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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m of Chrysanthemum morifolium, ‘Baekma’,

were repeatedly extracted with 80% aqueous MeOH and the

concentrates was partitioned into ethyl acetate (EtOAc), n-butyl

alcohol and H2O fraction. The repeated silica gel and octadecyl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ies for the EtOAc fractions led to

isolation of two glycosyl glycerides.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 compounds were determined as (2S)-1-O-β-D-galactopyranosyl-

2,3-dilinoleoylglycerol (1) and (2S)-1-O-β-D-galactopyranosyl-

2,3-dipalmitoylglycerol (2) based on spectroscopic data anlyses

includ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mass sperctrometry, and

infrared spectrometry and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Keywords Baekma · Chrysanthemum morifolium ·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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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화는 국화과(Aster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아시

아 등지에서 서식한다. 국화는 약 1 m 크기로 자라며, 품종에 따

라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개화한다. 국화는 관상용으로 가장 많

이 쓰이며, 방향제나 차, 한약재등으로 사용된다. 국내 관상화훼

농업에서 국화의 시장가치는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며, 다

양한 품종이 육종 개발되고있다. 현재 국화는 700종 이상의 품

종이 개량되었고, 크게 대국인 스탠다드형과 소국인 스프레이형

으로 나뉜다. 이중 국내 생산비는 스탠다드형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는다[1]. 이에 힘입어 2004년 한국 농촌진

흥청 원예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백마(白馬)’라는 스탠다드

형 국화를 육종하였다. 백마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관상용으로 활용된다. 관상용 국화

는 주로 절화로 유통되며, 유통 과정 중 다량의 부산물이 발생

한다. 부산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국화의 줄

기로 폐기 과정 중 농가에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국화 줄기는

항산화[2], 혈전 생성 억제, 관상동맥의 혈행 개선, 관상동맥성

심질환 치료[3]의 활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부위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농가의 비용 감소와 소득증

대를 위해 부산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촉구되며, 부산물의 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해 국화 줄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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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드형 국화의 줄기로 2017년 4월에 양재꽃시장(서울, 대한민

국)에서 구입하였으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충청남

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박하승 박사가 동정하였다. 백마는

국내에서 최초로 육종한 흰색의 볼륨감 있는 스탠다드형 절화

용 하추국으로 꽃의 중심부가 노란 빛을 띄는 다른 국화 품종

과는 달리 중심부가 녹색을 띄고있어 동정이 가능하다. 표본시

료(KHU-NPCL-20170430)는 경희대학교 천연물화학실 (용인, 경

기도)에 보관되어 있다.

시약 및 기기

시약 및 기기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4].

추출 및 분리

국화 ‘백마’의 건조한 줄기 3.3 kg을 80% MeOH 수용액(30 L)

으로 실온에서 24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얻어진 여액을

40oC에서 감압농축하여 MeOH 추출물(177 g)을 얻었다. 얻어진

MeOH 추출물은 H2O (3.0 L)와 ethyl acetate (EtOAc, 3.0 L

×3)로 분배추출하였고, 다시 H2O 층을 n-butyl alcohol (n-

BuOH, 2.4 L×3)로 분배추출하였다. 각층을 40oC에서 감압농축

하여 EtOAc 분획(CBAE, 19.3 g), n-BuOH 분획(CBAB, 18.9 g)

및 H2O 분획(CBAW, 138.8 g)을 얻었다. EtOAc 분획(CBAE,

19.3 g)에 대하여 silica gel (SiO2) column chromatography (c.c.)

(φ10.0×15.0 cm, CHCl3-EtOH=10:1→CHCl3-MeOH=10:1→CHCl3-

MeOH=5:1, 각 3.0 L)를 실시하여, 총 13개의 분획(CBAE-

1~CBAE-13)을 얻었다. 그 중에서 CBAE-10 분획[490.9 mg,

elution volume/total volume (Ve/Vt) 0.098-0.119]에 대하여

octadecyl silica gel (ODS) c.c. (φ3.5×6 cm, acetone-MeOH-

H2O=3:1:1, 각 2.5 L)를 실시하여 화합물 1 (CBAE-10-16, 64.5 mg,

Ve/Vt=0.355-0.419, ODS TLC Rf 0.17 acetone-MeOH-H2O=

5:1:1)과 화합물 2 (CBAE-10-21, 17.4 mg, Ve/Vt=0.548-0.608,

ODS TLC Rf 0.31 acetone-MeOH-H2O=5:1:1)을 분리하였다.

화합물 1 ((2S)-1-O-β-D-galactopyranosyl-2,3-dilinoleoyl glycerol):

연황색 오일(CH3OH);  +26.0o (c =0.10, MeOH); negative

FAB-mass spectrometry (MS) m/z 777[M-H]−; infrared spectro-

scopy (IR) (KBr, μ) 3383, 1723, 1612 cm−1; 1H-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400 MHz, CD3OD, δH) 5.40-5.30 (8H,

overlapped, H-9'',9''',10'',10''',12'',12''',13'',13'''), 5.30 (1H, m, H-

2), 4.46 (1H, dd, J =10.8, 2.8, H-3a), 4.24 (1H, d, J =8.0,

H-1'), 4.18 (1H, dd, J =10.8, 6.8, H-3b), 3.86 (1H, dd,

J =10.4, 5.4, H-1a), 3.79 (1H, m, H-4'), 3.75 (1H, m, H-

5'), 3.71 (2H, overlapped, H-6'), 3.64 (1H, dd, J =10.4, 6.0,

H-1b), 3.49 (1H, overlapped, H-2',3'), 2.80 (4H, overlapped,

H-11,11), 2.32 (2H, overlapped, H-2), 2.31 (2H, overlapped,

H-2), 2.06 (8H, overlapped, H-8'',8''',14'',14'''), 1.59 (4H,

overlapped, H-3,3), 1.32-1.26 (28H, overlapped, H-4-7, 4-7,

15-17, 15-17'''), 0.97 (6H, t, J =8.0, H-18'',18'''); 13C-NMR

(100 MHz, CD3OD, δC) 175.5 (C-1''), 175.3 (C-1'''), 131.1

(C-9''), 131.0 (C-9'''), 129.2 (C-12'',12''',13'',13'''), 128.8 (C-

10'',10'''), 105.2 (C-1'), 74.7 (C-3'), 74.4 (C-5'), 72.3 (C-2'),

71.7 (C-2), 70.2 (C-4'), 67.7 (C-1), 66.2 (C-3), 62.2 (C-6'),

35.1 (C-2''), 34.9 (C-2'''), 33.1 (C-14'',14'''), 30.7-30.2 (C-4''-

7'',4'''-7''',15''-17'',15'''-17'''), 28.1 (C-8,8), 26.4 (C-11,11), 26.0

(C-3,3), 14.7 (C-18,18); GC-MS tR =12.96 min (linoleic acid

methyl ester).

화합물 2 ((2S)-1-O-β-D-galactopyranosyl-2,3-dipalmitoyl glycerol):

연녹색 오일(CH3OH);  +26.4°(c =0.10, MeOH); positive

FAB-MS m/z 731 [M+H]+; IR (KBr, μ) 3383, 1723 cm−1;
1H-NMR (400 MHz, CD3OD, δH); 5.30 (1H, m, H-2), 4.46

(1H, dd, J =10.4, 2.8 Hz, H-3a), 4.23 (1H, d, J =8.0 Hz, H-

1'), 4.18 (1H, dd, J =10.4, 6.8 Hz, H-3b), 3.86 (1H, dd,

J =10.2, 4.2 Hz, H-1a), 3.79 (1H, m, H-4'), 3.75 (1H, m,

H-5'), 3.71 (2H, overlapped, H-6'), 3.64 (1H, dd, J =10.2,

6.0 Hz, H-1b), 3.50 (2H, overlapped, H-2',3'), 2.32 (2H,

overlapped, H-2''), 2.31 (2H, overlapped, H-2'''), 1.59 (4H,

overlapped, H-3'',3'''), 1.34-1.25 (48H, overlapped, H-4''-15'',

H-4'''-15'''), 0.89 (6H, t, J =8.0, H-16'',16'''); 13C-NMR (100

MHz, CD3OD, δC) 175.7 (C-1''), 175.3 (C-1'''), 105.2 (C-1'),

74.7 (C-3'), 74.4 (C-5'), 72.3 (C-2'), 71.7 (C-2), 70.2 (C-4'),

67.7 (C-1), 66.2 (C-3), 62.2 (C-6'), 34.9 (C-2''), 34.8 (C-

2'''), 33.1 (C-14'',14'''), 30.8-30.1 (C-4''-13'',4'''-13'''), 26.0 (C-

3'',3'''), 23.7 (C-15'',15'''), 14.4 (C-16'',16'''); GC-MS tR =11.06

min (palmitic acid).

Glycosyl glyceride 1과 2의 알칼리 가수분해

각 화합물(1.0 mg)을 20% KOH/MeOH (2 mL)에 녹여 80oC의

항온 수조에 60분 동안 방치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식힌 후,

TLC 에서 초기 물질의 소멸 양상을 관측하고(CHCl3-EtOH

=7:1), 산성 양이온 교환수지(Dowex 50W, H+ form)를 이용해

중화하고 여과하였다. 각 여과액을 감압농축한 후, EtOAc (3

mL)와 H2O (3 mL)로 분획하였다. EtOAc분획물 2000 ppm을

syringe filter (0.2, 13 mm)로 여과한 후, 여과액은 GC-MS 분

석 전까지 4oC에서 보관하였다.

GC/MS 분석

GC-MS분석에는 DB-5 column (0.25 μm film diameter ×0.25

mm diameter ×30 m length)를 사용하였다. 운반 기체인 Helium

을 24.2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고, 오븐의 온도는 160oC에

서320oC까지 4oC/min로 15분 동안 변화를 주었다. 인젝터와 검

출기의 온도는 280oC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시료 용액(1 μL)

을 10:1의 split ratio로 GC column에 주사하였다. 검출기로는

전자 이온화(electron ionization; EI) (70 eV)와 사중극자

(quadrupole)질량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지방산은 순수 지방산의

보유시간과 질량 분광학적으로 비교하여 동정하였다(Wile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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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s of glycosyl glycerides 1 and 2 from the stem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Bae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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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version 2008; John Wiley & Sons Inc., Hoboken,

NJ, USA).

결과 및 고찰

화합물 1은 negative FAB-MS 에서 m/z 777 [M-H]−의 분자이

온 peak가 관측되어 분자량을 778로 결정하였다. IR 스펙트럼

으로부터 수산기(3383 cm−1), 카보닐기(1723 cm−1), 이중결합

(1612 cm−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H-NMR (400 MHz,

CD3OD, δH) 스펙트럼에서 δH 5.40-5.30 부근에서 여덟 개의

olefin methine proton 이 발견되었고, δH 5.30에서 oxygenated

methine proton, δH 4.46/4.18, 3.86/3.64에서 oxygenated methylene

proton 두 개가 발견되었다. 두 개의 말단 methyl proton signal

이 δH 0.97 (6H)에서, 여섯 개의 allyl methylene proton

signal이 δH 2.80 (4H), δH 2.06 (8H)에서, 14개의 methylene

proton signal 이 δH 1.32-1.26 (28H)에서 관측되어 두 개의 n-

aliphatic 지방산이 있음을 예상하였다. 하나의 oxygenated

methine 이 δH 5.30 (H-2)에서 관측되고, 두 개의 oxygenated

methylene 이 각각 δH 3.86 (H-1a), δH 3.64 (H-1b), δH 4.46

(H-3a), δH 4.18 (H-3b)에서 관측되어, glycerol이 존재함을 예

상하였다. Oxygenated methylene (δH 4.46, H-3a; 4.18, H-3b)

과 oxygenated methine (δH 5.30, H-2) signal을 비교하여 화

합물 1 이 두 개의 ester bond를 C-2와 C-3에 가진 구조임을

예상하였다. 당에서 유래한 1개의 hemiacetal proton signal (δH

4.24, 1H, d, J =8.0 Hz), 4개의 oxygenated methine signal

(δH 3.79; 3.75; 3.49), 1개의 oxygenated methylene signal

(δH 3.71, 2H, overlapped, H-6')의 chemical shift 및 anomer

proton signal의 결합정수(J =8.0 Hz)로부터 당의 구조가 β-

galactopyranose임을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이 화합물이 glycosyl

diglyceride임을 예상하였다. 13C NMR (100 MHz, CD3OD, δC)

스펙트럼에서 탄소수가 45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

소 수 18개의 지방산 2분자를 갖는glycosyl diglyceride 화합물

임을 확인하였다. 당의 chemical shift δC 105.2 (C-1'), 74.7

(C-3'), 74.4 (C-5'), 72.3 (C-2'), 70.2 (C-4'), 62.2 (C-6')를 통

해 이 당이 β-galactopyranose임을 확인하였다. 두 개의 ester

(δC 175.5, 175.3), 여덟 개의 olefin methine (δC 131.1, 131.0,

129.2×4, 128.8×2), 여섯 개의 allyl methylene (δC 28.1-26.4),

18개의 methylene (δC 35.1-26.0), 그리고 두 개의 terminal

methyl (δC 14.7×2) carbon signal 들을 관측하였고 두 개의

지방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3C-NMR의 chemical shift값을 통

해 linoleic acid에 이중결합이 Z형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Glycosyl glyceride와 같은 화합물의 경우 NMR의 1D

data에서glycerol에 결합한 지방산의 이중결합의 개수를 알 수

있고, 13C data의 signal 개수와 chemical shift를 통해 구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지방산으로부터 유래된 다수의

signal이 겹쳐져 관측되어 정확한 구조동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GC/MS data를 통해 각 물질에 결합한 지방산을 확실히 동정한

후, glycerol에 결합한 위치를 NMR의 2D data를 통해 확인하면

, glycosyl glyceride의 정확한 구조동정이 가능하다. 알칼리 가수

분해와 용매 분획을 통해 얻어진 지방산은 GC-MS 스펙트럼으

로부터 12.96 min에서 peak를 관측하였고, mass 스펙트럼을 문

헌(Wiley 9 Library)과 비교하여 linoleic acid로 동정하였다. 또

한 화합물 1의 광학회전 값(  +26.0o, c =0.10, MeOH)이

문헌값[5]과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식물의 glycosylglyceride의 생

물발생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C-2의 절대 배열이 S임을 알

수 있다. 위의 data를 문헌값[6]과 비교하여 화합물 1을 (2S)-1-

O-β-D-galactopyranosyl-2,3-dilinoleoylglycerol로 구조동정 하였다.

화합물 2는 positive FAB-MS 에서 m/z 731 [M+H]+의 분

자이온 peak가 관측되어 분자량을 730으로 결정하였다. IR 스

펙트럼으로부터 수산기(3383 cm−1), 카보닐기(1723 cm−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H NMR (400 MHz, CD3OD, δH)과 13C

NMR (100 MHz, CD3OD, δC) 스펙트럼을 통하여 화합물 1과

같은 구조에 지방산 두 개가 다른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알칼

리 가수분해와 용매 분획을 통해 얻어진 지방산은 GC-MS 스

펙트럼으로부터 11.06 min에서 peak를 관측하였고, mass 스펙트

럼을 문헌(Wiley 9 Library)과 비교하여 palmitic acid로 동정하

였다. 또한 화합물 2의 광학회전 값(  +26.4o, c =0.10,

MeOH)이 문헌값[7]과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식물의 glycosyl-

glyceride의 생물발생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C-2의 절대 배

열이 S임을 알 수 있다. 위의 data를 문헌값[6]과 비교하여 화

합물 2를 (2S)-1-O-β-D-galactopyranosyl-2,3-dipalmitoylglycerol

로 구조동정 하였다.

초 록

국화(C. morifolium)품종인 ‘백마’ 줄기를 80% MeOH 수용액으

로 3회 반복 추출한 뒤, 감압농축한 추출물을 EtOAc, n-butyl

alcohol과 H2O층으로 계통분획을 실시하였다. EtOAc분획에 대

하여 SiO2 및 ODS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실시하여 2

종의 지방산 화합물을 분리 및 정제하였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 infrared spectrometry, FAB-MS, GC-MS data를 해

석하여, 화합물 1과 2를 각각 (2S)-1-O-β-D-galactopyranosyl-

2,3-dilinoleoylglycerol과 (2S)-1-O-β-D-galactopyranosyl-2,3-

dipalmitoylglycerol로 구조동정 하였다.

Keywords 국화·백마·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Glycosyl glyceride·Nuclear magnetic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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