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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물에 존재하는 미량의 식물화학성분(phytochemicals)
은 alkaloid, terpenoid, flavonoid와 같이 어느 특정 생물에만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로, 그 구조가 다양하며 고유의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Woo WS 2001). 이들 천연물은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과 

축적된 정보가 많으므로, 합성물질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천연물의약

품 소재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Bae EH 2014). 천연물로부

터 건강효능이 우수한 식물화학성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천연물의 학명, 산지, 식물의 부위별 효능 및 활성 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 과학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중

요하다(Loub 등 1985; Chung HS 2001).
Betula속(generic name)에 속한 식물은 다양한 건강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anticancer, anti-inflammatory, immu-
nomodulatory, antioxidant, antidiabetic, antiviral 및 anti- 
arthritic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Rastogi 등 2015)된 바 

있으며, 특히 수피(樹皮, bark) 부분은 치료 효과가 우수하여 

민간의약소재(traditional medicine)로 사용되어 왔다(Kim 
등 2010; Menković 등 2011; Yang 등 2018). 우리나라에는 

주로 Betula schmidtii(박달나무), Betula chinensis(개박달나

무), Betula costata(거제수나무), Betula davurica(물박달나무), 
Betula ermanii var. acutifolia(사스래나무), Betula erma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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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study to investigate the phytochemicals and biological activities the bark of Betula schmidtii. The studies consisted 
of the solvent extraction, followed by the isolation of phenolic components 1~3 from ethyl acetate-soluble fraction of Betula schmidtii 
Bark. Their chemical structures were identified as arbutin (1), ρ-coumaric acid (2) and ferulic acid (3) using Ultraviolet-Visible 
(UV-Vis) Spectrophotometer,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ESI-MS) (negative ion mode), 1H-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13C-NMR, 1H-1H Correlation Spectroscopy (COSY) and 1H-13C Hetero Nuclear Multiple Quantum Correlation 
(HMQC) spectral data. Compounds 1~3 shows the anti-oxidant effect with IC50 values of 29.74±1.52, 21.32±1.07 and 34.41±1.24 
in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spectively. Also, compounds 1~3 exhibited mushroom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ith IC50 values of 31.14±1.07, 42.54±1.46 and 69.22±1.43 μ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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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ganzuensis(왕사스레나무), Betula gmelini(좀자작나무), 
Betula latifolia(자작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다(Han & Chi 
1974).

박달나무(Betula schmidtii Regel)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며, 자작나무과(Betul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전라남북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전국에 표고 600 m를 중심

으로 200~2,000 m 지역 및 백두대간에 분포되어 있다. 목재

는 무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치밀하고 단단하고 연한 홍

색으로 가구재 등으로 쓰이며, 껍질은 염료로 활용된다. 특
히 수액은 벌목 없이 채취가 가능하며, 자작나무 수액과 함

께 식용 및 약용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산림청 자료). 
본 연구에서는 박달나무 수피에 함유된 페놀성 식물화학

성분을 규명하고, 화합물의 항산화 및 tyrosinase 저해 활성

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박달나무(Betula schmidtii) 수피는 ㈜생명

의 나무로부터 제공받았다.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L-ascorbic acid, kojic acid는 Sigma(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Silica gel 
(Kieselgel 60, bead size 63~200 μm particle size, Darmstadt, 
Germany)은 Merck사, 그리고 Sephadex LH-20(bead size 
25~100 μm, Uppsala, Sweden)은 GE Healthcare Life Science
사의 제품을 각각 사용하였다.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용 plate는 pre-coated silica gel 60 F254 plate(layer 
thickness 0.25 mm, 20×20 cm, Art. 5715, Merck,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추출과 분리용 용매는 특급 또는 

1급을 사용하였고, 발색시약으로는 1% FeCl3, anisaldehyde 
시약을 사용하였다.

2. 시료 추출 및 분획
자연 건조시킨 박달나무 수피(2 kg)를 곱게 갈은 후 증류수

(10 L)를 넣고 120℃에서 3시간 고압추출기(Ilshin autoclave, 
Yangju, Korea)로 3회 반복 시행하여 여과지(Whatman No.1, 
England)를 사용하여 여과시켰다. 여과된 추출물을 감압농축

기(Eyela, Japan)로 농축시킨 후, 동결 건조하여 박달나무 수

피 열수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시료의 열수추출물에 methanol 
(MeOH)을 첨가하여 분획여두를 이용하여 MeOH 불용부와 가용

부로 분리한 후, MeOH 가용부를 용매의 유전률에 따라 유기용매

와 증류수를 동량 첨가하여 dichloromethane(CH2Cl2), ethyl 
acetate(EtOAc) 및 n-Butanol(n-BuOH) 가용성 부분으로 분획

하였다(Fig. 1)(Guon & Chung 2016). 제조된 분획물 중 활

성이 우수한 EtOAc 가용성 분획물을 농축, 여과하여 실험재

료로 사용하였다. 

3. 단일 화합물의 분리
시료의 EtOAc/H2O 용매분획으로 얻은 EtOAc 농축물(8.0 

g)에 대한 silica gel open column chromatography (5.2×120 
cm)를 실시하였다. 이동상은 CH2Cl2/MeOH=100:0, 99:1, 
97:3, 95:5, 93:7, 90:10, 85:15(v/v) 용액을 step-wise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용출(250 mL/fr.)시켰다. Column chromatography
를 행하여 얻어진 각 획분을 대상으로 TLC 분석을 행하여 

phenol성 화합물의 존재가 확인된 소분획을 re-column 
chromatography를 시행하여 단일 화합물을 분리하고 순도를 

확인하였다. 얻어진 용출획분 중 CH2Cl2/MeOH= 97:3 용출

물 fraction(v/v, fraction No. 7-11, 316 mg) 및 CH2Cl2/ 
MeOH=90:10 용출물 fraction(v/v, fraction No. 6-9, 120 
mg)을 MeOH을 이동상(500 mL)으로 Sephadex LH-20 open 
column(1.8×90 cm) chromatography(Guon & Chung 2016)
를 시행하여 순수 화합물 1~3을 분리하였다. 단일물질이 전

개된 TLC plate에 1% FeCl3와 anisaldehyde용액(0.5 mL 
anisaldehyde, 9 mL EtOH, 0.5 mL H2SO4, 0.1 mL acetic 
acid)을 각각 분무하고, 105℃ oven에서 가열하여 화합물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FeCl3 반응에서 녹색 또는 흑색을 나타

내면 phenol성 화합물, anisealdehyde 반응이 양성이면 당의 

존재를 예견하였다. 

4. 기기분석
박달나무 수피 EtOAc 가용성 분획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 

1~3의 화학구조는 UV-Vis(JP/U3010 UV-Vis spectrophotometer, 
Hitachi Ltd., Tokyo, Japan), ESI-MS(negative ion mode, 
JMS-AX 505 WA HP 5890 Series II, HP, Jeol, Tokyo, Japan), 
1H-NMR(500 MHz), 13C-NMR(125 MHz), 1H-1H COSY, 1H-13C 

Fig. 1. Extraction and solvent fractionation of Betula 
schmidtii 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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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QC(Varian UI500 FT-NMR Spectrometer, Varian Inc., 
Palo Alto, CA, USA) 분석을 행하여 규명하였다. NMR 측정 시 

CD3OD를 용매로 사용하였으며, chemical shifts를 ppm으로 표

시하였고 표준물질은 tetramethylsilane을 사용하여 δ 값으로 

표기하였다.

5. 시료의 활성 측정

1) DPPH radical scavenging 활성 측정
단리한 화합물 1~3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활성

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항산화 

효능은 DPPH 용액의 흡광도 값을 50% 감소시키는 시료의 

농도를 IC50(mg/mL, μM)로 표시하였고, L-ascorbic acid, 
kojic acid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시료액 100 μL에 
0.4 mM의 DPPH용액 100 μL를 가하고 실온에서 30분 반응시

킨 후 515 nm에서 ELISA reader(SpectraMax, Molecular Devices, 
LLC,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2)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은 Flurkey WH(1991)의 방법을 변형

하여 tyrosinase의 작용 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067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0.5 mL, 시료 0.1 mL, 기질 10 mM L-DOPA 
(dihydroxy- phenylalanine, Sigma-Aldrich Co.) 0.2 mL를 넣

고 혼합한 혼합액에 효소액(mushroom tyrosinase, 110 
unit/mL, Sigma-Aldrich Co.)을 0.2 mL를 첨가하여 25℃에

서 10분 동안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정(Bio-Rad Lab. Inc., 
CA, USA)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능으로 환산하였

으며, kojic acid를 양성대조구로 사용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고, 실험 결과는 SPSS ver. 22.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실험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

하고 ANOVA 분석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단일 화합물의 분리
박달나무 수피 열수 추출물을 용매분획하여 얻어진 CH2Cl2, 

EtOAc, n-BuOH 및 aqueous 가용성 분획물(residue)들의 

TLC pattern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용매 분획물을 TLC 

plate에 전개(CH2Cl2/MeOH=100:0~100:12) 후, 10% FeCl3  

용액을 각각 분무하고, 105℃ oven에서 가열하여 페놀성 화

합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분획물 중 발색 시 페놀성 화합물

의 존재가 다수 확인되는 EtOAc 가용성 분획물을 농축하여 

silica gel 및 Sephadex LH-20 open column chromatography
를 시행하였다. 예비실험에서 CH2Cl2/MeOH=90:10로 용출시

킨 세분획 중 용출물 No. 6-9 fractions에서 UV(254/365 nm)
상에서 페놀성 화합물의 존재가 예견되었으므로(Woo WS 
2001), 이들 분획을 농축하였다. 농축한 세분획을 MeOH을 이
동상으로 하여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 시행하여 단일물질을 얻은 후 MeOH로 재결정하여 순수

한 화합물 1(18.1 mg)을 획득하였다. 이어서 CH2Cl2/MeOH= 
97:3 용출물 No. 7-11 fractions에서 역시 페놀성 화합물의 

존재가 예견되어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
를 반복 수행한 후에 분리된 화합물을 MeOH로 재결정하여 

순수 화합물 2(23.7 mg)와 3(42.1 mg)을 획득하였다(Fig. 2). 

1

2

3

Fig. 2. Chemical structure of compounds 1~3 isolated 
from Betula schmidtii 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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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구조 규명

1) 화합물 1
CH2Cl2:MeOH=90:10(v/v) 용매로 용출된 소분획 중 fractions 

No. 6-9로부터 분리된 화합물 1은 백색 분말로 FeCl3와 
anisaldehyde 반응에서 양성을 나타내었고, 1H-NMR spectrum
에서 전형적인 di-substituted benzene ring에서 유래된 proton 
signal들이 관찰되었다. 화합물 1의 proton signal과 인접한 

proton과의 결합양상을 표시하는 1H-1H COSY spectrum에

서 δ 9.01(1H, br s)에서 확인된 1개의 hydroxyl proton peak
가 ESI-MS(negative ion mode) m/z 253[M-H-OH]+ frag-
mentation peak에서 관찰되었다. Anisaldehyde test에서 positive 
반응을 나타내고, δ 3.15~δ 3.69의 proton peaks 및 δ 4.65 
(1H, d, J=7.5 Hz) proton peak와 함께 1분자의 당이 분리된 
m/z 91[M-H-OH-C6H11O5]+ fragmentation peak를 통해 화합

물 1에 당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H-1H COSY 
spectrum에서 δ 6.67(2H, d)의 proton peaks들은 δ 6.87(2H, 
d)의 proton peaks들과 서로 ortho coupling(J=9.0 Hz)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δ 4.65(1H, d)는 전형적인 anomeric 
proton peak이며 인접한 phenol group과 β 결합(J=7.5 Hz)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13C-NMR에서 δ 102.7에서 

관찰된 전형적인 anomeric carbon peak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13C-NMR의 carbon peaks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하고 있

는 proton과의 결합을 보여주는 1H-13C HMQC spectrum에

서 δ 151.2(C-1)와 δ 152.6(C-4)에서 quaternary carbon 
signal들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peaks들은 δ 6.87(2H, d, 
J=9.0 Hz, H-2,6)의 proton peak들과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화합물 1의 glycoside 부분은 D-glucopyranoside 유
래의 carbon signals인 δ 61.5(C-6'), δ 71.2(C-4'), δ 73.2 
(C-2'), δ 76.8(C-5'), δ 77.8(C-3') 및 δ 102.7(C-1') peaks와 

δ 4.56~δ 5.25의 hydroxy group의 proton peaks들을 통해 확

인하였다. 이 화합물은 표준품과의 co-TLC 및 문헌(Deans 
등 2018)과 비교하여 화학구조를 p-hydroxyphenyl-O-β-D- 
glucopyranoside(arbutin)로 결정하였다. 

Arbutin (p-Hydroxyphenyl-O-β-D-glucopyranoside, C12H16O7) (1)
 Bright white powder, FeCl3, Anisaldehyde test: positive; 

UV λmax(MeOH, nm): 218, 257, 294, 352; ES-MS(negative 
ion mode) m/z 271.24[M-H]+, 253[M-H-OH]+, 91[M-H-OH- 
C6H11O5]+; 1H-NMR(500 MHz, CD3OD) δ 3.15(H-4'), 3.19 
(H-2'), 3.24(H-5'), 3.46(1H, m, H-6'a), 3.69(1H, m, H-6'b), 
4.56(1H, s, OH), 4.65(1H, d, J=7.5 Hz, H-1'), 4.99(1H, s, 
OH), 5.05(1H, s, OH), 5.25(1H, s, OH), 6.67(2H, d, J=9.0 
Hz, H-3,5), 6.87(2H, d, J=9.0 Hz, H-2,6), 9.01(OH); 13C- 

NMR(125 MHz, CD3OD) δ 61.5(C-6'), 71.2(C-4'), 73.2(C-2'), 
76.8(C-5'), 77.8(C-3'), 102.7(C-1'), 115.4(C-3,5), 118.0(C-2,6), 
151.2(C-1), 152.6(C-4). 

2) 화합물 2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에 의해 CH2Cl2:MeOH= 

97:3(v/v) 용매로 용출시킨 소분획 중 fractions No. 7-9로부

터 분리된 화합물 2는 백색분말로 FeCl3 반응에서 양성을 나

타내었고, 1H-NMR spectrum에서 전형적인 di-substituted 
benzene ring에서 유래된 proton signal들과 trans형 olefinic 
double bond proton signal들이 관찰되었다. 1H-1H COSY 
spectrum에서는 δ 9.1(2H, br s)에서 확인된 2개의 proton 
peaks 및 ESI-MS(negative ion mode) m/z 145[M-H-OH]+ 

fragmentation peak와 m/z 117[M-H-COOH]+ fragmentation 
peak를 통해 화합물에 1개의 hydroxyl group과 1개의 

carboxylic acid group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H-1H COSY spectrum에서 δ 6.82(2H, d)의 proton peaks들
은 δ 7.46(2H, d)의 proton peaks들과 서로 ortho coupling 
(J=9.0 Hz)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δ 6.29(1H, 
d)와 δ 7.62(1H, d)의 olefinic proton peaks들은 서로 ortho 
coupling(J=16.0 Hz)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3C-NMR
의 carbon peaks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하고 있는 proton과의 

결합을 보여주는 1H-13C HMQC spectrum에서도 δ 150.5 
(C-4)과 δ 170.1(C-9)에서 quaternary carbon signal들이 관

찰되었으며, ESI-MS(negative ion mode)에서도 m/z 145[M- 
H-OH]+ 및 m/z 117[M-H-OH]+ fragmentation peaks로 hydroxyl 
group과 carboxylic acid group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화합물은 표준품과의 co-TLC와 문헌(Kim & 
Kim 2000)을 통해 화학구조를 ρ-coumaric acid로 결정하였다.

ρ-Coumaric acid (3-(4-Hydroxyphenyl)-2-propenoic acid, 
p-Hydroxycinnamic acid, C9H6O3 (2))

white powder; FeCl3 test: positive; UV λmax(MeOH, nm) 
202, 210(sh), 226, 300, 309; ESI-MS(negative ion mode) 
m/z 163[M-H]+, 145[M-H-OH]+, 127[M-H-2OH]+, 117[M- 
H-COOH]+; 1H-NMR(500 MHz, CD3OD) δ 6.29(1H, d, J= 
16.0 Hz, H-8), 6.82(2H, d, J=9.0 Hz, H-2,6), 7.46(2H, d, J= 
9.0 Hz, H-3,5), 7.62(1H, d, J=16.0 Hz, H-7), 9.1(2H, br s, 
OH); 13C-NMR(125 MHz, CD3OD) δ 114.5(C-8), 115.4(C-2,6), 
126.0(C-1), 130.1(C-3,5), 145.4(C-7), 150.5(C-4), 170.1 (C-9).

3) 화합물 3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에 의해 CH2Cl2:MeOH= 

97:3(v/v) 용매로 용출시킨 소분획 중 fractions No. 10-11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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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리된 화합물 3는 백색분말로 FeCl3 반응에서 양성을 나

타내었고, 1H-NMR spectrum에서 전형적인 tri-substituted 
benzene ring에서 유래된 proton signal들과 trans형 olefinic 
double bond proton signal들이 관찰되었다. 1H-1H COSY 
spectrum에서는 δ 9.0(2H, br s)의 proton peaks가 ESI-MS 
(negative ion mode) m/z 175[M-H-OH]+ peak와 m/z 147[M- 
H-COOH]+ fragmentation peaks를 통해 화합물에 각각 1개

의 hydroxyl group과 carboxylic acid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13C-NMR에서는 2개의 quaternary carbonyl 
peak들이 δ 150.5와 δ 171.1에서 관찰되었다. 1H-NMR에서

는 δ 3.80(3H, s)에서 1개의 methoxyl peak가 확인되었고, 
δ 6.82(1H, d), δ 7.07(1H, dd) 및 δ 7.17(1H, d)에서 전형적

인 tri-substituted benzene ring의 proton peak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peaks는 각각 ortho coupling(J=8.0 Hz), 
ortho와 meta coupling(J=2.0, 8.0 Hz) 및 meta coupling(J= 
2.0 Hz)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δ 6.32(1H, d)와 δ 

7.61(1H, d)의 olefinic proton peaks들은 서로 ortho coupling 
(J=16.0 Hz)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C-NMR의 carbon 
peaks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하고 있는 proton과의 결합을 보

여주는 1H-13C HMQC spectrum에서 δ 3.80의 methoxyl 
proton peak가 δ 56.5에 위치한 carbon peak와 결합하는 것

이 확인되었다. 또한 δ 9.0(2H, br s)의 2개의 proton peak들

이 δ 150.5(C-4)와 δ 171.1(C-9)의 quaternary carbon signal
들과 결합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ESI-MS(negative 
ion mode)에서 m/z 175[M-H-OH]+와 m/z 147[M-H-COOH]+에

서 hydroxyl group과 carboxylic acid group의 존재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화합물은 표준품과의 co-TLC와 문헌(Zduńska 
등 2018)을 통해 화학구조를 ferulic acid로 결정하였다.

Ferulic acid (3-(4-hydroxy-3-methoxyphenyl)-2-propionic 
acid, C10H10O4) (3)

 White powder; FeCl3 test: positive; UV λmax(MeOH, 
nm): 202, 231(sh), 292. 320; ESI-MS(negative ion mode) 
m/z 193[M-H]+, 175[M-H-OH]+, 157[M-H-2OH]+, 147[M-H- 
COOH]+; 1H-NMR(500 MHz, CD3OD) δ 3.80(3H, s, OCH3), 
6.32(1H, d, J=16.0 Hz, H-8), 6.82(1H, d, J=8.0 Hz, H-5), 
7.07(1H, dd, J=2.0, 8.0 Hz, H-6), 7.17(1H, d, J=2.0 Hz, 
H-2), 7.61(1H, d, J=16.0 Hz, H-7), 9.0(2H, br s, OH); 
13C-NMR(125 MHz, CD3OD) δ 56.5(OCH3), 111.8(C-2), 
116.0(C-5), 116.5(C-8), 124.0(C-6), 127.8(C-1), 146.9(C-7), 
148.9(C-3), 150.5(C-4), 171.1(C-9). 

3. 화합물의 활성 측정
박달나무 수피 EtOAc 가용성 분획물로부터 분리된 화합

물 1~3의 DPPH free radical sacvenging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이 Table 1에 제시되고 있다. 시료의 CH2Cl2, EtOAc, n- 
BuOH 가용성 분획물의 활성실험 결과, EtOAc 가용성 분획물

이 가장 높은 활성(IC50, mg/mL: DPPH free radical activity= 
37.8±1.42;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38.1±1.40)을 보여

주었으며 추출용매에 따라 서로 다른 활성을 보이는 것은 

용매의 유전률에 따라 용해되는 phytochemicals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Naczk & Shahidi 2004; Eom 등 

2021). 특히 phenol, flavonoid, tannin과 ursolic acid의 함량

이 추출용매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항산화 

활성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Hong 등 2021). 페놀성 화

합물의 항산화 활성은 benzene환에 결합된 수산기의 수 및 

결합위치에 따라 활성에 차이를 나타낸다(Zhang 등 2012). 
DPPH assay에 의한 항산화력은 DPPH radicals과 반응하는 

강력한 hydrogen donors가 존재하는 화합물의 경우 높은 활

성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화합물 1~3의 항산화력은 모두 

benzene ring에 존재하는 hydroxyl groups에 의한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화
합물 2(IC50, 21.32±1.07 μM)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활성이 화합물 3(IC50, 34.41±1.24 μM)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benzene ring에 결합된 hydroxyl group의 수는 모두 1
개로 동일하나, 화합물 3에 존재하는 methoxyl group이 활

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 항산화제로 사용되

는 L-ascorbic acid의 IC50 value는 2.40±0.17 μM로 기 발표

된 문헌(Le 등 2019)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화합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은 화합물 1, 31.14±1.07 μM, 2, 42.54± 
1.46 μM 및 3, 69.22±1.43 μM으로 확인되었으며, 화합물 1
이 대조 화합물인 kojic acid보다는 효능이 낮으나 천연물 

Compounds
IC50 (μM)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1 29.74±1.52c 31.10±1.07b

2 21.32±1.07b 42.54±1.46c 
3 34.41±1.24d 69.22±1.43d

L-Ascorbic acid2) 2.40±0.17a -
Kojic acid2) - 21.80±0.24a

1) All values are mean±S.D. (n=3).
2) Positive control.
a-dMean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compounds 1~3 isolated from Betula 
schmidtii Bark



왕다혜․정하숙 한국식품영양학회지558

유래 anti-tyrosinase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험에서 박달나무 수피에서 단리된 화합물 

1~3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및 tyrosinase 저해활성

은 화학구조의 차이로 인해 작용기전이 상이할 수 있으나, 화
합물의 benzene환에 결합된 hydroxyl group이 주요한 active 
site로 작용(Kim 등 2019, Sroka & Cisowski 2003)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DPPH assay에 의한 항산화력은 DPPH 
radicals과 반응하는 강력한 hydrogen donors가 존재하는 화

합물의 경우 높은 활성을 보여주며, 분리된 화합물 1~3에 존

재하는 hydroxyl group으로 인해 DPPH radical scavenging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천연에 존재하는 phenolic acids는 phenol성 화합물 중에

서 가장 많은 종류로 구성된 중요한 대사산물로, C6-C1 또
는 C6-C3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의 생합성 과

정에서 shikimic acid 또는 phenylpropanoid pathway를 통해 

합성이 조절된다(King & Young, 1991). Phenolic acids는 천

연물의 중요 화합물인 tannins, coumarins, benzoquinones, 
naphthoquinones의 전구체로 작용하기도 하며, 특히 caffeic 
acid, ferulic acid, p-hydroxybenzoic acid,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salicylic acid와 gallic acid 등이 이에 포

함되며, 천연에 존재하는 페놀성 화합물은 인체에 중요한 

건강효능을 제공한다(Siah 등 2016). 
박달나무 수피에서 분리된 arbutin(1)은 식물체에 널리 분

포된 천연소재이며 1,4-dihydroxybenzene 구조에 1개 분자

의 D-glucose가 β 결합하고 있으며, 항산화, 항균, 피부보호 

효과(Maeda & Fukuda 1996; Migas & Krauze-Baranowska 
2015; Xu 등 2015) 등 활성이 우수하여 화장품과 건강식품 

소재 개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arbutin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Arbutin의 주요 작용부

위는 1,4-dihydroxybenze group으로 판단되며(Zhou 등 

2019), 이번 실험에서 확인된 arbutin의 높은 tyrosinase 활성 

저해 효능(IC50, 31.14±1.07 μM)은 ortho 결합한 2개의 

hydroxyl groups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erulic acid(3)는 

토마토와 밀기울 등 식물 유래의 천연물에 다량으로 존재하

며, 독성이 낮고 anti-inflammatory, anti-oxidant, anti-micro-
bial, anti-cancer, anti-diabetic 등의 활성으로 기능성 식품과 

의약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ferulic acid는 피부 보

호작용이 우수하고, 각질세포, 섬유아세포, 콜라겐, 엘라스틴 

형성과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며, 상처 치료에 효과가 높아 

face masks, 보습 크림과 로숀 등 화장품 개발 시 0.5~1.0% 
의 비율로 첨가된다(Zduńska 등 2018). 이번 연구를 통해 박

달나무 수피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arbutin, p-coumaric 
acid와 ferulic acid는 효능이 높고 비교적 안정한 기능성 소

재로 활용 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천연물 유래 화합물로 평

가된다. 

요약 및 결론

천연물에 함유된 미량의 식물화학성분(phytochemicals)은 

그 화학구조가 다양하며 고유의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천연물로부터 건강효능이 

우수한 식물화학성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합물을 순수

하게 분리하고 화학구조 결정을 위한 기초연구 과정이 필요

하다. 박달나무 수피를 열수로 추출하고, MeOH 가용성 부

분과 잔사(residue) 부분으로 분획한 후에 MeOH 가용성 분

획물을 농축하여 용매의 유전률에 따라 CH2Cl2, EtOAc, 
n-BuOH, water 가용성 분획에 대한 TLC 분석을 수행하였

다. UV 및 FeCl3 발색반응으로 다수의 페놀성 화합물의 존

재가 확인되는 EtOAc 가용성 분획물을 실험재료로 하여 

silica gel과 Sephadex LH-20 open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 시행하여 순수 화합물 1-3을 분리하였다. UV-Vis, ESI- 
MS(negative ion mode), 1H-NMR, 13C-NMR, 1H-1H COSY, 
1H-13C HMQC spectral data를 사용하여 단일물질의 화학구

조를 arbutin(1), ρ-coumaric acid(2), ferulic acid(3)로 규명하

였다. 화합물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IC50, μM/mL) 
및 tyrosinase 저해 활성(IC50, μM/mL)이 각각 화합물 1, 
29.74±1.52, 31.10±1.07; 화합물 2, 21.32±1.07, 42.54±1.46; 
화합물 3, 34.41±1.24, 69.22±1.43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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