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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를 이용한 부분 가수분해에 의한 isoquercitrin의 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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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quercitrin (IQ)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quercetin (QU)의 3번 위치에 glucose가 하나 결합해 있는 배당체로서, 천연에는 
미량만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QU의 2배당체인 rutin (RU)을 기질로 사용하여 효소에 의한 부분 가수분해에 의해 IQ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PecinexTM 계열의 복합 효소를 사용하여 RU의 선택적 가수분해에 
의해 IQ를 합성하는 반응에서 최적 효소를 선정하고, 효소량 및 반응물의 농도 등의 변수에 따른 반응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50 ℃에서 1%의 반응물 농도로 RU 1 g 대비 8 mL의 Ultra Clear를 사용하는 것이 반응 속도 및 IQ의 선택성 
측면에서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soquercitrin (IQ), quercetin monoglycoside, is classified as a polyphenol, and a minute quantity of IQ is known to be present 
in several plants. Recently, it was reported that IQ can be prepared by the partial enzymatic hydrolysis of quercetin diglycoside 
(rutin, RU).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enzyme types, enzyme amounts, and substrate concentrations on the reactivity were inves-
tigated using a series of PecinexTM multi-enzymes. The reaction, when a 8 ml of Ultra Clear to 1 g of RU was applied with 
the substrate concentration of 1% at 50 ℃, was found to be optimum, based on the reaction rate and the selectivity to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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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폴리페놀은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에스트로겐 유사작

용, 항암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1]. 폴리페놀의 일

종인 quercetin (QU)은 양파의 껍질[2], 구절초[3], 사과 과피[4], 참가

시나무[5]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U의 배당체인 

isoquercitrin (IQ)은 항산화[6], 항염증[7], 항고혈압성[8] 작용과 항알

러지[9], 항암작용[10] 등 다양한 약리효과가 있으나, 그의 연구가 제

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천연에서의 IQ의 존재량이 매우 적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불순물의 존재 때문에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

이다[11]. 반면에 QU의 2배당체인 rutin (RU)은 다양한 식물군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12], 예를 들면 Alabastrasophorae japonicae에는 10–
28% 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13], RU으로부터 선택적 가수분해에 의

해 IQ를 제조하는 것이 공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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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U으로부터 효소에 의한 선택적 가수분해에 의하여 IQ를 

합성하는 연구에서는 매우 낮은 반응 전환률을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

다. 예를 들면, 다양한 효소들을 검토한 결과 hesperidinase이 가장 높

은 반응 전환률을 나타냈으나, 최적 반응 조건에서도 IQ로의 전환률

은 43%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14]. 이와 같이 낮은 반응성은 RU의 물

에 대한 용해도가 20 ℃에서 0.12 g/L 정도[15]로 매우 낮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RU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메탄올

[16] 또는 아세톤[15] 등과 같은 유기 용매를 첨가한 상태에서 효소 

반응을 검토하는 연구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활성

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유기 용매의 사용 그 자체가 상업적인 측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최근 Aspergillus terreus로
부터 발효하여 얻어진 α-L-rhamnosidase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RU으

로부터 IQ를 92%라는 매우 높은 전환률로 얻을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17]. 따라서 향후에는 공업적으로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복합 

효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상업적인 생산을 위한 기초 연구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자들은,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QU의 3’ 위치에 -OH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의 폴리페놀인 kaempferol (KR)의 

배당체의 합성에 관하여 연구하여 왔다. 녹차의 제조 공정에서 부산

물로 발생하는 tea seed extract에 KR의 3배당체에 해당하는 CamA 및 

CamB가 약 20% 정도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효소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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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emical names and structures of QU, KR and their glycosides.

선택적 가수분해에 의해 2배당체에 해당하는 nicotiflorin (NF)[18] 및 

leucoside (LE)[19], 그리고 KR의 3 위치에 glucose가 붙어있는 

astragalin (AS)[20,21]을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RU을 기질로 사용하

여 상업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복합효소에 의한 선택적 가수분해에 

의해 IQ를 합성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IQ의 구조가 AS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에 저자들의 연구에서 AS를 선

택적으로 합성하는 특성을 나타낸 Pectinex 계열의 복합효소들을 검

토하였으며, 폴리페놀 계열 물질의 배당체에서 당을 폭넓게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진[22] 복합효소인 Viscozyme도 함께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회화나무(sophora japonica)로부터 추출한 순도 98%의 RU을 

Zhengzhou Sigma Chemical Co., LTD. (Zhengzhou City, China)로부터 

구입하여 추가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Viscozyme 및 Pectinex® 계열인 

BE 3-L, Ultra AFP, Ultra SP-L, Ultra Mash, Ultra Clear, Mash 등은 

Novozymes A/S (Bagsvaerd, Denmark)사의 제품으로, 구입 후 4 ℃에

서 보관하였다.  

2.2. 효소 반응의 분석

효소 반응물은 HPLC와 TLC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HPLC 분석은 UV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Monitor® C18 

역상 칼럼(5 μm, 250×4.6 mm)을 사용하였다. 검출기 파장은 254 nm

로 설정하였고, 20 µL를 주입하였다. 이동상은 증류수(A)와 acetoni-

trile (B)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등용매 용리(B의 18%)로 

14 min 동안 1 mL/min의 조건으로 용출하였고 다음 16 min 동안은 

기울기 용리로 B의 함량이 18%에서 32%로 바뀌어 1 mL/min의 조건

으로 용출하였다. 각 피크는 표준 시료에서 얻어진 피크와 비교하여 

식별하였다.

TLC 분석은 실리카 겔 판(Merck, Kieselgel 60 F254)을, 전개 용매로

는 ethyl acetate : methanol : water (부피비로 16 : 2 : 1)을 사용하였

다. TLC 판에서 분리된 spot은 UV lamp를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다

음으로 molybdo(Ⅵ)phosphoric acid hydrate을 20 g/L의 농도로 녹인 

ethanol 용액에 담가서 착색시켜 관찰하였다. 

2.3. Rutin의 효소 가수분해

50 mL 삼각플라스크에서 RU 0.2 g을 증류수 20 mL에 용해시킨 후 

각각의 효소 2 mL를 첨가하고, 50 ℃에서 교반하였다. 반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0.1 mL의 sample을 채취하여 0.5 mL의 

methanol로 희석한 후, 10 min 동안 원심분리 후 TLC로는 정성적으

로, HPLC에 의해서는 정량적으로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효소

를 검토한 후 IQ를 합성하는 데 적합한 효소를 선택해 효소량, 반응물

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상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RU의 가수분

해 반응을 검토하였다. 복합효소의 사용 가능한 최대 온도가 대부분 

55 ℃이고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효소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다. 실제적으로 60 ℃에서 검토한 예비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 ℃에

서 검토한 예비 실험에서는 반응 속도가 극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 온도를 50 ℃로 고정하고 효소 반응

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Rutin 효소 반응의 분석

각각의 효소에 의한 RU의 가수분해 반응의 정도는 HPLC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HPLC 상에서의 RU, IQ 및 QU 피이크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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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PLC profiles of RU (a), samples at 50 hr (b) and 133 hr 
(c) in the enzymatic reactions of RU with Ultra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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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ve amounts of IQ in each reaction with Viscozyme, 
Mash, BE 3-L, Ultra SP-L, and Ultra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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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ve amounts of QU in each reaction with Viscozyme, 
Mash, BE 3-L, Ultra SP-L, and Ultra Clear.

인은 표준 샘플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Figure 

2의 (a)에 반응물인 RU의 HPLC를 나타낸 것과 같이 하나의 피이크로 

나오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RU의 피이크는 소멸되며 가수분해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IQ, QU의 피이크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효소로

는 Ultra Clear를 RU 1 g 대비 10 mL 사용하고 반응물의 농도가 1%

인 반응에서 50 h 진행 후의 샘플에는 Figure 2의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RU이 가수분해 되어 생성된 IQ와 미량의 QU가 나타나고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c)에 나타낸 것과 같이 RU의 피이크는 거의 소

멸되고 IQ와 QU의 피이크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HPLC 상

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물질에 해당하는 피이크의 면적비를 기준으로 

반응의 진행 정도를 검토하였다.  

3.2. 효소 Screening

반응 온도를 50 ℃, 각 효소의 양은 RU 1 g 대비 10 mL, 반응물의 

농도를 2%로 고정하여 7개의 복합효소의 반응성을 검토하였다. 이 

중, Ultra AFP, Ultra Mash에서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반응

이 진행된 경우에도 반응이 매우 느리고 IQ합성에 대한 선택성이 낮

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2개의 효소를 제외하고 IQ가 어

느 정도 합성되는 5개의 효소에 대해서만 반응 시간에 따른 IQ의 함

량을 Figure 3, QU의 함량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반응에서 

RU이 완전히 반응하여 HPLC 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반응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Figure 3 및 4에 각각의 효소에 대해서 표기된 마

지막 부분에서는 RU이 전부 반응하고 그 후에는 생성된 IQ가 QU로 

변환되는 반응만이 일어나는 것이며, 표기된 시간이 짧을수록 RU의 

가수분해 반응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지만 Viscozyme의 경우에는 다른 효

소에 비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IQ가 합성되는 동시에 QU도 빠르

게 합성되면서 IQ 함량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iscozyme은 cellulase, β-glucosidase, xylanase 등과 같이 당을 가수

분해하는 다양한 효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22], 실제적으로 KR의 배

당체들의 가수분해에서도 선택성 없이 가수분해가 일어나 최종적으

로 KR이 주생성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본 반응에서

도 Viscozyme은 당을 선택성 없이 가수분해하여 RU의 aglycone인 

QU가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BE 3-L, Mash, Ultra SP-L의 경우에

도 Viscozyme보다는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Viscozyme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게 생성된 IQ가 빠르게 QU로 

전환되어서 반응 전체적으로 IQ 함량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결과

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IQ 함량을 최고로 하기 위한 반응에는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Mash는 TSE의 반응에서는 KR에 

glucoside가 붙어있는 단당체인 AS를 선택적으로 합성하고 KR로 거

의 변화되지 않았으나[20], 본 실험에서는 IQ에서 QU로 빠르게 변환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Ultra Clear는 나머지 효소에 비해 전체적인 반응속도는 약

간 느리지만 반응이 더 진행되어도 QU의 함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 

RU이 완전하게 반응되었을 때, IQ 함량이 78% 정도에 도달하므로 검

토한 7개의 복합효소 중 IQ를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반응에 있어서는 

Ultra Clear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반응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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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the substrate concentration on the conversion of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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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the substrate concentration on the conversion of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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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the amount of Ultra Clear per 1 g of RU on the 
conversion of IQ.

다.  

3.3.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영향

반응 온도를 50 ℃, Ultra Clear의 양은 RU 1 g 대비 10 mL로 고정

하고 반응물의 농도를 변화시킨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RU의 함량을 

Figure 5, IQ의 함량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낮을수록 RU 함량의 감소가 빨라지는 현상으로 보아 반응물의 

농도가 낮을수록 반응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0.1, 0.5, 1%에서의 

차이는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2%에서는 확실하게 RU 함량의 저하가 

느리게 나타나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IQ의 함

량을 보면 반응 초기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낮을수록 높으나 반응이 진

행되면서 QU로 전환되어 IQ 함량이 감소되는 시점(즉, RU이 거의 소

멸되는 시점)에서는 농도가 낮을수록 IQ 함량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2%에서는 다른 농도에 비해 확실히 반응

성이 떨어지고(Figure 5), 0.1%에서는 최대 IQ 함량이 약 60% (Figure 

6)로 다른 농도에 비해서 낮으므로, 0.5% 및 1%가 최적 농도로 판단된

다. 이 2개의 농도에서는 반응성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향후 상업적 

제조를 고려한다면 1%가 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질 농도를 1%로 

고정하고 최적 효소량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4. 효소량에 따른 영향

기질의 농도를 1%로 고정하고 Ultra Clear의 양을 기질인 RU 1 g 

대비 4, 8, 10, 15 mL로 각각 사용하여 진행한 반응의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효소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4 mL/g의 경우에는 반응

성이 매우 낮았으며, 그림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600 h이 지나도 

여전히 RU이 남아있었다. 또한 IQ의 최대 함량도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효소량이 늘어나면서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따라서 

최대 IQ 함량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IQ 함량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효소량의 증가에 따

라 IQ에서 QU로 변환되는 속도도 동시에 증가하여 IQ 함량의 감소도 

동시에 현저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최대 IQ 함량에 도

달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IQ 함량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그의 감소 현상이 현저하지 않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인 8 

mL/g의 효소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7개의 복합효소를 사용하여 RU의 선택적 가수분해에 의해 IQ를 제

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효소를 검토한 결과, Ultra Clear가 나

머지 효소에 비해 반응은 약간 느리지만 반응 시간에 비해 QU의 함

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 RU이 완전하게 반응되었을 때, IQ 함량이 

약 80% 정도에 도달하므로 IQ를 합성하는 최적의 효소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효소를 Ultra Clear로 고정하고, 기질 농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

성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2%에서는 다른 농도에 비하여 반응성이 매

우 낮았으며, 0.1%에서는 IQ 함량이 최고치일 때의 수치가 다른 농도

에 비해서 확실하게 낮았다. 반면에 0.5%와 1%에서는 매우 유사한 반

응성 및 최대 IQ 함량(약 80%)을 나타냈으며, 상업적 제조를 고려한

다면 1%가 최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효소양의 변화에 따른 

반응성을 비교한 결과, 최대 IQ 함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

더라도 IQ 함량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그의 감소 현상이 현저하

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8 mL/g의 효소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

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RU의 효소가수분해에 의해 IQ를 제조하

는 반응에서는 50 ℃에서 1%의 반응물의 농도로 RU 1 g 대비 8 mL

의 Ultra Clear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양

한 생리활성 작용에 의하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용도로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는 IQ의 상업적 제조 연구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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