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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oriental medicinal plants, Potentilla chinensis,

has been used for anti-inflammation, hemostatic, decryption, and

antipyretic. Especially, a root of Potentilla chinensis was used as

important material for oriental medication. Although several kinds

of bioactive component of Potentilla chinensis extract from stems

and leaves were identified, the major component of Potentilla

chinensis from roots is not well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root

of Potentilla chinensis was extracted in different solvent system

and analyz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ccording to HPLC analysis, a major component was isolated and

i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by mass spectrometry

and nuclear magnetic resonance. Based on these results, isolated

compound was identified as 2,3,8-Tri-O-methylellagic acid. And

quantification of 2,3,8-Tri-O-methylellagic acid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 system was perform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Keyword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 · nuclear magnetic resonance · root of potentilla

chinensis

서 론

장미과에 속하는 딱지꽃(Potentilla chinensis)은 산야의 양지에

자라는 다년초로 위릉채로도 알려져 있다(Mesicek과 Sojak,

1993). 노란 꽃이 피며 높이가 30−60 cm로 자라며 근육통, 지

혈, 해독, 해열 등에 효능을 가진다. 딱지꽃의 전초와 뿌리는 다

량의 flavonoid를 함유하고 saponin, kaempferol, cyanidin, catechin

등이 포함되어 있다(Shen 등, 2006; Wang 등, 2006; Xue와

Yang, 2008). 또한 딱지꽃에 들어있는 polyphenol 물질들은 티

푸스막대균, 적리막대균, 포도알균에 대한 살균작용이 있고 항

염증작용, 모세혈관 강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딱지꽃

전초는 지혈제, 진통진정제, 염증약으로 쓰이고 있다(Jung 등,

2012; Wei 등, 2013; Lin 등 2014).

최근 약초식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초식물의 유효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딱지꽃도 그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

으나 딱지꽃의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Kang

등, 2013). 특히, 딱지꽃의 뿌리를 제외한 부분의 추출물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된 적 있으나 뿌리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Tomczyk와 Latte,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정선의 고랭지에서 자생하는 딱지

꽃의 뿌리를 다양한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여 유효성분의 차

이를 비교 분석 하였고, 그 중 주요성분이 가장 많이 추출되는

용매인 methanol을 사용하여 딱지꽃의 뿌리를 추출하였다. 추출

물 속의 주요 성분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여 분리정제 후 mass spectroscopy 및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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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 (NMR)를 통해 주요 물질을 동정하였다. 또

한, 추후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동정된 주

요물질이 용매 별로 얼마나 추출되는지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딱지꽃은 정선 배서영농조합과 진

주 영농조합법인 이노플랜트 두 곳에서 수급하여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딱지꽃의 HPLC 분석은 waters 1525µ binary

HPLC pump, waters 996 photodiode array detector를 사용하

였고, 사용된 컬럼은 gemini C18 (5µm, 4.6×250 nm, phenomenex,

Madrid Avenue Torrance, CA, USA) colum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요성분을 분리정시에는 waters 600E system, waters

484 detector, phenomenex C18 (5 µm, 20.2×300 mm) column

을 사용하였다. NMR 분석은 Bruker사의 400 MHz NMR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Mass 분석은 MALDI-TOF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를 이용하였으며

Perseptive Biosystem 사의 Voyager-De STR의 모델을 사용하

였으며 matrix로 α-cyano-4-hydroxycinnamic acid를 사용하였다.

딱지꽃 뿌리 추출 방법. 추출을 위하여 딱지꽃 시료를 60oC에

서 2일 동안 건조하였고, 각각 정제수(2 L), 메탄올(2 L), 아세트

산에틸(2 L), 헥산(2 L)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시 농도는

2 g/L로 추출한 후, 여과하여 그 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딱지꽃 추출물의 HPLC 분석 및 정제.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추출용매에 따른 주요성분을 HPLC로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0.1% 삼불화아세트산(trifluoroacetic acid, TFA)를 포함한 정제

수(용매A)와 아세토나이트릴(용매B)를 사용하였고 1 mL/min (분

석시) 혹은 5 mL/min (분리동정시) 유속으로 254 nm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 정제된 딱지꽃

뿌리 추출물 주요 피크를 동결건조 시킨 후 연한 노란색의 파

우더를 확보한 다음 CDCl3 에 녹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합물
(1) (400 MHz NMR, CDCl3) δ 4.40 (s, 3H), 4.22 (s, 3H),

4.10 (s, 3H), 7.55 (s, 1H), 7.75 (s, 1H)

Mass spectrometry 분석. 정제된 딱지꽃 뿌리 추출물 주요 피

크를 동결건조 시킨 후 연한 노란색의 파우더를 확보한 다음

메탄올에 녹인 후 α-cyano-4-hydroxycinnamic acid와 섞고

MALDI-TOF M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합물 (1)

MALDI-TOF MS calcd for C17H12O8 [M+H]+=345.8, found

345.8.

결과 및 고찰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HPLC 분석. 딱지꽃 뿌리에서 용매별 추

출물의 주요 성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세트산에틸과 헥산 을 이용하여 추출한

추출물과 달리 정제수, 메탄올, 부탄올에서 추출된 추출물에서

일정한 주요 피크(22.2 분)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본 연

구에서는 정제수 및 알코올류 용매에서 주요하게 추출되는 주

요성분(retention time: 22.2분)을 분리 동정하였다.

NMR 및 MALDI-TOF MS를 통한 딱지꽃 뿌리추출물의 주요

피크 구조 분석. HPLC를 통해 정제된 딱지꽃 뿌리추출물의

22.2분 주요 피크를 1H NMR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δ

4.10, 4.23, 4.40 ppm에서 단일선과 7.51, 7.76 ppm에서 단일선

의 수소 피크를 확인하였다. 1H NMR 분석에서 확인된 4.10,

4.23, 4.40 ppm의 단일선은 3개의 메톡시(-OCH3)기의 피크로 예

상하였고, 7.51, 7.76 ppm의 singlet은 방향족 고리의 수소피크

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헌상에 확인된 딱지꽃

성분 중 가장 유사한 NMR 결과를 가진 물질이 2,3,8-tri-O-

methylellagic acid (1)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Kim, 1989). 이

Fig. 1 HPLC analysis of extract of Potentilla chinensis roots (arrow: major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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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 구입 가능한 2,3,8-Tri-O-methylellagic

acid (1)를 구입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H NMR data를 확인한

결과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다(Table 1).

추가적으로 분리된 주요물질의 분자량을 MALDI-TOF MS를

이용하여 분석 함으로써 화합물 (1)과 동일한 물질인지 확인하

였다. 그 결과 분자량 [M+H]+=345.8를 확인함으로써 화합물

(1)의 분자량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딱지꽃의 뿌리에서 추출된 주요 물질

이 2,3,8-Tri-O-methylellagic acid (1)임을 확인하였다(Fig. 2).

문헌 화합물 (1)은 주로 항균작용을 물질로 알려져 있음을 확

인하였다(Ndukwe와 Zhao, 2007).

딱지꽃 뿌리에서 용매별 추출물의 2,3,8-tri-O-methylellagic

acid (1) 함량 분석. 용매에 따른 딱지꽃 뿌리추출물에서의 화

합물 (1)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시중 구입 가능한 화합물 (1)

을 100, 200, 300 ppm 농도로 제조 후 HPLC를 이용하여 표

준곡선(standard curve)를 만들었다. 이를 이용하여 각 용매별로

추출된 화합물 (1) 양을 정량한 결과 메탄올 643.5 ppm, 정제수

319.0 ppm, 부탄올 153.1 ppm, 아세트산에틸 2.8 ppm, 헥산 0

ppm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화합물 (1)은 뿌리에

서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 시 가장 많은 양이 추출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딱지꽃의 뿌리의 추

출물의 주요성분을 2,3,8-Tri-O-methylellagic acid로 분리동정 하

였다. 화합물 (1)은 문헌 조사결과 항균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물질임이 알려져 있었다. 또한 산업적응용을 위해 용매

별로 화합물 (1)의 추출양을 정량함에 따라 메탄올이 최적의 추

출용매임을 확인하였다.

초 록

딱지꽃(Potentilla chinensis)은 약초식물의 하나로 항염, 지혈, 해

독 그리고 해열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특히 딱지꽃의 뿌리

는 약제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딱지

꽃의 줄기나 잎에 대한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반면

딱지꽃의 뿌리의 주요성분을 분석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딱지꽃의 뿌리를 다양한 용매별로 추출하고 주요한 물

질을 분리정제 하였다. 분리 정제된 물질을 NMR과 mass 분석

을 통하여 물질을 동정하였고 그 결과 주요성분이 화합물 (1)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정된 물질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 딱

지꽃 뿌리에서 용매별로 화합물 (1) 추출양을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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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H NMR data (400 MHz, CDCl3) of major component from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 and 2,3,8-Tri-O-methylellagic acid (1)

No. of position Major peak from extract Compound (1)

3 4.40 4.40

3' 4.23 4.22

4' 4.10 4.10

5 7.55 7.55

5' 7.76 7.75

Fig. 2 Structure of 2,3,8-Tri-O-methylellagic acid (1)

Table 2 Quantification of 2,3,8-Tri-O-methylellagic acid (1)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 system from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ion solvent Compound (1) (ppm)

Methanol 643.5

DW 319.0

Butanol 153.1

Ethylacetate 2.8

Hexan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