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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뿌리로부터 분리한 Acetylshikonin의 LDL 산화 저해활성과 

FPTase 저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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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ospermum erythrorhizon has been known well as one of traditional medicine for fever reduction,
detoxication, and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solate biological
active compounds from roots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and to investigate their low density
lipoprotein (LDL) antioxidant and anticancer activities. The hexane extract of Lithospermi Radix
has been separated on silica gel chromatography and a naphthoquinone pigment compound 1 has
been isolated. The structure of the compound 1 has been identified by spectroscopic technique,
including MS and NMR, as acetylshikonin (1). Acetylshikonin showed significantly inhibitory activ-
ity on Cu2+-induced human LDL oxidation with IC50 value of 8.8 µM and obvious anticancer effect
by inhibiting farnesyl:protein transferase (FPTase) activity with IC50 value of 23 µM, which sug-
gested that acetylshikonin might be useful for the treatment of atherosclerosis an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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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는 지치과의 다

년생 초본 식물로서 우리 나라의 강원도, 제천 등의 야산에 주로

자생하고 지치 뿌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

재와 식용색소로 이용되었다. 한방에서 혈액순환 촉진, 해열, 해

독 작용에 주로 이용하거나 토혈, 혈뇨, 변비, 화상, 습진, 요로 감

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여왔다[Lee 등, 1998]. 주요성분으로는

acetylshikonin, shikonin, alkannan, isobutyryl-shikonin, β,β-

dimethy-acrylshikonin, β-hydroxy isovaloryl shikonin, teracryl

shikonin 등의 다양한 shikonin 유도체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Arnebia 속의 식물 4종(A. euchroma,

A. guttata, A. benthamii, and A. hispidissima)에 함유되어 있

는 shikonin 유도체 성분들을 신속하게 동시 정량분석하는 high-

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HPTLC) 방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Sharma 등, 2009]. 한편, 중국에서는 Lithospernum

속의 뿌리는 경자초, Arnebia속의 뿌리는 연자초로 유통되고 있

는데, 연자초는 껍질이 종이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한 장씩 한

장씩 쉽게 벗겨지므로 질이 단단한 경자초와는 쉽게 구분되며,

신강자초(Arnebia euchroma)와 내몽자초(A. guttata)가 포함된다.

지치의 acetylshikonin 등을 포함한 shikonin 유도체 성분은 항

산화 활성[Weng 등, 2000]를 비롯하여, shikonin 유도체 성분의

항염증 활성[Tanaka 등, 1986; Staniforth 등, 2004], 혈전응집

억제활성[Chang 등, 1993], 항미생물 효과[Tabata 등, 1982], 항

산화 효과[Sekine 등, 1998]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acetylshikonin를 포함한 shikonin 유도체들은 항암효과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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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akawa 등, 1977; 1981; Lee 등, 2008].

최근에는 acetylshikonin이 cytosolic phospholipase A2(cPLA2)

membrane recruitment와 5-lippxygenase 활성억제를 통해

eicosanoid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

다[Hsu 등, 2009].

한편, 저밀도지질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은 혈

액 중 콜레스테롤의 주요 운반체로서, 혈액 중 LDL-콜레스테

롤 산화는 동맥경화적 손상의 중요과정으로서 제안되고 있어

[Steinberg 등, 1989; Diaz 등, 1997] 이는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항산화제는 동맥

경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Bjorkhem 등, 1991;

Mashima 등, 2001], 항산화제 중에 probucol과 비타민 E는 지

질농도를 낮추고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Nagano 등, 1992] 이 약물은 동시

에 혈청의 고밀도 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의 농도수준을 낮추는 부작용도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등, 2004]. 따라서 보다 안정적

인 LDL 산화 저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FPTase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하는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효

소의 일종으로 farnesyl pyrophosphate의 farnesyl group을 ras

protein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Pompliano 등, 1992]. 즉 포유

류의 세포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악성 종양의 발현과 관련된 ras

oncoproteins에 FPTase이 작용하여 단백질의 변역 후 변형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을 거쳐 farnesyl group이

결합되어야 한다[Omer 등, 2000]. 최근 FPTase의 특이적 저해

제가 암 치유를 위한 치료제 개발의 화학적 선도물질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Leonard, 1997] FPTase 저해제는 항암제

의 훌륭한 타겟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치의 색소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건강기능식

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지치 뿌리의 헥산 추출물로부터

acetylshikonin을 분리하고, 저밀도지질단백질(LDL) 산화 저해활

성과 새로운 항암제 개발 타겟인 farnesyl:protien transferase

(FPTase)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을 검정하였다.

 추출 및 분리. 지치뿌리 시료는 1년근 재배 지치를 한국생

약협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voucher specimen

(MPS000071)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식

물 표본실에 보관중이다. 지치 뿌리의 분말 시료 3 kg에 헥산

12 L를 넣고 10일 동안 상온에 방치하여 총 4회 동일 방법으

로 추출하고, 여과한 후 진공 농축하였다. 5-6회 추출은 남아있

는 시료 잔사에 용매 6 L 정도 추가하여 상온 진탕 추출한 후

여과하여 진공 농축하였다. 총 6회에 거쳐 농축한 헥산 농축액

(Hexane ext., 26 g)은 silica gel이 충진된 column(5×40 cm)에

서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용출용매로는

Hexane:EtOAc(30:1→1:11) 혼합용매와 EtOAc:MeOH(25:1→

1:2) 혼합용매의 기울기 용리로 용출하면서 500 mL씩 분취하여

총 421개 분획을 분취하였다. 각 분취 분획은 UV 검출기

520 nm의 파장에서 HPLC 분석으로 동일성을 확인한 후 유사

한 패턴의 분획들은 서로 합쳐 재농축하여 최종 농축 분획 30

개(Fr. 1~30)를 얻었다. 최종 30개의 분획 중 Fr. 6, 7 분획을

MeOH로 침전화하여 compound 1(1.1 g)을 최종 분리, 정제하였

다. 분리한 화합물의 구조 동정을 위한 분광학적 분석의 NMR

측정에는 JEOL JNM-LA400 FT-NMR spectrometer(JEOL

Ltd., Tokyo, Japan)가 사용되었고, EI/MS 측정에는 JEOL

JMS-AX505WA(JEOL Ltd., Tokyo, Japan)가 사용되었다.

Compound 1: Red brown amorphous powder; EI/MS

(positive ion mode) m/z 330.95 [M]+; 1H-NMR (CDCl3, 400

MHz) δ 1.64 (3H, s, H-15), 1.75 (3H, s, H-16), 2.20 (3H,

s, OCOCH3-18), 2.53~2.66 (2H, m, H-12), 5.18 (1H, m, H-

13), 6.08 (1H, m, H-11), 7.05 (1H, s, H-3), 7.24 (2H, s,

H-6, H-7), 12.48 (1H, s, OH-5), 12.64 (1H, s, OH-8); 13C-

NMR (CDCl3, 100 MHz) δ 178.19 (C, C-4), 176.68 (C, C-

1), 169.74 (C, C-17), 167.45 (C, C-5), 166.92 (C, C-8),

148.19 (C, C-2), 136.09 (C, C-14), 132.85 (CH, C-6a),

132.69 (CH, C-7a), 131.44 (CH, C-3), 117.65 (CH, C-13),

111.80 (C, C-9b), 111.54 (C, C-10b), 69.50 (CH, C-11),

32.81 (CH2, C-12), 25.74 (CH3, C-16), 20.95 (CH3, C-18),

17.92 (CH3, C-15) (a,bAssignments with the same superscript

may be interchanged.).

LDL oxidation 측정. 분리한 acetylshikonin의 생리활성 측정

을 위해 먼저 human LDL의 Cu2+-유도형 과산화에 대한 보호

효과를 in vitro 측정하였다. 혈액은 대한적십자혈액원의 연구용

혈액기증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동의한 건강한 정상

인으로부터 지원받은 후 표준방법[Havel 등, 1955]을 약간 변

형하여 LDL을 분리하였다[Ahn 등, 2001]. LDL 산화정도는

Buege와 Aust의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assay[Buege와 Aust, 1978]를 약간 변형한 Ahn 등의 방법

[2001]으로 측정하였다. 즉 PBS용액에 있는 LDL 용액(250 µL,

50-100 µg protein)에 10 µM CuSO4를 추가하였다. LDL의 농

도는 BSA(bovine serum albumin)를 표준물질로 하여 정량하였

다. LDL의 산화는 5 mL screw-capped glass vial에 반응액을

넣고 온도 37oC의 진탕수조에서 진행하였다. 반응 4시간 후에

1 mL의 20% trichloroacetic acid를 넣고 반응을 종결시켰다. 침

전이 생긴 후에 1 mL의 0.67% TBA(in 0.05 N NaOH)를 첨

가하여 vortexing 하였다. 최종 혼합물은 95oC에서 5분간 가열

하고 얼음으로 냉각시킨 후 1000×g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였

다. 생성된 MDA(malondialdehyde)의 흡광도는 532 nm에서 측

정하였으며 tertamethoxypropane으로부터 얻은 MDA를 표준품

으로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FPTase 효소활성 측정. FPTase 효소활성은 섬광근접접근법

(scintillation proximity assay, SPA)으로 측정하였으며[Reiss 등,

1990b], FPTase 효소는 Reiss 등의 방법[Reiss 등, 1990a]에 따라

정제하였다. FPTase의 효소활성은 [3H]-farnesyl pyrophosphate로

부터 Biotin-KKKSKTKCVIM으로 [3H]-farnesyl이 전이되는 것

을 측정하는 것으로 검정하였다. 즉 20 µL tritium으로 치환된
3H-Farnesyl pyrophosphate(3H-FPP), 20 µL biotin lamin B

peptide, 10 µL acetylshikonin, 10 µL의 buffer(50 mM Tris-

HCl, pH 7.5, 25 mM MgCl2, 2 mM KCl, 5 mM Na2HPO4,

0.01% Triton X-100)을 넣고 3분 동안 전 배양한 후 40 µL

FPTase를 넣어주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50 µL STOP/bead 시약을 넣어주어 반응을 종결시키고 3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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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방치한 후에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반응정도를

측정하였다. 효소 억제도는 “[1-(Sample-Blank 2)/(Control-Blank

1)]×100”의 수식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Blank 1은 시료와 효소

가 모두 없는 경우이고, Blank 2는 시료는 있고 효소가 없는

경우이고, Control은 시료는 없고 효소만 있는 경우이다. 이렇

게 계산된 값들로부터 자료회귀(data regression)을 이용하여

acetylshikonin이 암세포의 성장을 50% 억제하는 농도인 IC50

값으로 FPT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Compound 1의 성상은 적갈색의 색소 분말상이었으며, 분자

식은 13C-NMR 결과와 EI/MS(positive ion mode m/z 330

[M]+)에 의해 C18H18O6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13C-NMR

spectrum에서, δ 178.19(C-4), 176.68(C-1), 169.74(C-17)에서

총 3개의 carbonyl group carbon signal과 δ 167.45(C-5),

166.92(C-8)에서 총 2개의 hydroxylated aromatic carbon signal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3개의 methyl carbon signal들이 각각

δ 25.74(C-16), 20.95(C-18), 17.92(C-15)에서 관측되었으며 이

signal들에 상응하는 methyl proton signal들을 각각 δ 1.75(1H,

s, H-16), 2.20(1H, s, H-18), 1.67(1H, s, H-15)에서 관측하였

다. 그외, 1H-NMR spectrum의 δ 7.05(1H, s, H-3), 7.24(2H,

s, H-6, H-7)에서 aromatic group proton signal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1개의 olefinic methine proton signal과 1개의

oxygenated methine proton signal을 각각 δ 5.18(1H, m, H-

13), 6.08(1H, m, H-11)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2개의 hydroxyl

group proton signal은 각각 δ 12.64(1H, s, OH-8), 12.48(1H,

s, OH-5)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외 1H, 13C-NMR, DEPT,

HMQC, HMBC spectra data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compound 1은 nathoquinone계 화합물인 acetylshikonin인 것으

로 추정되었다. 또한 compound 1의 NMR 분석 데이터가 문헌치

와도 일치하여[Hwang 등, 2000] 그 구조를 최종 acetylshikonin

(Fig. 1)으로 결정하였다.

지치의 compound 1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가능

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맥경화증 개선효과와 새로운 타켓에 의

한 항암효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동맥경화증 개선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Cu2+로 유도된 human LDL 산화억제 효과를 검정

한 결과, 단일농도 20 µg/mL 처리에서 compound 1은 92%의

LDL 산화 저해도를 나타내었다(Table 1). 단일농도에서의

acetylshikonin의 우수한 항산화능을 1차 확인한 후, 강력한 항

산화제인 probucol를 양성대조구로 하여 acetylshikonin(1)의

LDL 산화 저해를 농도별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IC50 값이

8.8 µM로 측정되었다(Table 2). 최근, 고삼 뿌리에 함유된

isoxanthohumol를 비롯한 9종의 flavonoid 성분의 강력한 LDL

산화 저해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Jeong 등 2008]. 이들

flavonoid 성분의 LDL 산화 저해도 IC50 값이 6.3~26.9 µM 수

준임을 감안할 때 acetylshikonin(1)은 천연물 수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LDL 산화 저해능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acetylshikonin

(1)이 probucol의 IC50 값인 5.7 µM 보다는 LDL 산화 저해활

성이 약간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probucol은 우수한

항산화제로서 지질농도를 낮추어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혈청의 고밀도 지질단백질-콜레스

테롤(HDL-cholesterol)의 농도수준도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반면에 지치의 뿌리는 전통적으로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었을 정도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Lee 등, 1998], 지치

의 주요 색소 성분인 acetylshikonin(1)은 보다 안전한 LDL 산

화 저해제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

다. 다만, 지치의 acetylshikonin에 대해서도 HDL-cholesterol의

농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치 뿌리에서 분리한 acetylshikonin(1)의 FPTase에 대한 저

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IC50 값이 23 µM

(7.7 µg/mL)로서 우수한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황해쑥(Artemisia

argyi)에서 분리한 arteminolide B(IC50=0.76 µM), C, D 등과

같은 천연물보다는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었지만[Lee

등, 2002] 지치의 acetylshikonin의 FPTase에 대한 보고로는 처

음이다. 한편, 하수오 뿌리에 함유된 노란색소인 anthraquinone

배당체 성분 physcion-8-O-β-D-glucopyranoside, emodin-8-O-β-

D-glucopyranoside의 FPTase 저해활성이 IC50값으로 각각 46.3,

28.2 µg/mL로서 보고되기도 하였는데[Kwon 등, 2009], quinone

계 구조를 가진 천연색소 성분들이 비교적 우수한 FPTase 저

해활성을 나타내고 있어 구조-활성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화합물로

구조-활성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Fig. 1. Chemical structure of acetylshikonin from roots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Table 1. Inhibitory activity of acetylshikonin from roots of L.

erythrorhizon on LDL-oxidation

Samples Inhibition of LDL-oxidation (%)

Acetylshikonin 92

†Final conc. of acetylshikonin: 20 µg/mL.

Table 2. IC50 values of acetylshikonin from roots of L. erythrorhizon

on LDL-oxidation inhibition

Samples IC50 (µM)

Acetylshikonin
Probucol

8.8
5.7

Table 3. Inhibitory activity of acetylshikonin from roots of L.

erythrorhizon on FPTase.

Samples IC50 (µM)

Acetylshikoni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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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지치 색소는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 및 항암 활성이 우수하므로 이들 활

성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었다. 특히 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

아지는 요즘, 지치 색소는 기능성 천연색소로서 그 가치가 새

롭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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