Nominal concentration 
(μg/mL)

Measured concentration (μg/mL) Mean
(μg/mL) SD RSD

(%)
Accuracy

(%)Test 1 Test 2 Test 3

10   9.71   9.97   9.84   9.84 0.12 1.35  98.42

25  25.25  25.09  25.13  25.16 0.08 0.33 100.64

50  50.66  50.44  50.57  50.56 0.11 0.22 101.12

100 100.59 100.32 100.54 100.48 0.14 0.14 100.48

150 150.79 150.44 150.97 150.73 0.27 0.18 100.49

200 198.93 199.39 198.85 199.06 0.29 0.15  99.53

Table 3. Limit of quantitation of valerenic acid

은 검량선을 나타내었다.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999였
으며, Table 3과 같이 98.42±1.35~101.12±0.22로 나타나, 높
은 직선성을 보였다. 또한, 최소 정량한계는 10 μg/mL 수준

으로 나타났다. 지표성분으로서 valerenic acid에 대한 분석

방법 벨리데이션에 대한 보고는 Gary WS(2005)와 Goppel & 
Franz(2004)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Gary WS(2005)는 
valerenic acid 분석방법의 검증에서 R2은 0.9999 이상으로, 
Goppel & Franz(2004)는 R2은 0.9989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수

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길초근 추출물의 표준화를 위

해 설정된 지표 성분의 분석을 위한 정량한계를 검증한 것으

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정확성, 정밀성및길초근추출물내의 valerenic acid 
함량

정확성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valerenic acid의 inter-day 
분석에서 99.88±0.18~100.68±0.34를 보였다. 정밀성의 결과

는 Table 5와 같이 시료를 6번 반복 후 RSD 값을 분석하여 

0.59%로 나타내었으며, 길초근 추출물 내의 valerenic acid
의 평균 함량은 0.29%(0.2925 mg/g of extract)였다. Tania & 
Brian (2004)은 14종류의 길초근 제품의 valerenic acid 함량은 

21~2,661 ppm으로 분석하였으며, Shoget 등(2001)은 valerenic 
aicd 및 그 유도체가 길초근 제품에 0.01~6.32 mg/g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길초근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valerenic 
aicd를 기준으로 0.5 mg/kg을 mice에 경구투여하였을 때 

항불안 효과를 나타내고, 이때 valerenic acid와 그 유도체인 

acetoxy valerenic acid의 비율이 12:1로 함유되어 있을 때 그 효

과가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등 2014). 본 연

구에서 70% 주정으로 추출한 valerenic acid의 함량은 이전

에 연구된 여러 추출방법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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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ary WS(2005)
는 valerenic acid 분석법에 대한 연구에서 RSD는 0.2%이내

로 나타났으며, retention time의 경우, Goppel & Franz 2004)
는 valerenic acid는 87.55분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alerenic acid의 retention time은 14.04분으로 나타나, 본 연구

진이 설정한 분석 방법이 추출물의 성분분석에 효율적인 분

석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진정 및 수면증진 효과가 알려져 있는 길초근을 개별인정

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정 추출

하여 지표성분으로 valerenic acid를 설정하였으며, HPLC를 

이용하여 지표성분 표준화를 위한 valerenic acid의 분석법 설

정과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였다. 유효성 검정

을 위해 특이성, 직선성, 최소검량한계,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길초근 추출물 분석 시 지표물질

이 다른 물질의 간섭 없이 안정하게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표준용액과 추출물의 피크유지시간이 일치하여 특이성

을 확인하였다. Valerenic acid의 검량선은 R2=0.9999로 좋은 

선형성을 보였으며, 최소정량한계는 10 μg/mL로 설정되었다. 
정확성 측정 결과에서는 99.88~100.68%가 나왔고, 정밀성 측

정 결과, 상대표준편차(RSD)는 0.59%였다. 그러므로 HPLC
를 이용한 valerenic acid의 분석법이 길초근 주정 추출물 기

능성 원료 표준화를 위한 적합한 시험법임이 검증되었다. 본 

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길초근 주정 추출물 내의 valerenic acid
의 함량은 6회 분석하였을 때 평균 0.29%가 함유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valerenic acid의 분석법이 

길초근 주정 추출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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