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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생약의 재배지역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판

별법의 개발을 통해서, 생약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한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 물질

을 분석하지 않고도 분석결과의 mass spectra를 library와 비교해봄으

로써 물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MS) 분석을 통한 대사체학 기법을 채택하였고, 연

구대상 생약으로 천마(Gastrodia elata)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6개의 국내산 천마 시료와 26개의 중국산 천마 시료를 유

도체화 시켜 휘발성을 부여한 후 GC/MS(EI)로 분석하고, 천마의 크

로마토그램에서 NIST library를 통해 탐색되는 대사체들을 찾아보았

다. 또한 시료 간에 존재하는 미세한 실험상의 차이를 보정하고,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의 변수를 20초 간

격으로 더하는 binning을 수행한 후 산지별로 24개씩의 시료를 사용

하여 PCA, OPLS-DA와 같은 다변량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천마의 크로마토그램에서 NIST library를 통해 탐색되

는 대사체는 총 35개였으며, 다변량 통계분석 수행 결과 모든 모델에

서 판별이 잘 되었으나, OPLS-DA 모델에서 가장 잘 판별이 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커 대사체 후보군을 탐색하기 위하여 OPLS-DA모델에서의

VIP score가 1.0이 넘는 동시에, T-test결과 P-value가 0.01이하인 변

수를 확인한 결과, 50개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종적으

로 L-serine, 9,12-octadecadienoic acid, D-glucosepyranose의 3가지

대사체가 천마의 산지 판별을 위한 마커 대사체 후보군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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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지별로 24개씩 총 48개 시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

립한 OPLS-DA 모델을 사용하여 2개의 한국산 천마와 2개의 중국산

천마 시료의 산지 예측을 해본 결과, 4개의 시료 모두 정분류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GC/M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대사체학

(Metabolomics), 천마(Gastrodia elata), 다변량 통계 분석

(multivariate statistic analysis),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PLS-DA(Orthogonal Projections to Latent Structures

Discriminant Analysis)

학 번 : 2010-2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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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사체학(metabolomics)은 다양한 분석기기(NMR, GC/MS, LC/MS,

NIR, CE, etc.)를 사용하여 생체 내에 존재하는 저분자 내인성 대사체

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다변량 통계 분석과 연계함으로써 내인성

대사체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 분야이다. 이러한 대사체학은 표현형

발현에 대한 생리학적 기초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

에, 신약 개발 및 평가, 질병의 조기진단, 약물 개발 단계에서의 부작

용 스크리닝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대사체학의 연구는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 등의 고가의 장비를 통

한 분석이 요구되며, 각 분석기기의 종류별로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 중 GC/MS의 경우, 분석 가능한 질량범위가 50 ∼ 500 m/z로 한

정되어 있지만, 저분자 물질은 표준 물질을 분석하지 않고도 분석결과의

mass spectra를 library와 비교해봄으로써 물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C/MS 분석을 통한 대사체학 기법을 생약

의 산지 판별에 적용해 보았고, 대상 생약인 천마(Gaestrodia elata)의

GC/MS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PCA, OPLS-DA와 같은 다변량 통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천마의 판별 모델을 확립하였다. PCA란 다변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서로 독립적이고 적

은 수의 새로운 변수들(주성분)을 생성하고, 다차원의 자료를 2차원

또는 3차원의 주성분 공간으로 사영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OPS-DA는 classification을 통해 집합이라는 종속변수를 부여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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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기여하는 변수의 영향력을 더 부각시키는 통계 기법으로서, 예

측모델의 확립과 판별에 기여하는 변수 탐색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다.

또한, 확립된 OPLS-DA 판별 모델을 이용하여 2개의 한국산 천마

와 2개의 중국산 천마 시료의 산지 예측을 해본 결과, 4개의 천마 시

료 모두 정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생약의 산지 판별 및 품질을 보다 과

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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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중국산

Fig. 1. Pictures of Korean and Chinese Gastrodia elata

Ⅱ. 실험

1. 시료

천마 (Gastrodia elata)시료는 중국 및 국내 산지에서 직접 수집하

였다. 국내산은 강원도 춘천, 경상북도 김천, 경상북도 상주, 전라북도

무주 등에서 총 26개를 수집하였고, 중국산은 광서성, 중경시, 하남성,

호남성, 호북성, 산시성, 안휘성, 저장성, 섬서성에서 총 26개를 수집하

였다.

각 26개의 시료 중, 24개씩 총 48개의 시료는 판별모델의 확립에

사용하였으며, 2개씩 총 4개의 시료는 산지의 예측을 위해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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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중국산

지역 시료 번호 지역 시료 번호

춘천 K1 - K4 광서성 C1 - C2

김천

K5

K8 - K9

K11 - K13

K15

K25-K26

중경시 C3

하남성 C4

호남성 C5

호북성

C6

C35 - C36

C73 - C74

C85 - C86
상주

K14

K18 - K19

무주 K16
산시성

C7

C42 - C43

C46 - C47

기타

K6 - K7

K10

K17

K20 - K24

안휘성 C12 - C14

저장성
C19 - C21

C64 - C65

섬서성 C90

합계 26 합계 26

Table 1. The list of Korean and Chinese Gastrodia elata



5

2. 시약 및 기기

2-1. 시약

시료 추출 용매로는 Chloroform (Extra Pure grage, Duksan,

Korea), Methanol (HPLC-grade, Duksan, Korea), distilled deionized

water (DDW)를 1:2.5:1 (v/v)로 포화시킨 용매를 사용하였다. 유도체

화 시약으로 trimethylsilylation(TMS) 반응을 위해

N,O-Bis(tr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 with 1% trimethyl

chlorosilane (Fluka, USA)을 사용하였고, methoximation 반응을 위해

methoxyamine hydrochloride (Sigma-Aldrich, USA)를 pyridine

(Sigma-Aldrich, USA)에 녹인 용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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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기구 및 기기

-Microtube (1.5 mL, Eppendorf AG, Hamburg, Germany)

-Conical tube (15 mL, 50 mL, Falcon, USA)

-Vial (1.5 mL, Agilent technologies, USA)

-Vial cap (Agilent technologies, USA)

-Parafilm (Pechiney Plastic Packaging, USA)

-Plastic disposable syringe (1 mL, Norm-ject, USA)

-Syringe filter (Advantec 0.50 μm, PTFE, Tokyo Roshi Kaisha,

Japan)

-Centrifuger (5810R, Eppendorf AG, Hamburg, Germany)

-Vortex mixer (Scientific Indusries, Vortex Genie-2, USA)

-Sonicator (Branson Ultrasonic Corporation, 5510R-DTH, USA)

-GC : Agilent 6890 Series Plus gas chromatograph(Palo Alto,

USA)

-MS : JMS-GC mate (JEOL,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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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시료의 추출

분말화한 천마 시료 10mg을 1ml의 CHCl3:MeOH:Water(1:2.5:1)

용액과 함께 1.5 mL 용량의 EP tube에 넣고 parafilm으로 잘 감싼 다

음 24℃의 sonicator에서 30분간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난 후,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13,500 rpm으로 24 ℃에서 5분간 centrifugation 함

으로써 상징액을 얻었다. 얻어진 상징액을 0.50 μm의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새로운 EP tube에 여과시킨 후, 400 μL을 취하여 N2 gas로

퍼징하여 농축시켰다. 그리고 trimethulsilylation 반응시에 silylation

시약이 물과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시료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가 농축된 EP tube를 15시간동안 동결건조기에 보관하였

다.

이어서 Methoximation 유도체화를 위하여, 각 농축된 시료가 담긴

EP tube에 20 mg의 Methylhydroxylamine hydrochloride을 1 mL

pyridine에 녹인 용액 50 μL 씩을 넣고, water bath에서 30℃로 1시간

30분간 반응시켰다. 이어서 trimethulsilylation 반응을 위하여, 다시

1% TMCS(trimethylchlorosilane)가 들어간

BSTFA(N,O-bis(tr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 용액 100 μL를 넣

고 water bath에서 37℃로 30 분간 반응시켰다.

Methylhydroxylamine hydrochloride는 시료 중에 존재 할 수 있는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에 대해, 카르보닐기 (aldehyde and keto

groups)를 protection하여 카르보닐기의 timethylsilylation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Methoximation 반응을 위해 사용하였다.

Trimethylsilylation 반응은 식물 대사체 중 ketone, aldehyde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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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arbonyl group과 carboxyl acid, amine group 등에 존재하는

active hydrogen을 trimethylsilyl group으로 유도체화 함으로써 휘발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BSTFA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Trimethylsilylation 시약중 하나 이며, silylation catalyst인 TMCS가

1% 첨가된 시약을 사용함으로써 유도체 반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

도록 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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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preparation for GC/M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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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C/MS 분석 조건

조제한 검액들은 JMS-GC mate mass spectrometry와 결합된

Agilent 6890 Series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컬

럼으로는 5% Phenyl methyl silicone 구조인 DB-5 capillary column

(30 m x 0.25 mm, 0.25 μm)을 사용하였고, 50 ∼ 500의 m/z를 Scan

mode에서 전자 충격 이온화법(Electron Impact Ionization, EI)으로 분

석하였다. EI는 분석물에 electron impact를 가해 토막이온(fragment

ion)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70eV 에너지로 이온화된 물질의 질량 스

펙트럼에 대한 Library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표준물질이 없는 경우

에도 library를 통한 물질 확인이 가능하다. GC/MS에서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분석과정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료를 산지나 번호순서로 분석

하지 않고 임의의 순서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GC/MS 분석

시, 통계 분석 결과가 GC/MS 시스템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노이즈

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5개의 시료를 분석할 때마다 methanol을 분석하여 크로마토그

램을 확인해 봄으로써, 실험과정상의 컬럼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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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chromatography Agilent 6890 Series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ry JMS-GC mate (JEOL, Japan)

Column
DB-5, length; 30 m x 0.25 mm

film thickness 0.25 ㎛

Flow rate Carrier gas; Helium (1 mL/min)

Injection parameter

Injection mode; split 30:1,

Injection volume; 1 ㎕,

Injector temp; 280 ℃

Oven temperature

program

80 ℃(2 min) - 5 ℃/min → 150℃ (5 min)

- 5 ℃/min→ 300℃(20 min)

Mass parameter

Ionization mode ; EI 70 eV

Acqusition mode ; scan mode (50 ∼ 500 m/z)

Solvent delay ; 6min

Table 2. GC/MS analysi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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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계 분석

시료 간에 존재하는 미세한 실험상의 차이를 보정하고 통계분석

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 GC/MS 데이터의 변수를 20초

간격으로 더하는 데이터 binning을 수행한 다음 새로운 변수를 이용

하여 SIMCA-P, version 12.0 software (umetrics, Sweden)를 통해

Chemometric method인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PLS-DA(Orthogonal Projections to Latent Structures Discriminant

Analysis) 와 같은 Multivariate Data Analysis(다변량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산 천마와 중국산 천마를 비교하였다.

PCA란 다변량 데이터에 대해 분산-공분산 구조를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추출하여 통계기법으로서, 서로 연관이 있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때,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서로

독립적이고 적은 수의 새로운 변수들(주성분)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PCA의 목적은 변수 차원의 축소이고, 선형결합 또는 선형변

환 되어 형성된 주성분은 다차원의 자료를 2차원 또는 3차원의 주성

분 공간으로 사영(projection)시켜 저차원 공간에 나타내고, 이들을 그

래프로 나타내어 자료가 갖는 특성을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

다.

OPS-DA는 classification을 통해 집합이라는 종속변수를 부여하여

판별에 기여하는 변수의 영향력을 더 부각시키는 통계 기법으로서,

예측모델의 확립과 판별에 기여하는 변수 탐색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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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별에 대한 마커 대사체 후보군 탐색

국내산과 중국산 천마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마커 대사체 후보군을

탐색하기 위해 OPLS-DA 모델의 VIP(variable importance plot)

score와 T-test에서의 p-value를 이용하였다. VIP score는 두 집단을

구분하는 OPLS-DA model을 확립할 때 각각의 변수들이 기여한 정

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VIP score가 1.0이상인 유의성 있는 변수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R console(version 2.13.0, Free

software)을 이용하여 T-test를 시행하였고, P-value 값이 0.01 미만

인 유의성 있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공통으로 추출된 변수들

중 실제 chromatogram상에서 NIST library search를 통해 확인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함으로써, 마커 대사체 후보군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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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지시료의 산지 예측

국내산 천마 24개와 중국산 천마 24개를 이용하여 천마의

OPLS-DA 판별모델을 확립한 후, 모델 확립에 사용된 48개의 시료와

겹치지 않는 4개의 시료를 확립된 모델에 적용하여 산지 예측을 시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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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C/MS chromatogram of Korean Gaestrodia elata

Fig 4. GC/MS chromatogram of Chinese Gaestrodia elata

Ⅲ. 결과

1. 천마의 GC/MS 분석 결과

GC/MS를 이용하여 국내산 천마와 중국산 천마 시료를 분석한 결

과, Fig. 3, Fig. 4와 같은 TIC(total ion chromatogram)를 얻을 수 있

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산과 중국산 천마 시료의 peak intensity와

pattern이 다른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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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T

(min)

Identified metabolites Mass fragments Match

factor

1 6:43 L-Alanine 116, 73, 147, 190, 59 89.1
2 7:05 Glycine 102, 73, 147, 52 90.6
3 8:10 Disiloxane 147, 73, 227, 131, 103 83.2
4 9:30 L-Valine 144, 73, 218, 117, 52 80
5 11:05 Silanol 299, 73, 133, 147, 207 84.6
6 11:08 Glycerol 73, 147, 205, 117, 103, 

218

88.7

7 11:49 Glycine 174, 73, 147, 248, 100 89.5
8 13:22 L-Serine 73, 204, 218, 147, 100 88
9 14:03 L-Threonine 73, 117, 218, 147, 101 83.8
10 16:38 Malic acid 73, 147, 233, 55, 133, 

189

82.9

11 16:45 Silane 73, 179, 147, 268, 253 87.8
12 17:10 Threitol 73, 147, 103, 217, 117 90.7

3,8-Dioxa-2,9-disiladeca

ne

73, 147, 103, 217, 117 90.5

13 17:20 L-Proline 156, 73, 230, 258 91
Cyclopentanecarboxylic 

acid

156, 73, 230, 258 84

14 17:23 3,8-Dioxa-2,9-disiladeca

ne

73, 147, 205, 103, 217 88.5

Threitol 73, 147, 205, 103, 217 87.8
15 17:31 L-Aspartic acid 73, 232, 100, 147, 218 82
16 19:10 2,3,4-Trihydroxybutyric 

acid

73, 147, 204, 292, 220 86.1

Table 3. Retention time, mass fragments pattern, and match factor of 35

metabolites searched by NIST mass spectra libraries

2. 천마의 library 탐색을 통한 성분 동정

NIST mass spectra libraries를 통하여 총 35개의 대사체를 확인되

었으며, 각 대사체의 이름, R.T(retention time), m/z, match factor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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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37 2,3,4,5-Tetrahydroxypen

tanoic acid-1,4-lactone

73, 117, 147, 217, 231, 

189, 102

81.6

18 23:17 d-Ribose 73, 103, 147, 217, 307 84.3
d-xylose 73, 103, 147, 217, 307 84.1

19 23:24 d-xylose 73, 103, 147, 217, 307 83.6
d-Ribose 73, 103, 147, 217, 307 83.5

20 25:18 Arabinitol 73, 147, 103, 217 81.2
Ribitol 73, 147, 103, 217 80.2

21 26:34 D-Glucitol 73, 217, 117, 147, 103 83.8
22 28:00 1,2,3-Propanetricarboxy

lic acid

73, 147, 273 90.5

23 28:06 Pentaric acid 73, 147, 273, 245, 319 83
24 30:38 Galactose oxime 73, 205, 319, 147, 103 83.7

Glucose oxime 73, 205, 319, 147, 103 81.5
25 30:55 Glucitol 73, 205, 147, 319 81.1

Ribitol 73, 205, 147, 319 80.7
26 31:10 Glucitol 73, 103, 147, 217 86.4

Glucose oxime 73, 103, 147, 217 84.4
27 31:13 Ribitol 73, 103, 217, 147 86.8

Arabinitol 73, 103, 217, 147 85.3
28 32:38 Hexadecanoic acid 73, 117, 313, 145, 55 87.4
29 33:03 Myo-inositol 73, 217, 318, 147, 191 81.8
30 34:13 Myo-inositol 73, 217, 147, 305 87.3
31 35:52 9,12-Octadecadienoic 

acid

75, 95, 337, 117, 129 92.4

32 36:27 Octadecanoic acid 73, 117, 341, 145, 55 89.8
33 42:22 Hexadecanoic acid 73, 371, 57, 147, 239 82.4
34 43:55 D-Glucopyranoside 73, 217, 361, 103, 147 90.9
35 45:10 monostearin 73, 399, 147, 57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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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한 산지 판별 모델 확립

SIMCA-P, version 12.0 software (umetrics, Sweden)를 통해 천마

에 대한 Multivariate Data Analysis(다변량 통계 모델)인 PCA,

OPLS-DA 모델을 확립해보았다.

Fig. 5는 국내산 천마와 중국산 천마의 PCA를 이용한 분석결과이

다. PCA모델에서도 국내산 천마와 중국산 천마가 t[1]과 t[2]에 의해

서 중첩되지 않고 잘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국내산 천마와 중국산 천마의 OPLS-A를 이용한 분석결

과이다. t[1]에 의해 국내산 천마와 중국산 천마가 명확하게 분리되었

으며, PCA에 비해서 더욱 확연하게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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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CA score plot of Gastrodia elata

Fig. 6. OPLS-DA score plot of Gastrodia e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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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별에 대한 마커 대사체 후보군 탐색

국내산과 중국산 천마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마커 대사체 후보군을

탐색하기 위해 OPLS-DA 모델의 VIP score가 1.0이상인 유의성 있는

변수들과 T-test에서의 p-value가 0.01 미만인 유의성 있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VIP score가 1.0이 넘는 변수는 Fig. 7에, T-test결과는

Fig. 8에 표시하였다.

VIP와 T-test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변수들 중 NIST mass

spectra libraries에서 확인이 된 대사체들에 대해서 국내산과 중국산

으로 나누어 평균값(Average)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을 비교

하여 보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L-serine, 9,12-octadecadienoic

acid, D-glucosepyranose의 3개 마커 대사체 후보군이 탐색되었다. 그

중 L-serine과 D-glucosepyranose는 국내산 천마에서 함량이 더욱 높

았으며, 9,12-octadecadienoic acid는 중국산 천마에서의 함량이 더욱

높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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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IP result on OPLD-S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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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test result via R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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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Histogram

L-serine

9,12-octadecadien

oic acid

D-glucopyranoside

Table 4. The list of marker metabolite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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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diction result on OPLS-DA model

5. 미지시료의 산지 예측

국내산 천마 24개와 중국산 천마 24개를 이용하여 확립한

OPLS-DA 판별모델에 국내산과 중국산 천마 2개씩의 데이터를 적용

하여 예측해본 결과, 총 4개의 시료 모두 정분류되어, 정확도가 100%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Fig. 10)



25

Fig. 10. Predicted score colum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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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국내산과 중국산 천마의 GC/MS 분석을 통하여 35개의 대사체

를 NIST mass spectra libraries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2. PCA 와 OPLS-DA와 같은 다변량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산과 중국산 천마의 산지 판별을 시도하였으며, OPLS-DA 기법을 이

용한 천마의 판별모델을 확립하였다.

3. 천마의 OPLS-DA 판별 모델에서 얻어진 VIP score와 T-test를

통한 p-value를 이용함으로써 L-serine, 9,12-octadecadienoic acid,

D-glucopyranoside라는 마커 대사체 후보군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 중 L-serine과 D-glucopyranose는 국내산 천마에,

9,12-octadecadienoic acid는 중국산 천마에서 그 함량이 더욱 높았다.

4. 확립된 OPLS-DA 판별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산과 중국산 시료

2개씩을 예측해본 결과 총 4개의 시료 모두 정분류 됨으로써, 이 방

법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GC/MS 기반의 대사체학기법을 이용한 생

약의 판별법을 이용한다면, 생약의 산지 판별 및 품질을 보다 과학적

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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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C/MS based metabolomics

approach for the discrimination

of herb medicine

Chang Ju Lim

Department of Pharmacy, Pharmaceutical Anaysi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ity

In this study,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riterion to

verify the cultivation area of herb medicine, herb medicine can be

managed more scientifically and hence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Oriental medicine industry. For this purpose,

metabolomics approach based on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which identifies the compounds by

comparing the mass spectra and library data without analysis of

standard, was selected as a method of this study and a target

herb medicine was Gastrodia elata.

After samples of 26 domestic Gastrodia elata and 26 Chinese

Gastrodia elata became volatile by derivatisation,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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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GC/MS (EI) and metabolites were identified by NIST

library in the obtained chromatogram of Gastrodia elata. In

addition, binning that adds the variables of data at 20-second

intervals was performed to reduce the number of variables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and to calibrate the slight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the samples of experiment. After that,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PCA and OPLS-DA on samples

classified by cultivation area were carried out and then in

OPLS-DA model.

Consequently, 35 metabolites was identified by NIST library and

OPLS-DA model was found to be the most well performed method

even though all the other multivariate statistical models produce a

reasonable results.

Furthermore, on the purpose of the discovery of a marker

metabolite candidates, 50 significant variables whose VIP score

was more than 1.0 and P-value was less than 0.01 as a result of

T-test were discovered in common among a total of 162 variables

and eventually three metabolites of L-serine, 9,12-octadecadienoic

acid, D-glucosepyranose were identified as a marker metabolite

candidates to verify the cultivation area of Gastrodia elata.

In conclusion, the cultivation areas of two domestic Gastrodia

elata and two Chinese Gastrodia elata were predicted by

OPLS-DA model,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48 samples;

24 samples from each cultivation area, Korea and China, and it

confirmed that all of Gastrodia elata were precisely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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