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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ast and

accurate method of variety discrimination and geographical

discrimination origin of Korean angelica (Korean variety, Angelica

gigas Nakai) by using TDU-GC/MS. Two peaks of decursin and

decursinol, which are coumarin derivatives were identified in the

range of Total Ion Chromatogram (TIC) RT 26.9-27.2 of the

Korean angelica by GC/MS analysis at the time of condensation

in a refrigerated condensation system after thermal desorption of

sample extracts. In case of Chinese angelica (Chinese variety),

ligustilide peak was detected at the RT 17.2.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volatile components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Korean variety, the mass spectra were measured by

TDU-GC/MS at the range of m/z 40-400 amu. The TIC of

domestic cultivation and Chinese cultivation of the Korean

variety, Angelica gigas Nakai showed the same tendency as a

whole. However, in partial scans of TIC, two peaks detected at

15.54 and 16.05 of RT showed different peak patterns between

Korean angelica (Korean variety) cultivated in Korea and in

China. The ratio of Peak A (RT 15.54) and B (RT 16.05) was 0.0-

0.2 for domestic cultivation and 0.5-2.8 for Chinese cultivation,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ng origin by comparing

the TIC peak pattern of TDU-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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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서 론

한국 내 대표적인 약용작물 중 하나인 당귀는 pyranocoumarin

계 화합물인 decursin, decursinol 및 nodakenin과 휘발성 향기

성분인 α-pinene, β-eudesmol 등의 다양한 약리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사물탕 및 각종 한약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1-8].

한국품종 당귀(Korean angelica)인 참당귀는 2016년 생산량이

1,398 톤으로, 최근 수요증가로 인해 재배면적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저가의 중국품종 당귀(중당귀)가 불법변칙 유통되어 혼

합 사용되고 있어 한국품종 당귀의 가격 및 출하 안정을 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품종 당귀가 중국 등에서 재배된

후에 한국 내로 유입된 경우, 한국 내에서 재배된 한국품종의

당귀와 외형 및 내부 형태학적 형질에 차이가 없어 육안으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의 불

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한국품종 당귀를 판

별해내는 방법이 요구 된다.

당귀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종래 기법으로는 파이로시퀀

싱법에 의한 당귀의 종간 유전자 감별 키트에 관한 것으로서,

중당귀(중국품종 당귀), 일당귀(일본품종 당귀), 참당귀(한국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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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의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당귀의 종간 특이성 시퀀싱 프라

이머를 고안하여 당귀의 종간 연관성 및 유전적 변이를 평가하

기 위한 감별 키트(한국 등록특허 제0720864호)와 가속용매 추

출기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토당귀(참

당귀), 일당귀, 및 중국당귀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으나(한국 공

개특허 제2006-0081390) 이들 방법은 특정 유전자 또는 성분을

검출하여 단지 당귀의 품종만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재배지가

한국인지를 판별하여 100% 토종 한국품종의 당귀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반막대 흡착 추출법 및 열탈착

장치를 가지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품종의 당귀를 판별하고 재배지가 한국지역인 100% 토종

한국품종 당귀를 판별할 수 있는, 한국품종 당귀 판별 기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당귀 시료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당귀를 건조된 상태로

참당귀 국내 재배산 15점, 참당귀 중국 재배산 15점, 그리고 중

당귀를 각각 15종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당귀 중 활성성분 분석법

50 mL Tube에 시료 3 g과 MeOH 30 mL를 넣은 다음 70 oC에

서 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가열 완료 후 1시간 동안 초음파기

를 이용하여 당귀를 추출하였으며, 당귀 추출물에 대해 원심분

리(3,000 rpm, 10분)를 수행하여 침전물을 제거하였다.

PDMS (Polydimethylsiloxane)로 충진된 Twister (Gerstel사, 교

반막대 길이: 10 mm, PDMS 막 두께: 1.0 mm)가 있는 20 mL

vial에 10 mL 증류수와 10배 추출 희석액을 20 μL 투입하고

1,200 rpm의 속도로 1시간 동안 교반하여, 당귀 추출물이 충분히

흡착된 다음 교반 막대를 건져 티슈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켰다.

Twister에 흡착된 성분은 TDU에 의해 탈착되어 GC/MS로 성

분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TDU-GC/MS (Agilent 7890B/HP

5977A Mass selective detector)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분리용 컬럼은 DB-5MS (5% Phenyl 95%

Methylpolysiloxane)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국 및 중국품종 당귀의 기기분석 결과

분석결과 Total Ion Chromatogram (TIC)의 RT 17.5-18.4에서

검출되는 피크는 Ligustilide로서 중국품종 당귀에서만 확인되었

으며, 또한 RT 26.2-27.2 사이에 검출되는 2개의 피크는

Decursin과 Decosinol로서 한국에서 재배된 한국품종의 당귀 및

중국에서 재배된 한국품종의 당귀에서는 매우 높은 존재비로서

확인이 되지만, 중국품종 당귀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이

Table 1 TDU-GC/MS conditions for the discrimination analysis of

Korean angelica

GC

Column DB-5 (30 m × 0.25 mm × 0.25 µm)

Injection mode Splitless mode

Oven temp 50 oC (5 min)-10 oC/min-280 oC (5 min)

gas flow He (99.9999%), 1.4 mL/min

MSD

Ionization EI, 70 eV, SCAN mode

Source temp. 150 oC

Transfer temp. 230 oC

TDU

Initial 40 oC (0.5 min)

Transfer 300 oC, splitless mode

Ramp 60 oC/min-280 oC (5 min)

CIS
Initial −20 oC (0.5 min)

Ramp 12 oC/sec-300 oC (10 min)

Fig. 1 Comparative mass chromatograms of Korean angelica, Angelica gigas Nakai (A) and Chinese angelica, Angelica sinensis Diels (B) for varie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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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ative mass chromatograms of Chinese cultivation (A) and domestic cultivation (B) for geographical origin discrimination of Korean

angelica, Angelica gigas Nakai and mass spectra (C) of peaks (*, **) detected in chromatograms

Fig. 3 Comparative peak pattern of Chinese cultivation and domestic cultivation for geographical origin discrimination of Korean angelica, Angelica

gigas 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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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로부터 분석시료가 한국품종 당귀인지 또는 한국품종

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었다(Fig. 1).

한국품종 당귀의 국내 및 중국 재배지역에 따른 TIC 특성

TIC 부분 scan 결과 RT 15.4분 내지 16.1분 사이의 2개 피크

를 이용하여 한국품종 당귀의 국내 및 중국에서 재배된 당귀를

판별할 수 있었다(Fig. 2). RT 15.54와 16.05에서 검출된 두 개

의 피크는 한국 품종 당귀의 한국과 중국에서 재배된 것에서

피크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T 15.54에서 1.5×106 내지 약

1.5×1010의 존재비를 나타내는 피크의 질량분석 결과 CAS No.

6750-60-3인 물질 (Spathulenol, MW 220, C15H24O)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T 16.05에 1.5×106 이상의 존재비를 나타내

는 피크에 대해서도 질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성분은

CAS No. 74367-33-2인 물질(r-Eudesmol, MW 222, C15H26O)

임을 알 수 있었다(Fig. 2).

TIC에서 선택된 2개의 peak에 대한 peak pattern 결과는 한

국에서 재배된 한국품종 당귀와 한국품종이지만 중국에서 재배

된 중국산 당귀 판별방법을 제시하였다.

Peak pattern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IC 부분 scan의

RT 15.4-16.1 에서 원산지별 peak pattern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다. Peak A (RT 15.54)와 B (RT 16.05)의 비율은 국내 재

배는 0.0-0.2, 중국 재배의 경우 0.5-2.8 (Table 2)으로서 TDU-

GC/MS의 TIC peak pattern 비교를 통한 원산지 판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초 록

한약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원산지 판별

방법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TDU-GC/MS를 이용하여 한국품종

당귀와 외국품종 당귀를 판별함과 동시에 한국품종 당귀의 재

배지가 한국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당귀추

출물을 열탈착 시킨 후 냉각응축시스템에서 응축시켜 일시에

GC/MS로 분석한 결과 국산 품종 당귀(참당귀)는 TIC의 RT

26.9-27.2에서 coumarin 유도체인 decursin과 decursinol peak가

확인되었다. 중국 품종 당귀(중당귀)의 경우 RT 17.2 부근에서

ligustilide의 peak가 검출되었다. 국산 품종 참당귀 원산지에 따

른 휘발성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wister로 흡착하여

TDU-GC/MS로 m/z 40-400 amu 범위에서 mass spectrum을

측정하였다. 참당귀의 국내 및 중국 재배 시료 TIC는 전반적으

로 같은 경향을 냈으나 TIC를 부분 scan한 결과 RT 15.4-16.1

에서 국내 및 중국 재배의 peak pattern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다. Peak A (RT 15.54)과 B (RT 16.05)의 비율은 국내 재

배는 0.0-0.2, 중국 재배의 경우 0.5-2.8으로서 TDU-GC/MS의

TIC peak pattern 비교를 통한 원산지 판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TDU-GC/MS 분석·당귀·원산지판별·피크패턴

비교·한국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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