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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한 Mangiferin 변화물의 항당뇨합병증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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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ed Products Induced by Gamma-Irradiation of Mangiferin 
with Anti-Diabetic Complic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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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hibition of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 formation is a valuable therapeutic strategy for 
the regulation of diabetic complic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otential therapeutic targets of anti-diabetic 
complications from irradiated mangiferin using AGE formation assay. Radiolytic degradation of the xanthone glucoside 
mangiferin by gamma-irradiation resulted in three degraded mangiferin analogues: mangiferdiol (1), mangiferinol (2), 
and isomangiferinol (3). Structures of the three newly generated compounds were characterized by interpretation of 
nuclear magnetic resonance (1H, 13C NMR, 1H-1H COSY, HSQC, HMBC, and NOESY) and mass spectroscopic data. 
The anti-diabetic complication of the generated mangiferin derivatives were tested using in vitro AGE formation method. 
Among the tested degraded products, mangiferinol (2) and isomangiferinol (3) exhibited significantly improved potency 
against AGE formation inhibitory activities with IC50 values of 5.6±0.8 and 7.6±0.9 μM, respectively. This result 
implies that xanthone derivatives generated from gamma-irradiated mangiferin might be beneficial for prevention of 
diabetic complication and rel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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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 서구화된 식습관, 활동량의 감소, 

평균 수명의 연장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 발생

이 급증하고 있다(1).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에 의한 비정상

적인 당의 대사로 인하여 혈중 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만성 고혈당은 당뇨합병증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백내장, 동맥경화, 신경증, 망막증 등의 당뇨합병증을 유

발하게 된다(2). 당뇨합병증의 유발 경로로는 최종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의 생성 증가, 

알도스 환원효소(aldose reductase, AR) 경로의 이상 및 

protein kinase C(PKC)와 신장 조직 내 여러 세포와 작용하

는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cytokine)의 활성화로 인한 세포

외기질 단백의 축적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 특히 

AGEs는 고혈당 조건에서 환원당과 단백질의 비효소적 반

응에 의해 형성되며, 생성된 AGEs는 분해되기 힘들고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어도 분해되지 않고 다른 단백질과 cross- 

link 하여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장기의 손상을 유발한

다(4). 최근에는 당뇨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

여 AGEs의 생성 억제제 및 생성된 AGEs의 조직 내의 결합

을 억제하는 물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5), 천연소재 

유래의 최종당화산물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6).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AGEs 생성 

저해제로는 aminoguanidine, pyridoxamine, ALT-711 등

이 있으며(7-9), 이들 중 aminoguanidine은 임상시험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보고됨에 따라 보다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AGEs 생성 저해 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최근의 관심 증가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효능을 

지닌 새로운 물질 발굴을 위하여 천연소재로부터 AGEs 생

성 저해제 개발 연구(10)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염산

강(Alpinia zerumbet) 및 레몬밤(Melissa officinalis) 등의 

천연물이 AGEs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11,12).

Mangiferin은 xanthone glucoside 유도체로서 주로 옻

나무과(Anacardiaceae), 용담과(Gentianaceae), 클루시아

과(Clusiaceae), 비짜루과(Asparagaceae) 등의 천연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13), 대표적인 효능으로 항산화, 항당

뇨, 항바이러스 및 면역력 강화에 우수한 화합물로 잘 알려

져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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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radiolytic degradation products 1∼3 of mangiferin.

감마선은 물질을 투과할 때 원자, 원자단, 분자에 이온을 

생성하게 하는 전리 방사선 중의 하나로서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15). 기존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를 활용하여 식품

의 살균, 멸균, 생리활성 기능의 상승 및 식품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16-18), 식품 안의 단

백질을 부패시키는 원인인 biogenic amine의 생성을 저해

시키고(19), 육가공 식품에서 독성 유발하는 nitrosamine의 

생성을 저해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20), 달

걀 난백의 주성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고분자 단백

질인 ovalbumin의 저분자화를 통한 알레르기 완화 관련 연

구가 진행되었다(21).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일물질의 

구조 변환 연구로는 대표적인 식품 플라보노이드인 quer-

cetin과 kaempferol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신규 화합물의 

분리 및 구조결정 연구가 수행되었다(22,23). 최근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의 주요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인 

cyanidin-3-rutinoside는 감마선에 의해 색소 제거 메커니

즘 검증 및 항산화 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24), 강황

(Curcuma longa)의 주성분인 curcumin 및 콩과 식물인 데

리스근(Derris elliptica)의 주요 살충성분인 rotenone에 감

마선 조사를 통하여 구조 변환 및 항비만 활성의 급격한 상

승을 확인하였다(25,26).

본 연구에서는 천연에 널리 존재하는 주요 화합물의 대표

적인 골격 중 하나인 mangiferin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구조 

변화 연구를 통하여 신규 생성 화합물을 분리 동정하고, 분

리된 화합물을 당뇨합병증에 관련된 AGEs 생성 저해 활성

을 확인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한 mangiferin, bovine serum 

albumin(BSA), aminoguanidine 등의 시약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PLC

는 LC-10A(Shimadzu,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1H, 
13C NMR과 1H-1H COSY, NOESY, HSQC, HMBC 스펙트

럼은 CD3OD 용매(dH 3.35, dc 49.0)를 이용하여 600 MHz 

FT-NMR spectrometer(VNS-600, Varian Medical Sys-

tems Inc., Palo Alto, CA, USA)로 측정하였으며, 분석 및 

column chromatography용 용매는 특급시약을 사용하였

다. FABMS 스펙트럼은 Micro Mass Auto Spec OA-TOF 

(Micromass, Manchester, UK)를 활용하여 분자량을 측정

하였으며, TLC plate는 Kiesel gel 60 F254(0.25 mm lay-

er thickness, Merck,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

고, column chromatography용 고정상은 YMC gel ODS 

AQ 120S(YMC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순수물질을 

분리하였다. 형광도 측정을 위한 spectrophotometer는 

Infinite F200(Tecan Austria GmBH, Grödig, Austria)을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방사선과학연구소 내 선원 10만 Ci의 co-

balt-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사용

하였다. Mangiferin에 대해서 10, 25 및 50 kGy/h로 조사하

였고,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

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

화한 후 사용하였다. Mangiferin(500 mg)을 메탄올(300 

mL)에 녹인 후 바이알에 넣어 해당 선량의 감마선으로 조사 

및 감압 농축한 다음 reversed-phase HPLC를 이용하여 

화합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선량에 따라 얻어진 

mangiferin 메탄올 용액은 감압농축기로 즉시 농축 후 최종

당화산물 생성 억제능을 평가하였으며, 50 kGy 처리물에서 

37.2±1.7 μg/mL의 가장 우수한 활성을 확인하였다.

화합물 분리 및 구조결정

가장 우수한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능을 나타낸 man-

giferin의 50 kGy 감마선 조사산물(300 mg)을 YMC gel 

ODS AQ 120-50S column(1.5 cm i.d.×40 cm) 칼럼크로

마토그래피 및 ODS column(YMC gel ODS A-323, 4.6 

mm×150 mm)을 이용한 semi-preparative HPLC를 수행

하여 mangiferdiol(1)(40.7 mg), mangiferinol(2)(5.9 mg), 

isomangiferinol(3)(14.1 mg)을 분리하였다(Fig. 1). 이동

상 용매로는 1% formic acid(solvent A)와 acetonitrile 

(solvent B)을 사용하여 gradient elution을 100% A; 0% 

B로 분석하여 15 min, 50% A; 50% B, 20 min, 0% A; 

100% B의 용매조성으로 물질을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의 유

속은 1.0 mL/min을 유지하였고 280 nm에서 화합물을 검출

하였다. 분리한 화합물을 mangiferin 감마선 조사산물과 비

교 분석하여 mangiferdiol(1)(tR 7.5 min), mangiferinol(2) 

(tR 8.7 min), isomangiferinol(3)(tR 9.5 min)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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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s of newly generated mangiferin derivatives 1∼3 (B) by gamma-irradiated pure mangiferin (A).

Mangiferdiol(1): Yellow amorphous powder; FABMS 

m/z 467 [M-H]-; 1H NMR(600 MHz, CD3OD) δ 6.93(1H, 

s, H-8), 6.41(1H, s, H-5), 6.06(1H, s, H-4), 4.91(1H, 

d, J=10.2 Hz, H-1’), 4.43(1H, d, J=11.4 Hz, H-11), 4.33 

(1H, d, J=11.4 Hz, H-12), 3.82(1H, d, J=11.4 Hz, H-11), 

3.82(1H, m, H-2’), 3.81(1H, d, J=11.4 Hz, H-12), 3.81 

(1H, m, H-6’), 3.79(1H, m, H-6’), 3.52(1H, m, H-4’), 

3.49(1H, m, H-3’), 3.41(1H, m, H-5’); 13C NMR(150 MHz, 

CD3OD) δ 157.3(C-3), 156.9(C-1), 155.2(C-6), 146.4(C- 

4a), 146.1(C-10a), 142.2(C-7), 114.8(C-8a), 113.8(C-8), 

107.3(C-2), 103.5(C-5), 101.9(C-9a), 96.3(C-4), 82.6 

(C-5’), 79.3(C-3’), 77.3(C-1’), 73.6(C-2’), 71.3(C-4’), 

67.7(C-12), 66.7(C-11), 62.6(C-6’), 47.9(C-9).

Mangiferinol(2): Yellow amorphous powder; FABMS 

m/z 451 [M-H]-; 1H NMR(600 MHz, CD3OD) δ 6.81(1H, 

s, H-8), 6.36(1H, s, H-5), 6.02(1H, s, H-4), 4.91(1H, 

d, J=10.2 Hz, H-1’), 4.34(1H, d, J=10.8 Hz, H-11), 3.86 

(1H, m, H-6’), 3.79(1H, m, H-6’), 3.73(1H, m, H-2), 

3.72(1H, d, J=10.8 Hz, H-11), 3.51(1H, m, H-4’), 3.48 

(1H, m, H-3’), 3.41(1H, m, H-5’) 1.62(3H, s, H-12); 
13C NMR(150 MHz, CD3OD) δ 157.4(C-3), 156.4(C-1), 

153.8(C-6), 145.7(C-4a), 144.8(C-10a), 142.1(C-7), 

113.8(C-8), 111.8(C-8a), 107.6(C-2), 105.7(C-9a), 103.3 

(C-5), 96.4(C-4), 82.5(C-5’), 79.6(C-3’), 77.5(C-1’), 

74.2(C-2’), 71.2(C-4’), 70.6(C-11), 62.1(C-6’), 40.7 

(C-9), 26.3(C-12).

Isomangiferinol(3): Yellow amorphous powder; 

FABMS m/z 451 [M-H]-; 1H NMR(600 MHz, CD3OD) 

δ 6.80(1H, s, H-8), 6.36(1H, s, H-5), 6.02(1H, s, H-4), 

4.90(1H, d, J=10.2 Hz, H-1’), 4.32(1H, d, J=10.8 Hz, 

H-11), 3.87(1H, m, H-6’), 3.79(1H, m, H-6’), 3.75(1H, 

m, H-2), 3.69(1H, d, J=10.8 Hz, H-11), 3.52(1H, m, 

H-4’), 3.48(1H, m, H-3’), 3.41(1H, m, H-5’) 1.64(3H, 

s, H-12); 13C NMR(150 MHz, CD3OD) δ 157.5(C-3), 

156.5(C-1), 153.6(C-6), 145.8(C-4a), 144.9(C-10a), 

142.2(C-7), 113.7(C-8), 111.8(C-8a), 105.3(C-9a), 107.3 

(C-2), 103.3(C-5), 96.2(C-4), 82.8(C-5’), 79.3(C-3’), 

77.5(C-1’), 73.6(C-2’), 71.5(C-4’), 71.1(C-11), 62.2 

(C-6’), 40.7(C-9), 26.3(C-12).

In vitro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활성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활성은 Vinson과 Howard(27)

가 행한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10 mg/mL의 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을 0.2 M phosphate buffer(pH 

7.4)에 용해시키고, 0.2 M의 fructose와 glucose를 처리하

였다. 이때 0.2 M phosphate buffer에 0.02% sodium azide

를 넣어 반응기간 동안 박테리아의 생성을 방지하였다. 시료

는 10%의 dimethyl sulfoxide에 녹여 준비하였으며, 이 반

응액에 분리된 화합물 또는 양성 대조군인 aminoguanidine

을 첨가한 후 37°C에서 7일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에는 

spectrofluorometric detector(Infinite F200, Tecan Aus-

tria GmBH)를 이용하여 형광도(Ex: 350, Em: 450 nm)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package program(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차이의 유의성은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 

0.05 수준에서 평균 간의 다중비교 실시를 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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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hibitory effects of mangiferin and isolated compounds
1∼3 on the formation of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Compounds IC50 value (μM)2)

Irradiated mangiferin
Mangiferin
Mangiferdiol (1)
Mangiferinol (2)
Isomangiferinol (3)
Amnioguanidine1)

 37.2±1.73)

126.1±1.8
 12.1±1.3
  5.6±0.8
  7.6±0.9
983.2±14.4

1)Aminoguanidine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2)Results expressed as IC50 value using μg/mL unit.
3)All tested samples were examined in triplicated experiments.

결과 및 고찰

감마선 조사를 활용한 mangiferin 조사산물의 구조 결정

본 연구에서 mangiferin의 50 kGy 감마선 조사산물에서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능 평가 실험에서 우수한 활성을 확

인(IC50=37.2±1.7 μg/mL)하였기에, ODS gel을 고정상으

로 활용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3종의 신

규 생성된 mangiferin 유도체를 분리하였으며 NMR 등의 

각종 기기분석을 통하여 구조를 동정하였으며, 분리한 단일

물질에 대해서 당뇨합병증과 관련된 AGEs 생성 저해 활성 

평가를 하였다.

3종의 분리 정제한 화합물을 문헌치(28)와 비교하여, 화

합물 1은 mangiferdiol, 화합물 2는 mangiferinol, 화합물 

3은 isomangiferinol로 동정하였다(Fig. 1).

분리된 화합물의 AGEs 생성 저해 활성 평가

AGEs 생성 저해 활성을 나타낸 mangiferin 감마선 조사

산물을 ODS 칼럼크로마토그래피를 충진제로 활용하여 물

질의 분리 및 정제를 수행하였다. 분리된 화합물의 구조는 

mangiferin 유도체로서 mangiferdiol(1), mangiferinol(2) 

및 isomangiferinol(3)로 구조를 결정하였다. 얻어진 순수

한 화합물에 대해서 당뇨합병증 유효성 평가에 활용되는 

AGEs 생성 저해 활성을 평가하였고, 그중에서 mangiferin

의 ketone기가 소실되고, 한 개의 methyl기와 한 개의 hy-

droxymethyl기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 mangiferinol(2)에

서 가장 우수한 AGEs 생성 저해 활성(IC50=5.6±0.8 μM)을 

확인하였으며, 화합물 2의 이성질체인 isomangifeinol(3)에

서는 IC50 값이 7.6±0.9 μM로 화합물 2보다는 상대적으로 

효능이 감소하였으나 우수한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활

성은 감마선 조사 전의 mangiferin의 IC50 값은 126.1±1.8 

μM보다 상당히 상승한 활성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개의 

hydroxymethyl기가 결합된 mangiferdiol(1)은 IC50 값은 

12.1±1.3 μM의 활성을 보였으며 양성대조군인 amnio-

guanidine(IC50=983.2±14.4 μM)에 비하여 우수한 AGEs 

생성 저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1). 최근 

천연물 유래의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

는 화합물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중 염산강(Alpinia zer-

umbet)의 뿌리줄기에서 분리된 kavalactone류의 desmeth-

oxyyangonin이 당뇨합병증 관련 선도물질로서 주목을 받

고 있다(11). 또한, 갈근(Pueraria lobata)에서 분리된 ben-

zofuran 유도체인 puerariafuran(29)과 다래(Actinidia ar-

guta)의 뿌리에서 분리된 flavan-3-ol 유도체인 2-pyrroli-

dinone-5-yl-(-)-epicatechin이 우수한 최종당화산물 생

성 저해 활성을 나타냄이 확인되었다(30). Xanthone 유도

체 화합물로서는 해외의 약용식물인 Calophyllum flavor-

amulum 잎에서 우수한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활성을 나

타내는 3-methoxy-2-hydroxyxanthone이 분리 동정되

었다(31). 최근 본 연구에서 천연물 구조 변환 연구의 일환

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mangiferin의 ketone 부분이 

methyl기 및 hydroxymethyl기로 치환된 3종의 mangifer-

in 유도체의 생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화합물의 우수한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활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감마선을 활용한 신규 생리활성 소재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한 추가적인 효능 검증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요   약

감마선 조사로부터 당뇨합병증에 효과적인 소재를 개발하

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angiferin의 감마선 

조사산물이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에 우수한 활성이 나타

나 효능성분의 동정을 위하여 ODS gel을 활용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3종의 mangiferin 유도체 화

합물을 분리하였고,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는 NMR 스펙트럼 

데이터 해석을 통하여 mangiferdiol(1), mangferinol(2) 및 

isomangiferinol(3)로 동정하였다. 이들 화합물에 대해 최

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활성을 평가한 결과 mangferinol(2)

이 가장 강한 5.6±0.8 μM의 IC50 값을 나타내었고, iso-

mangiferinol(3)가 7.6±0.9 μM의 IC50 값을 나타내었다. 또

한, mangiferdiol(1)이 12.1±1.3 μM의 IC50 값을 나타냈으

며, 이들 활성은 mangiferin의 ketone기가 소실되고 새롭게 

생성된 methyl기와 hydroxymethyl기의 결합 양상에 따른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 다름이 시사되었다. 향후 이들 활성물

질의 활성 기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유효

성분보다 우수한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활성을 가지는 새

로운 선도화합물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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