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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시나무 수피를 채취하여 기건 시킨 후 70% 아세톤 용액으로 추출하고 농축한 후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수용성으로 순차 추출하여 동결건조하 다.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 하여 Sephadex 

LH-20 컬럼크로마토그래피와 분취 TLC를 반복 으로 수행하여 화합물을 분리하 다. 화합물의 구조는 산 가

수분해와 1H-NMR, 13C-NMR, 2D-NMR  MALDI TOF-MS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grandidentatin A 

(cis-2-hydroxycyclohexyl 6-O-p-coumaroyl-β-D-glucopyranoside)로 동정하 다. Grandidentatin A는 사

시나무 수피에서 처음 분리되었으며, 문헌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화합물이다. 

  

ABSTRACT

  The bark of Populus alba × glandulosa was collected, air-dried and extracted with 70% 
aqueous acetone. Then it was successively partitioned with n-hexane, CH2Cl2, EtOAc and H2O. 
Repeated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 and preparative TLC on the EtOAc soluble 
fraction gave a grandidentatin isomer. The structure was elucidated as grandidentatin A 
(cis-2-hydroxycyclohexyl 6-O-p-coumaroyl-β-D-glucopyranoside) on the basis of spectroscopic 



사시나무 수피에서 분리한 Grandidentatin isomer의 입체구조결정

－ 115 －

evidences such as 1H-NMR, 13C-NMR, 2D-NMR and MALDI TOF-MS spectrum followed by acid 
hydrolysis. Grandidentatin A was identified here for the first time in Populus alba × glandulosa
bark, and to the bset of our knowledge it has not been reported in any other literature.

Keywords : Populus alba × glandulosa, grandidentatin isomer, acid hydrolysis, stereochemistry, 
NMR

1. 서  론

버드나무과(Salicaceae)는 세계 으로 2속 340

종이 북반구 온 와 한  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사

시나무속(Populus)은 북반구 온 가 주요 분포지이

고 약 40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7종

이 존재한다(김태욱, 1996). 사시나무(Populus 

alba × glandulosa Uyeki)는 임목육종학자인 故 신

규 박사가 은백양(P. alba)과 수원사시나무(P. glan-

dulosa)를 인공교배(人工交配)하여 만든 나무로 은

수원사시나무라고도 부르며 명으로는 Suwon pop-

lar라 한다. 한 1950년에 수원에서 발견된 은백양

과 수원사시나무에서 생긴 자연잡종(自然雜種)을 

은사시나무(P. tomentiglandulosa)라고 한다(이창

복, 1985). 사시나무 수피는 은회색으로 으로 갈

라지나 모양이 즈  다이아몬드 형태이며, 1970

년  주요 조림수종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식재되었

으나, 재질이 좋지 못하고 생장도 늦어 재는 거의 

식재하지 않는다. 목재는 흰빛으로 가볍고 연하며 

잘 갈라지고 뒤틀려, 펄 재, 성냥개비, 상자재로 쓰

인다.

버드나무과 수종의 수피에는 salicin  salicin 

glycoside, salicyl alcohol 등의 salicin 유도체 화합

물들이 특징 으로 분포(Pearl and Darling, 1967; 

1968a; 1968b; 1971a; 1971b; Thieme and Benecke, 

1971; Steele and Ronald, 1973)하며 해열작용과 진

통억제작용(Rabate, 1935; 1936)이 있다. Ham (2001)

은 사시나무속(Populus)과 버드나무속(Salix) 수종

에서 flavans, flavanones, flavonols, chalcones  

salicin 유도체 등의 phenolic 화합물들을 분리하 으

며, Pearl and Darling (1962)과 Erickson 등(1970)

은 P. grandidentata 수피에서 grandidentatin, pop-

uloside  grandidentoside를 분리하 다. 사시

나무는 분포가 제한 이기 때문에 성분분석에 한 

연구가 미진하여 Kim 등(2006)이 수피에서 p-cou-

maric acid, salireposide  suwonpopuloside를 분

리하여 보고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성분에 한 연구가 미

진한 사시나무를 상으로 수피의 EtOAc 분획에

서 분리한 신규화합물인 grandidentatin isomer을 

NMR 등의 분 학  기기분석을 이용하여 입체구조

를 동정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사시나무 수피는 2006년 3월 

강원 학교 구내림에서 벌채한 사시나무의 수피

를 박피하여 실험실에서 2주 이상 기건 시킨 후 분

쇄기로 분쇄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 다.

2.2. 사용기기

화합물의 구조를 규명하기 해 강원 학교 공동

실험실습 의 Bruker Avance DPX 600 MHZ spec-

trometer (Germany)를 사용하여 1H- (600 MHz), 
13C-NMR (150 MHz)을 측정하 으며, 분석용매로

는 TMS를 첨가한 DMSO-d6를 사용하 다. 화합물

의 분자량은 Voyager-DE STR 질량분석기를 이용하

여 accelerating voltage 20000 V, mirror voltage 

ratio 1.12, acquisition mass range 200～1500 Da, 

laser intensity 2075, 2,5-dihydroxybenzoic acid를 

matrix로 사용하여 positive ion mode에서 MA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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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H- and 13C-NMR chemical shifts (δ, 
ppm) for grandidentatin isomer

Position δH (multi. and JHH (Hz)) δC

1 3.59 (1H, m) 77.74

2 3.68 (1H, m) 68.11

3 1.13-1.64 (m) 30.34

4 1.13-1.64 (m) 20.57

5 1.13-1.64 (m) 22.00

6 1.13-1.64 (m) 28.89

7 166.42

8 6.38 (1H, d, 16.0) 113.78

9 7.58 (1H, d, 16.0) 144.78

10 125.18

11 7.54 (1H, d, 8.0) 130.15

12 6.80 (1H, d, 8.0) 115.75

13 160.02

14 6.80 (1H, d, 8.0) 115.75

15 7.54 (1H, d, 8.0) 130.15

1' 4.30 (1H, d, 8.0) 100.73

2' 3.04 (1H, m) 73.06

3' 3.20 (1H, m) 76.19

4' 3.14 (1H, m) 70.17

5' 3.30 (1H, m) 73.61

6' 4.15 (1H, dd, 7.0, 11.0)
4.38 (1H, br d, 11.0) 63.45

Grandidentatin
 

Grandidentatin isomer (1)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grandidentatin 

and grandidentatin isomer.

TOF-MS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융 은 Electro 

Thermal 9100 기기로 측정하 으며, 선 도는 

JASCO DIP-1000 digital polarimeter로 측정하 다. 

Column chromatography용 충진물질은 lipophilic 

Sephadex LH-20 (Sigma, Sweden), TLC plate는 

DC-Plastikfolien Cellulose F (Merck, Germany)와 

preparative TLC는 Silica gel 60 F254 1 mm (20 × 20 

cm) (Merck, Germany)을 사용하 다. TLC 개용

매는 TBA (t-butanol : AcOH : H2O (3 : 1 : 1, 

v/v/v)), 6% aqueous AcOH  CHCl3-MeOH (5 : 

1, v/v)를 사용하 고 vanillin 발색제(vanillin : 

HCl : EtOH (4.8 : 12 : 480, w/v/v)), 1% FeCl3 (in 

EtOH)  20% H2SO4를 분무하여 TLC에 반응하는 

색을 찰하 다. 용매  기타 시약은 일   특  

시약을 사용하 다.

2.3. 추출 및 분획

사시나무 수피 5.0 ㎏을 70% 아세톤 용액에 약 5

일간 실온에서 3회 반복 추출한 후 여과지(Advantec 

No. 2)로 여과하 다. 여액을 40°C에서 감압농축하

고, 농축된 추출물을 물에 탁시켜 헥산(n-hex-

an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에틸아세테

이트(ethyl acetate) 순으로 극성에 따라 분획하

다. 각 분획물은 감압농축하여 유기용매를 제거한 

후 동결 건조하여 조추출물 29.3 g, 헥산 분획 13.0 

g, 디클로로메탄 분획 32.5 g,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64.3 g  수용성 분획 255.3 g을 얻었다.

2.4. 화합물의 분리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10.0 g을 Sephadex LH-20

으로 충진한 column에서 개용매 MeOH-H2O (1 : 

3, v/v)를 사용하여 2개의 fraction (H1과 H2)으로 

나 었다. H1 fraction을 100% H2O와 EtOH-hex-

ane (3 : 2, v/v) 혼합용액으로 Sephadex LH-20 

column에서 다시 분리하 으며, 그  H122 frac-

tion을 preparative TLC용 Silica gel 60 F254 1 mm 

(20 × 20 cm) plate에 하여 CHCl3-MeOH (5 : 

1, v/v) 용액에 개하고 동일한 화학  이동값(Rf)

을 보이는 band 부분들을 회수하여 화합물 1을 분리

하 으며, NMR data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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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ed HMBC correlations of grandidentatin isomer. 

2.5. 산 가수분해

화합물의 입체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산 가수분

해를 실시하 다. 1 ㎖의 vial에 시료 10 mg (0.024 

mmol)를 넣고 500 ㎕의 H2O와 HCl (37%) 1방울을 

첨가하여 80°C에서 6시간 교반하 다. Vaccum으로 

H2O를 모두 제거한 후 DMSO-d6 (600 ㎕)로 시료를 

용해한 후 NMR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사시나무 수피를 70% 아세톤 용액으로 추출한 

후 용매의 극성에 따라 분획을 실시하여 동결 건조하

다. 그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 한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와 preparative TLC

를 반복 으로 실시하여 화합물 1을 분리하고 NMR

을 이용하여 화학구조를 규명하 다(Fig. 1). 

화합물 1은 연한 노란색 무정형 분말로 780 mg을 

분리하 으며, 1% FeCl3 발색제에 양성으로 반응하

고, 융 은 264～265℃, 선 도는 
 + 33.3° 

(MeOH, c 0.1)이었다. Positive MALDI TOF-MS 스

펙트럼에서 분자 ion peak는 m/z 447 [M+Na]+, 463 

[M+K]+에서 나타났다. 1H-NMR 스펙트럼에서 δ 

6.80과 δ 7.54의 두 개의 doublet (J = 8.0 Hz)은 or-

tho coupling을 하고 있는 p-coumaric acid의 칭 수

소들의 signal이 나타나며, olefinic 수소인 H-8과 

H-9는 δ 6.38과 δ 7.58에서 각각 doublet signal로 나

타나고 J값이 16.0 ㎐인 것으로 보아 trans 구조임을 

알 수 있다. 13C-NMR 스펙트럼에서 p-coumaric acid

의 칭 탄소들이 δ 115.75 (C-12, 14)와 δ 130.15 

(C-11, 15)에서 signal이 나타나며, 이 결합 탄소들

이 δ 113.78 (C-8)과 δ 144.78 (C-9), carbonyl 탄소

가 δ 166.4 (C-7)에서 signal이 찰되는 것으로 보

아 p-coumaric acid가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 et al., 2006). Cyclohexanediol의 수소들은 δ 

1.13과 δ 1.64 사이에서 broad multiplet signal로 나

타났으며, H-1과 H-2는 각각 δ 3.59와 δ 3.68에서 

signal이 찰되었다. C-1과 C-2는 δ 77.74와 δ 

68.11에서 signal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탄소들은 δ 

30.34 (C-3), δ 20.57 (C-4), δ 22.00 (C-5), δ 28.89 

(C-6)에서 signal이 찰되었다(Dommisse et al., 

1986). Glucose의 anomeric 수소는 δ 4.30 (H-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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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3C-NMR chemical shifts (δ, ppm) for grandidentatin isomer and authentic cis-, trans-cy-
clohexanediol measured in DMSO-d6

Position
δC

grandidentatin isomer cis-cyclohexanediol trans-cyclohexanediol

1,2-cyclohexanediol

1 77.74 70.15 74.37

2 68.11 70.15 74.37

3 30.34 30.41 33.11

4 20.57 21.92 24.16

5 22.00 21.92 24.16

6 28.89 30.41 33.11

Fig. 3. 13C-NMR spectrum of grandidentatin isomer (A), grandidentatin isomer containing added 
cis-cyclohexanediol (B), hydrolysis of grandidentatin isomer (C) and hydrolysis of grandi-
dentatin isomer containing added cis-cyclohexanediol (D) measured in DMSO-d6.

서 8.0 ㎐의 J값을 갖는 doublet signal로 나타나 β

-D-glucose임을 알 수 있으며, H-6'의 두 개의 수소

들이 δ 4.38, δ 4.15에서 각각 doublet과 double dou-

blet signal로 나타났다. 13C-NMR 스펙트럼에서 

anomeric 탄소(C-1')는 δ 100.7에서 signal이 나타나

며, C-2'와 C-3'은 Dommisse 등(1986)이 분리한 

grandidentatin보다 upfield되어 δ 73.0과 δ 73.6, 

C-6'은 downfield되어 δ 63.5에서 signal이 찰되어 

C-6'과 p-coumaric acid가 결합을 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었다(Thieme, 1967; Gouda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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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H-13C HMQC (Heteronuclear Multiple Quantum 

Coherence)스펙트럼으로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탄소의 

치를 확인하 으며, 1H-13C HMBC (Heteronuclear 

Multiple Bond Correlation) 스펙트럼(Fig. 2)에서 

glucose 6번 수소(H-6')와 p-coumaric acid의 car-

bonyl 탄소(C-7)의 상  signal이 찰되었으며, 

glucose 1번 수소(H-1')와 cyclohexanediol 1번 탄소

(C-1)의 상  signal이 나타나 glucose와 p-coumaric 

acid  cyclohexanediol의 결합 치를 결정할 수 있

었다. 

Cyclohexanediol group의 입체구조를 결정하기 

하여 cis-와 trans-cyclohexanediol (Sigma)의 표

물질을 구입하여 NMR 스펙트럼을 비교하 다. 

Table 2에서와 같이 13C-NMR 스펙트럼에서 cis와 

trans form의 chemical shift 값이 하게 차이가 

났으며, grandidentatin isomer의 13C-NMR spectra 

data는 cis form과 유사하 다. 한, grandi-

dentatin isomer와 가수분해하여 glucose를 제거한 

grandidentatin isomer에 cis-cyclohexanediol을 첨

가하여 
13C-NMR을 측정한 결과 cis form의 signal 

intensity가 하게 증가(Fig. 3)하는 것으로 보아 

cis-(1R, 2S)-1,2-cyclohexanediol의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화합물 1은 분자식 

C21H28O9인 cis-(1R, 2S)-2-hydroxycyclohexyl 6-O-p- 

coumaroyl-β-D-glucopyranoside로 재까지 문헌

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화합물로 grandidentatin과 

p-coumaroyl의 결합 치가 다른 isomer 화합물이므

로 grandidentatin A로 명명하 다.

4. 결  론

사시나무 수피를 70% 아세톤 용액으로 추출하

고, 추출물을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수용성으로 용매 분획하 다. 이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을 상으로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와 preparative TLC를 실시하여 화

합물을 분리하 다. 화합물의 구조는 1H-NMR, 
13C-NMR, 2D-NMR (HMQC, HMBC)  MALDI 

TOF-MS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grandidentatin A 

(cis-2-hydroxycyclohexyl 6-O-p-coumaroyl-β-D- 

glucopyranoside)로 동정하 으며, 재까지 문헌

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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