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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method of extraction and the analysis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scopy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in the dried root of Angelica gigas 
Nakai. The extracted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were the purity of >95% using 60% ethanol at -20

o
C 

for 12 hours by HPLC analysis.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were efficiently isolated using recycling HPLC. 
The purity of isolated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was identified as 99.97 and 99.40% by HPLC analysis, 
respectively. The molecular weights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were also identified as m/z=329 
([M+H]

+
) and m/z=351 ([M+Na]

+
) by mass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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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귀는 한국, 국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표 인 

한방약재 의 하나이다. 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산 당귀는 참당귀, 즉 Angelica 

gigas Nakai이라 하며 국이나 일본의 당귀와는 달리 꽃은 

깊은 자 빛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1). 참당귀는 

다양한 약리학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표 으

로는 빈 치료, 진정작용, 진통효과, 강장제, 월경통치료, 폐

경기증후치료, 복통치료, 상처치료, 편두통치료, 염치

료, 당뇨성 고 압치료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 졌다

(2-8). 참당귀의 뿌리, 기에는 쿠마린 계열의 다양한 물질

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표 인 물질로는 dihy-

dropyranocoumarin 계열의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1967년에 처음으로 밝 졌다

(9). 한 dihydropyranocoumarin 계열의 물질이 최근에는 

항암효과가 있다는 것도 보고가 있다(10,11).

참당귀에서 분리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C19H20O5; molecular weight 328)는 이차 알콜기가 각각 

3,3-dimethyl acryloyl 그룹과 angeloyl 그룹이 에스터화되

어 있으며, 이는 구조이성질체로서 물성이 거의 유사하여 

HPLC 조작으로도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3). 그러나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합

성에 한 방법은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공정방법과 수율이 

낮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14).

한 여러 연구에서 물성이 거의 유사한 decursin과 de-

cursinol angelate의 분리, 추출, 분석은 단히 요한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량 분석에 한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de-

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recycling HPLC에 의해 각

각을 분리한 다음 HPLC/Mass를 통해 분리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확인하고 각각을 표 화 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시약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시약  HPLC  시약들은 

Sigma(USA)사 제품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당귀



654 김강민․정재연․황성우․김묘정․강재선

(Angelica gigas Nakai)는 2008년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수

확한 것을 구입하여 분쇄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당귀로부터의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추출

분쇄한 당귀(10 kg)은 95% ethanol 30 L와 혼합하여 12시

간 동안 2회 반복한 후 여과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이 추출물

(1 kg)에 95% ethanol 1 L와 다시 혼합하여 -20
oC에 10시간 

동안 방치하고 5,000 rpm,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얻어 농축하 다. 다음, 농축물에 60% ethanol 50 L을 혼합

하여 용출하여 최종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330 

g을 얻었다.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분리

추출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는 recycling 

HPLC(JAI, Japan)에 의해 각각 분리되었다. 칼럼은 

JAIGEL ODS-AP(20Ф×500 mm), 온도는 30oC, 이동상의 

속도는 5 mL/min, UV 장은 329 nm, 이동상의 조성은 

70% acetonitrile에 0.01% formic acid를 첨가하여 만든 용액

을 사용하 다.

분리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분석

Recycling HPLC에 의해 분리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분석조건은 Agilent Technologies(1100 series, 

USA), 칼럼은 Agilent Zorbax SB-C18(250 mm×4.6 mm, 
5 μm), UV 장은 329 nm, 이동상의 속도는 1 mL/min, 온도

는 30
oC, 이동상의 조성은 100% ethanol  distilled water에 

0.1% formic acid를 7:3으로 하 다. 분자량은 Agilent 

Technologies G2708DA electrospray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Atmospheric pressure ionization 방법으로 분리

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확인하 다.

표 검량선 작성

Recycling HPLC에 의해 분리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는 MeOH로 희석하 으며,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0.05 mg/mL 액을 기 으로 3단계로 희석한 액과 

각각 1:1로 혼합한 다음에 10 μL를 column에 주입하여 

HPLC를 실시하고, 표 검량선을 plot한 결과는 Fig. 1에 표

시한 바와 같으며, decursin의 방정식은 Area＝37018.798x

＋6.25(x=mg/mL), decursinol angelate의 방정식은 Area＝ 

34834.647x＋10.72(x=mg/mL)로 나타났다.

결과  고찰

추출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분석

60% ethanol에 의해 혼합한 추출물을 -20oC에 방치하

을 경우 분자의 특성차이에 의해 실온 용 시보다 saccha-

ride나 oil 같은 종류의 불순물들의 석출이 에 띄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 으로 60% ethanol에 의

해 추출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확인하기 하

Fig. 1. Calibration curve of decursin (A) and decursinol an-
gelate (B).

여 HPLC/MS에 의해 확인되었다. Decursin의 피크는 6.9분

이었으며 decursinol angelate는 7.2분이었고 순도는 95%이

었다. Mass에 의해 확인된 분자량은 m/z=329([M+H]
+)  

m/z=351([M+Na]+)로 확인되었다(Fig. 2).

Recycling HPLC에 의한 분리

확인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는 Fig. 3과 같이 

recycling HPLC에 의해 분리하여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각각을 얻었다. Fig. 3과 같이 10번 이상의 recycle

을 통해 decursin  decursinol angelate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 다.

분리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HPLC/MS

에 의한 확인

Recycling HPLC에 의해 분리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순도를 HPLC/MS를 통해 확인하 다(Fig. 4).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순도가 각각 99.97  

99.40%이었고 Mass에 의하여 각각의 분자량이 m/z= 

329([M+H]+)  m/z=351([M+Na]+)임을 확인하 다(Fig. 

4). 분리한 두 물질의 색깔은 decursin의 경우 흰색가루, de-

cursinol angelate는 무색의 액체로 나타났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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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A) and 
mass (B) chromatogram 
of decursin and decursi-
nol angelate.

Fig. 3. Recycling HPLC 
chromatogram for iso-
lation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a), Peak for isolation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Fig. 4. HPLC chromato-
gram of isolated decursin 
(A) and decursinol ange-
late (B).

Angelica gigas Nakai 혹은 추출물인 decursin  decursi-

nol anglate에 의한 의약품, 식품 등의 연구에 있어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각각의 약리학  효과에 한 실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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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약재로 사용 인 Angelica gigas Nakai의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60% ethanol로 최종 으로 추출 후 

recycling HPLC  HPLC/MS에 의해 각각을 분리하 다. 

60% ethanol로 -20
oC에서 추출하 을 경우 95% 순도의 de-

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얻을 수 있었고 10번 이상의 

recycle를 통해서 순수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분리할 수 있었다. 분리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를 

HPLC/MS를 통해 분자량을 확인하 을 경우 m/z=329 

([M+H]
+)  m/z=351([M+Na]+)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이 분리 방법을 통해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를 통한 의약품  식품 등에 한 여러 연구에 있어 두 물질 

각각에 한 약리학  효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물질표 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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