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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나무 뿌리껍질의 휘발성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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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래나무 뿌리껍질에서 단리한 4종의 휘발성 성분을 GC-MS를 이용하여 화학구조를 규명하였다. 각 성분들

의 fragment pattern은 NIST와 Wiely 6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aliphatic alcohol인 3-ethyl-2-methyl-1-pentene-3-ol과

naphthoquinone 유도체인 1,4-naphthoquinone, 5-hydroxy-1,4-naphthoquinone(juglone) 및 5-hydroxy-2-methyl-1,4-

naphthoquinone(plumbagin)임을 확인하였다. 정량분석 결과 1,4-naphthoquinone 54.4 μg/g, 5-hydroxy-1,4-naphthoquinone

21.3 μg/g, 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 17.1 μg/g의 함량을 나타냈으며, 1,4-naphthoquinone과 5-hydroxy-1,4-

naphthoquinone은 가래나무 뿌리껍질의 주요 휘발성 성분이었다.

Abstract: By comparison of mass fragmentation pattern of each component with two modern MS libraries

(NIST and Wiely 6), those were identified to one aliphatic alcohol (3-ethyl-2-methyl-1-pentene-3-ol) and three

naphthoquinone derivatives (1,4-naphthoquinone, 5-hydroxy-1,4-naphthoquinone (juglone) and 5-hydroxy-2-methyl-1,4-

naphthoquinone (plumbagin)).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study with authentic compounds of three naphthoquinone

derivatives, 1,4-naphthoquinone and 5-hydroxy-1,4-naphthoquinone were the major volatile components in the

root shell of Juglans mandshurica and their amounts were ca. 54.4 μg/g and 21.3 μg/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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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owicz)는 가래나

무과(Jugland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落葉喬木)으로 중

국, 시베리아 및 우리나라 중부이북 해발 100~1500 m 사

이에 자생하며 추자목(楸子木)이라고도 하고 열매를 추자

(楸子)라 한다. 수피는 암회색이고 세로로 갈라지며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가래나무는 쓰임새가

많은 주요 용재수종으로 목재는 농기구, 조각재 및 장롱

등을 만드는데 쓰이며, 열매는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고,

수피와 뿌리껍질도 약용으로 사용된다. 한방에서는 열매

를 핵도추과(核桃秋果), 뿌리껍질을 추목피(楸木皮)라 부

르며 추목피는 소염, 해열제로 쓰며 그 달인즙은 악창, 두

창, 옹종 등 피부병에 쓴다(이유미, 1997; 조재명 등,

2003). 뿌리껍질에는 juglone과 그 유도체의 함량이 높으

며 juglone은 살균작용이 있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이

며 동맥경화 예방작용을 하며 항균작용과 지사작용이 있

으며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리작용이 있다(문관심, 1999).

가래나무 추출성분에 대한 연구로는 Hirakawa 등(1986)

이 가래나무속 수종 수피에서 oligomeric juglones인 3,3'-

bijuglone, cyclotrijuglone을 보고하였으며, Binder 등

(1989)이 열매껍질에서 8개의 1,4-naphthoquinone 유도체를

단리하였으며 그 중 5-hydroxy-3-methyl-1,4-naphtho-

quinone과 2,3-dimethyl-5-hydroxy-1,4-naphthoquinone은

천연에서 처음 단리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1998)

은 가래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세포독성 물질인 diarylhep-

tanone glucoside와 1,4,8-trihydroxy-3-naphthalenecarboxylic

acid계 화합물을 분리하였으며, Lee 등(2000)은 가래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4개의 naphthalenyl glycoside를 분리하

여 보고한 바 있다. 또한 Li 등(2003, 2004)은 가래나무 뿌

리에서 tetralones 화합물 및 새로운 diarylheptanoid 화합

물의 구조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약리 효능이 있는 가래나무 뿌리껍질

의 추출성분에서 휘발성 성분을 GC-MS를 이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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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들의 구조와 함량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2005년 5월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소재의 강원

대학교 학술림에서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22년

생)를 벌채하고 뿌리를 채취하여 2주 이상 실험실에서 기

건 시킨 후 분쇄기를 이용, 분말로 제조하여 추출용 시료

로 사용하였다. 

2. GC-MS 분석시료 조제

기건 된 가래나무 뿌리의 껍질 부위 2.86 kg을 acetone-

H
2
O(7:3, v/v) 혼합용액에 약 3일간 침지하여 추출하였으

며,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조작을 3회 반복 실

시하였고, 추출액은 40oC이하에서 감압농축하였다. 

추출액을 농축하던 중 유기용매가 증발되어 회수되는

농축기 수기 플라스크에 노란색의 휘발성 물질이 관찰되

었다. 이를 모두 회수하고 분획깔때기로 메틸렌클로라이

드(CH
2
Cl

2
) 분획을 실시하여 가용부 300 mL을 얻었다. 가

용부 중 5 mL를 분취하고 무수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수

분을 제거하였으며 상층액을 소형 주사기로 분리하여 무

수에탄올로 용해시킨 후 밀봉하여 GC-MS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3. 휘발성 화합물 분석

휘발성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공동실

험실습관의 GC(8000 top series, CE instrument, U.S.A)

와 MS(Autospec M365 series, Micromass, U.K)를 사용

하였다. GC-MS Total Ion Chromatogram(TIC)으로 NIST

(version 1.0)와 Wiley 6(version 6.0) MS library spectra

data와 비교하여 동정하였고 GC와 MS의 상세한 분석 조

건은 Table 1과 같으며 휘발성 화합물의 구조는 Figure 1

과 같다.

4. 휘발성 화합물 정량분석

GC-MS 정량분석용 내부표준물질은 1,4-naphthoquinone

(Sigma, USA), 5-hydroxy-1,4-naphthoquinone(Aldrich, USA),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GC-MS.

GC

column DB-5MS (30 m×0.25 mm×0.25 μm)

injector volumn 0.5 μL

split ratio 1:30

injector temp. 200oC

detector temp. 250oC

oven temp. 70oC (3 min) → 150oC (rate : 20oC/min) → 230oC (rate : 5oC/min) → 280oC
(rate : 20oC/min) 

column flow 1.5 mL/min with He

MS

ionization energy 70 eV

ion source temp. 250oC

trap current 500 μA

scan range 50~500 m/z

resolution 3000

Figure 1. Chemical structures of the isolated volatil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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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Sigma,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내부표준물질은 혼합하여

10, 20, 50, 100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메탄올 용액으로

희석하여 Table 1의 GC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3회 반복

분석하여 GC의 휘발성 화합물의 면적을 구하고, 같은 조

건에서 각 내부표준물질의 peak 면적비와 농도비의 관계

를 단순 선형회기선으로 작성하여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래나무 뿌리껍질의 추출물로부터 얻은 휘발성 화합

물을 GC-MS로 분석하였다. Figure 2는 검출된 화합물의

GC-MS 스펙트럼으로 총 4개의 peak를 검출하고 NIST와

Wiley 6 library를 이용하여 기존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구조를 동정하였으며, 화합물들의 retention time과 peak

area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1. 화합물 1 (3-ethyl-2-methyl-1-pentene-3-ol)

화합물 1의 GC-MS 스펙트럼은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se ion은 m/z 99이며 그 외에 fragment ion은 m/z

87, 71 및 57로 나타났다. NIST와 Wiley 6 library 검색된

Figure 3의 3-ethyl-2-methyl-1-pentene-3-ol의 GC-MS 스

펙트럼과 fragment ion의 peak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화

합물 1은 3-ethyl-2-methyl-1-pentene-3-ol의 구조이며, 가

래나무 뿌리껍질에서는 처음 확인되었다.

2. 화합물 2 (1,4-naphthoquinone)

화합물 2의 GC-MS 스펙트럼은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은 m/z 158 [M]+, base ion은 m/z 104이며 그

외에 fragment ion은 m/z 131, 130, 105, 76 및 74 등으

로 나타났다. NIST와 Wiley 6 library 검색된 Figure 5의

1,4-naphthoquinone의 GC-MS 스펙트럼과 fragment ion의

peak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화합물 2는 1,4-

naphthoquinone로 구조를 확인하였다.

Figure 2. GC-MS spectrum of isolated extracted from root shell of J. mandshurica.

Table 2. Components identified from root shell of J. mandshurica.

Peak 
No.

R.T.*
(min)

Compounds
Peak area 

(%) 
Match quality 

(%)
M.W.

1 9:37  3-ethyl-2-methyl-1-pentene-3-ol 8.09 95.4 128

2 10:42  1,4-naphthoquinone 47.66 97.8 158

3 11:39  5-hydroxy-1,4-naphthoquinone (juglone) 34.16 96.3 174

4 12:36  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 (plumbagin) 10.09 95.3 188

*R.T. : Retention time

Figure 3. GC-MS spectrum of 3-ethyl-2-methyl-1-pentene-3-ol.

Figure 4. GC-MS spectrum of compou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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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hthoquinone 유도체는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

으며, 일부 미생물의 대사산물에도 존재하며 이들 유도

체는 구충, 항균 작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Shikimic

acid pathway와 mevalonic acid pathway 등의 혼합경로

에 의해 생성된 것, acetate-malonate pathway로 생성하는

것, mevalonic acid pathway로 생성하는 것 등의 여러 가

지 기원 물질이 포함된 비교적 큰 group이다(김창민 등,

2003).

3. 화합물 3 (5-hydroxy-1,4-naphthoquinone)

화합물 3의 GC-MS 스펙트럼은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은 m/z 174 [M]+, base ion은 m/z 118이며 그

외에 fragment ion은 m/z 146, 92 및63 등으로 나타났다.

NIST와 Wiley 6 library 검색된 Figure 7의 5-hydroxy-

1,4-naphthoquinone의 GC-MS 스펙트럼과 fragment ion의

peak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화합물 3은 5-hydroxy-1,4-

naphthoquinone로 구조를 확인하였다.

5-hydroxy-1,4-naphthoquinone(juglone)은 Juglans nigra

등 검은 호두나무 근연종에서 기원하는 화학물질로, 대부

분의 식물에서 발아저해와 생장저해 등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glone은 나무자체에서 직접 생산되

지 않고, 체중에서 생산되었던 전구물질이 낙엽과 뿌리로

부터 서서히 용출되어 토양 중에 들어가 가수분해, 산화

를 받아 juglone이 된다(한승관 등, 2002). 

4. 화합물 4(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

화합물 4의 GC-MS 스펙트럼은 Figure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분자량은 m/z 188 [M]+, base ion은 m/z 131이며

그 외에 fragment ion은 m/z 173, 131, 92, 77 및 63 등으

로 나타났다. NIST와 Wiley 6 library 검색된 Figure 9의

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의 GC-MS 스펙트

럼과 fragment ion의 peak가 일치하여 화합물 4는 juglone

의 2번 탄소에 methyl기가 결합한 5-hydroxy-2-methyl-1,4-

naphthoquinone(plumbagin)로 구조를 확인하였다.

Plumbagin은 갯질경이과(Plumbaginaceae) 및 감나무과

(Ebenaceae) 등의 여러 가지 식물뿌리에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 항암, 항진균 및 즉시형 알러지(immediate allergic)

억제 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다(Hsieh et al., 2006).

5. GC에 의한 휘발성 화합물 정량분석

가래나무 뿌리껍질에 함유된 휘발성 화합물의 정확한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GC에 의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검정곡선은 내부 표준물질에 대한 peak 면적비로 농

도비의 관계를 표시하는 표준검정곡선을 작성하였으며,

농도 별로 제조한 내부표준물질을 GC-MS로 분석하여 얻

어진 상관 관계식과 상관 계수는 Table 3에서와 같이 표

Figure 5. GC-MS spectrum of 1,4-naphthoquinone.

Figure 6. GC-MS spectrum of compound 2.

Figure 7. GC-MS spectrum of 5-hydroxy-1,4-naphthoquinone.

Figure 8. GC-MS spectrum of compound 3.

Figure 9. GC-MS spectrum of 5-hydroxy-2-methyl-1,4-

naphthoquinone.

Figure 10. GC-MS spectrum of compound 4.

Table 3. Simple liner regression of standard calibration for the volatile compounds.

Compounds
Concentration range 

(μg/mL)
Regression eqm.

Correlation
cofficient(r)

1,4-naphthoquinone (2) 10~100 y = 733362x − 5313083 0.9974

5-hydroxy-1,4-naphthoquinone (3) 10~100 y = 480215x − 5197282 0.9940

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 (4) 10~100 y = 1108151x − 782434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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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질의 농도범위에서 R2값은 모두 0.9940이상을 나타냄

에 따라 직선성이 매우 좋고 분석방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가래나무 뿌리껍질로부터 검출된 휘발성 화합물의 함

량을 측정한 결과 1,4-naphthoquinone이 가장 높은 54.4

μg/g으로 나타났으며, 5-hydroxy-1,4-naphthoquinone은 21.3

μg/g, 5-hydroxy-2-methyl-1,4-naphthoquinone는 17.1 μg/

g으로 나타났다. 

결 론

가래나무 뿌리껍질에서 분리된 휘발성 성분을 GC-MS

로 분석하여 4개의 peak를 확인하였으며 NIST와 Wiley 6

library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구조를 동정하고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ethyl-2-methyl-1-pentene-3-ol (1), 1,4-

naphthoquinone (54.4 μg/g) (2), 5-hydroxy-1,4-naphtho-

quinone(juglone) (21.3 μg/g) (3) 및 5-hydroxy-2-methyl-

1,4-naphthoquinone(plumbagin) (17.1 μg/g) (4)로 나타났

다. 가래나무 뿌리껍질의 휘발성 성분은 5-hydroxy-1,4-

naphthoquinone(juglone)계 화합물들과 그 유도체 화합물

이 주요 구성성분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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