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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연해에 서식하고 있는 의충동물 개불(Urechis unicintus)S_ 부터 강심작용과 관련된 Na+, K+- 

ATPase 저해 작용 및 cyclic AMP phosphodiesterase 저해 작용이 높은anthraquinone화합물인 chrysophanol, 

physcion및 l-o-methyl-2-methoxychrysophanol^ 분리하였다. 주로 HMQC, HMBC 및 NOE 등의 분광학적 방 

법으로 이들의 구조를 밝혔다.

ABSTRACT. Three anthraquinones, chrysophanol, physcion and 1 -o-methy 1-2-methoxychrysophanol which 

have Na*, K+-ATPase and cyclic AMP phosphodiesterase lowering activities related to cardiotonic action were iso

lated from the Korean marine echiura, Urechis unicintus. Spectroscopic methods, including HMQC, HMBC and 

NOE studies, were used to establish the 가ructures.

서 론

해양 생물의 제 2대사물질에 대한 연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수의 새롭고 다양한 구조의 화합물이 

발견되었다. 이들 화합물의 대부분은 지상 섕물로부 

터 얻어진 화합물의 구조에서 찾을 수 없던 새로운 

약물 또는 독성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해양 생물에서 생리 활성 물질을 탐색하려는 계속 

된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에서 서식하며 발생학 

적으로 독특한 개불의 2차 대사 물질의 화학적 구조 

와 그 약리 활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불 (l/rec方is unicintus)^- 의충§물문 (Phylum Ehi- 

ura)에 속하며 우리 나라 서남 해안에 서식하고 식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불에 관한 연구는 발생학적 

특성 때문에 주로 형태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체 혈액과 유사한 체강액(coelomic fluid)내에서 산 

소와 친화력이 높은 적혈구의 구성 성분인 hem

oglobin 단백질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밖의 생리 활성 성분에 

대하여는 methanol로 추출한 수용성 물질을 가지고 

사람 및 횐쥐의 적혈구에 대한 용혈 작용을 비교 연 

구한 보고가 있다.2 그러나 대사 물질에 대한 화학적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NMR측정은 500 MHz Varian Unity-500을 이용하 

-64-



한국산 해양 의충동물 개불에서 Anthraquinone 및 Sterol 성분연구 65

였다. Proton NMR은 500 MHz에서 carbon NMR은 

125 MHz에서 측정하였다. Chemical shifts는 int

ernal standards 인 TMS(tetramethyl silane)나 CDCI3, 

benzene-d6, CD3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NMR실험은 Varian사에서 공급한 Vnmr software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에 이용된 pulse width, 

transmitter power, delay 및 evolution time들은 기측 

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물질분리에 사용한 HPLC 

column은 YMC silica semiprep column(l cm x 25 

cm), YMC 및 Sheido Ci8 reversed phase semiprep 

column(l cm x 25 cm)와 각각의 guard column cartr- 

idge(Aldrich)이었다. R이avapoi•는 Buchi RE-101 과 

121 를 사용하였다. 녹는점 측정에는 Fisher-Jones Ap- 

paratus를 보정없이 사용하였다. 유기물질의 추출 및 

분리에 이용한 모든 용매와 시약은 GR 등급을 사용 

하거나 EP급을 재증류하여 사용하였다.

분리 및 정제

실험에 사용된 개불(1阮사山 奶血/诚아은 1993년 

3월 충청남도 서해안 몽산포 갯벌에서 채집하였으며 

총 704(42±3.85g)마리를 실험 동물로 사용하였다. 

채집한 개불을 체벽(body wall), 내장(viscera), 체강 

액(coelomic fluid)으로 분리한 후 체벽 및 내장은 이 

물질 제거를 위하여 증류수로 1차 세척한 다음 잘게 

썰어 methanol로 추출하여 40 °C에서 감압 농축하였 

다. methanol로 추출한 감압 농축 액을 물로 현탁시 

킨 후 petroleum ethei로 추출하여 40 °C 에서 감압 농 

축하였다. 이 농축 액을 다시 dichloromethane으로 

추출하여 40 °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개불 체벽에서 dichloTomethane에 의해 추출된 시 

료 12 g에 물 50 mL를 넣어 현탁시킨 후 3회에 걸쳐 

50mL의 hexane을 넣어 추출하여 원심 분리(20분동 

안 10,000 rpm)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감압 농축한 

후, 물층(하층액 ｝을 취 하여 50 mL의 ethyl acetate로 

3회 추출하여 원심 분리 (20분동안 5,000 rpm)하고 

상층액은 감압 농축시켰다. 다시 물층액을 35% 

HC1과 30% NHQH로 pH를 2.0, 7.0, 10.0으로 조절 

한 후 n-buthanol로 추출한 후 상층액을 감압 농축하 

였다.

추출된 시료 1.5 g(hexane extract)을 일반적 인 분리 

방법 즉, silica gel(70-230 mesh) column chromato- 

흠!"aphy, Preparative TLC, 분취용 고성능 액체 크로마 

1998, Vol. 42, No. 1

토그래 피 등으로 분리 정제하여 1 -o-methyl-2-methoxy- 

chrysophanol(l), chrysophanol(2) 및 physcion(3)을 얻 

었다(Fig. 1).

1 -o-methyl-2-methoxychrysophanol^- 이번에 처음 

발견된 새로운 천연물이고, chrysophanol과 phys- 

cion은 육지 식물에서는 발견된 적은 있지만 해양 생 

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성분들은 

생리 활성 검색에서 심장 혈관 작용과 관련이 있는 

Na*, K+-ATPase 및 cyclic AMP phosphodiesterase^] 

대하여 상당히 높은 활성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편 개불 내장을 dichl이'omethane으로 추출한 시 

료 2 g을 취 하여 chloroform으로 용해시켜 분취용 얇 

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20 cm X 20 cm X 0.7 mm)를 이 

용하여 H)|xL를 점적한 후, benzene:ethyl acetate(4: 

1) 혼합 전개 용매로 2번 전개하고 Liebermann-Bur- 

사)ard 시약을 분사하여 steroid계 물질의 Rf 값 영역 

인 0.47에서 ultravi이et lamp(spectroline^]- Model 

CM-10, USA» 이용하여 붉은색 띄를 확인하고 이 

부분을 분취하여 methanol로 추출하여 glass filter 

(Pylex사 3G3, USA)로 여과한 여액을 농축한 후 

methanol로 재결정하여 흰색 침상 결정을 얻었다. 이 

것을 trimethylsilyl화 한 다음에 GC-MS를 통하여 

cholesterol, 24-methylene cholesterol(4), 24-ethyldi- 

ene cholesterol(5)임을 확인하였다(反g. 1). 이들은 모

Fig. 1. Compounds (1)-(5) from the Urechis unicin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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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알려진 물질들로서 표준 물질의 retention time 및 

mass data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l・0・Methy」2・methoxychrys❶phan이 (1). HRMS, 

obs. 298.0834, Ci7H14O5, cal. 298.0837;NMR 

(CDCI3, 500 MHz) S 12.91(1H, s, OH-8), 7.96(1H, 

brs, H-4), 7.76(1H, dd, 7.4, 1.4, H-5), 7.61(1H, dd,

8.4, 7.4, H-6), 7.26(1H, dd, 8.4, 1.4, H-7), 3.98(3H, 

s, 2-OMe), 3.96(3H, s, 1-OMe), 2.39(3H, s, 3-Me); 
13C NMR(CDCb, 125MHz) 5 188.80(09), 182.08(0 

10), 162.52(C-8), 158.25(C-2), 153.99(C-1), 140.17(C-

3) , 136.10(C-6), 132.90(011), 129.73(C-13), 126.28(C-

4) , 124.90)014), 124.47(C-7), 118.93(C-5), 61.38 

(1-OMe), 60.80(2-OHMe), 16.86(3-Me).

Chrysophanol (2).〔H NMR(CDC13, 500 MHz) 6 

12.1O(1H, s, OH-8), 11.99(1H, s, l-0H(Me)), 7.8O(1H, 

dd, 7.6, 1.2, H-5), 7.65(1H, dd, 8.3, 7.6, H-6), 7.63(1H, 

bis, H-4), 7.27(1H, dd, 8.3, 1.0, H-7), 7.08(lH, q, 1.0, 
H・2), 2.45(3H, s, 3-Me); 13C NMR(CDC13, 125 MHz) 

8 192.54(09), 182.00(C-10), 162.41(C-8), 123.36(C・2), 

162.56(C-1), 149.39(C-3), 136.94(06), 133.64(C-11), 

113.73(C・13), 121.36(C-4), 13328(C-14), 124.55(C-7), 

119.93(C-5), 22.27(3-Me).

Physcion (3). "H NMR(CDC13, 500 MHz) S 12.31 

(1H, s, 8-OH), 12.11(1H, s, l-OH(Me)), 7.35(1H, d,

2.4, H-5), 7.62(1H, brs, H-4), 6.67(1H, d, 2.4, H-7), 

7.07(lH, s, H-2), 3.92(3H, s, 6-OMe), 2.43(3H, s, 3- 
Me); 13C NMR(CDC13, 125 MHz) 5 190.81(C-9), 182.05 

(C-10), 165.19(C-8), 124.51(C-2), 162.50(C-l), 148.41 

(C-3), 166.55(C-6), 135.26(C-11), 113.68(C-13), 121.29 

(C-4), 133.28(C・14), 106.78(C-7), 108.23(C-5), 22.16 

(3-Me), 56.08((6-OMe).

Na+, K+-ATPase2|- cyclicAMP phosphodiesterase 
활성 측정

Na+, K+-ATPase(Porcine cerebr지 Cortex, Sigma)는 

최종 농도가 0.02 units/mL로 하여 130 mM NaCl, 20 

mM KC1, 4 mM MgCl2, 50 mM Tris-HCl 완충 용액 

(pH 7.4) 445 卩L를 넣어 5분간 37K에서 incubation 

하였다. 5분 후에 시료 5 卩L를 넣고 다시 5분 후에 2 

mM ATP 50 piL를 넣어 15분간 반응한 후 5% tri

chloroacetic acid 5OO|1L로 효소반응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cyclicAMP phosphodiesterase(Bovine Heart, 

Sigm라는 최종농도가 0.015 units/mL로 하여, 0.7 

units/mL 5'-nucleaotidase(Snake Venom, Sigma), 2 

mM MgCk, 40 mM Tris-HCl 완충 용액 (pH 7.4) 890 

|1L를 넣어 5분간 37°C에서 incubaticm하였다. 5분 후 

에 시료 10pL를 넣고, 다시 5분 후에 2mM cy

clicAMP 100 卩L를 넣어 20분간 반응한 후 5% trichlo

roacetic acid 100 卩L로 반응을 정지시켰다. 정지된 각 

효소반응액의 인산은 Martin-Doty법 에 따라 720 nm 

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효소 활성의 inhibition 

%는 다음의 식과 같이 구했다. Na+, K+이 없는 Na： 

K+-ATPase 완충 용액과 5분간 열탕한 cyclicAMP 

phosphodiesterase-1- 각각 back ground로 하였다.

Inhibition% = —一— X 100 
C-BG

C: contol 홉광도

BG: back ground 흡광도

S: sample의 홉광도

결과 및 고찰

서해안 몽산포에서 채집한 개불의 내장의 dichlo

romethane 추출물을 분취용 TLC로 분리하고 meth- 

로 재결정하여 흰색 침상 결정을 얻었다. 이것을 

trimethylsilyl 유도체로 만든 다음 이들의 GC-MS 

spectra를 mass library spectra와 비교한 결과 이것은 

cholesterol, 24・methylene아】이esterol 및 24-ethyldi- 

enecholesterol의 혼합물로 판명되었다.

한편 개불의 체벽의 dichloromethane 추출물(12 g) 

을 solvent partitioning, column chromatography 둥으 

로 분리 정제하고 최종적으로 분취용 HPLC로 노란 

색의 고체 (1), (2), (3)를 얻었다.

노란색의 (2)화합물은 】H・NMR의 8 7.0-7.8 흡수 

띠로부터 aromatic hydrogen의 존재와 8 2.45(3H, 

singlet)의 벤젠에 치환된 methyl기, 8 12 부근에서 두 

개의 phenolic proton 및 "c-NMR상의 6 192.5와 

182.0 peak로 부터 2개의 C=O group의 존재들로 미 

루어 methyl기가 있는 diphenolic anthraquinone화합물 

임을 예측케 하였다. 또 spliting pattern으로 보아 A 

고리에는 한 개의 치환기가 있고 C 고리에는 meta 위 

치에 두 개의 치환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3에 

알려진 chrysophanol 및 13C-NMR 값과 (2贸 값이 

일치하여 이 물질이 chrysophan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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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H 및 "c-NMR은 (2)와 매우 유사하였다. 

V-NMR로 보아 두 개의 phenolic -OH(8 12.11 및 

5 12.31), 벤젠고리의 methyl기(6 243, 3H, singlet) 

및 -OCH3。3.92, 3H, singlet)가 있는 anrhraquinone 

화합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pliting pattern으 

로 보아 A 및 C 고리 모두 meta 위치에 두 개의 치환 

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으로 이들의 'H 및 

^C-NMR 값이 Physcion의 문헌치‘와 완전히 일치함 

을 보아 (3)이 physcicm임을 확인하였다. (2)와 (3)은 

육상 식물에서는 발견된 적이 있지만 해양 생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⑴의 및 "c・NMR은 (2＞와 매우 유사하였다. 

(1)화합물은 'H-NMR로 보아 한 개의 pheniloc -OH 

(5 12.91), 두 개의 -OCH3(8 3.98 및 8 3.96), 한 개의 

벤젠고리의 methyl기(6 2.39)가 있는 anrhraquinone 

화합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plitting pattern으 

로 보아 A 고리에는 한 개의 -OH가 C-8위치에, 그리 

고 C 고리에는 C-l, C-2에 각각 -OCH3) C3에 methyl 

가 있음을 결론지었다. 이것은 HMQC, HMBC 및 

NOE4에 의한 것으로 HMBC (J=7Hz) spectrum으로

HH NOE

HMBC (J=7Hz)

Fig. 2. Selected HMBC correlation in compound (1).

Table 1. NMR Data for l-o-methyl-2-methoxychrysophanola

position 8 13C (multi)b 8 'H (multi, J inHz) HMBC (CNo.)° HH NOE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Me
1- OMe
2- OMe 
8-OH

⑸
⑸
⑸

(d)
(d)
(d)
(d)⑸
⑸
⑸
⑸
⑸
⑸
⑸
⑴
 

9
5
7
8
3
0
7
2
0
8
0
5
3
 
心 6
8
9
 

2

1

2

J

4

5

3

 

务

z

&

z

z

L

 

5
5
4
2
1
3
2
6
8
8
3
1
2
2
1
6
6
 

1A 1
丄 1
丄 1
丄 11 1
 1
 

1
 
1
 1
 
11 1
 1

1- OMe
2- OMe

7.96, 1H, brs 3-Me
7.76, 1H, dd, 7.4, 1.4 6, 7
7.61, 1H, dd, 8.4, 7.4 5, 7
7.26, 1H, dd, 8.4, 1.4 5, 6

2.39, 3H, brs 2, 3, 4 4
3.96, 3H, s 1
3.98, 3H, s 2
12.91, 1H, s

a All 13C resonanes have been assigned through direct correlation to hydrogens via HMQC and HMBC experiments. 
b 13C-NMR at 125 MHz in CDCI3, multiplicities determined by DEPT experiment cAssingnments via HMBC ex
periment are shown. d Assignments through HH NOE difference experiments are show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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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MR Data for the compounds 2 and 3a

position
(2) (3)

5 13C (multi)" 8 (multi, J inHz) 5 13C (multi)b 8 'H (multi, J inHz)

1 162.56 162.50
2 124.36 7.08, 1H, q, 1.0 124.51 7.07, 1H, s
3 149.33 148.41
4 121.36 7.63, 1H, brs 121.29 7.62, 1H, brs
5 119.93 7.80, 1H, dd, 7.6, 1.2 108.23 7.35, 1H, d, 2.4
6 136.94 7.65, 1H, dd, 8.3, 7.6 166.55
7 124.55 7.27, 1H, dd, 8.3, 1.0 106.78 6.67, 1H, d, 2.4
8 162.41 165.19
9 192.54 190.81

10 182.00 182.05
11 133.64 135.26
12 115.87 110.27
13 113.64 113.68
14 133.28 133.28

3-Me 22.27 2.45, 3H, brs 22.16 2.43, 3H, s
1-OH (Me) 11.99, 1H, s 12.11, 1H, s

6-OMe 56.08 3.92, 3H, s
8-OH 12.10, 1H, s 12.31, 1H, s

NMR at 500 MHz in CDCl? and 15C NMR at 125 MHz in CDCI3. b 13C-NMR at 125 MHz in CDCI3, multiplicities
determined by DEPT experiment.

부터 2.39 ppm의 벤젠고리에 있는 methyl proton과 

방향족 탄소 140.2(C-3), 126.3(C-4) 및 158.3 ppm(C- 

2)사이의 연관성을, 또 3.96 ppm에 있는 수소와 154.0 

ppm(C-l＞의 탄소와의 연관성, 3.98 ppm에 있는 2- 

OCH3 수소와 158.3 ppm의 탄소(C-2)와의 관련성을 

알게 되었다(Eg. 2). 이로부터 methyl기가 C-3에 그리 

고 수소가 C-4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H-11 와 

H-4사이의 HH NOE difference correlation spectrum 

(Fig. 3)沮로 재확인 할 수 있다.

(1)-(3) 물질의 심장 혈관 작용을 보기 위하여 Na+, 

K+-ATPase 저궁N 작용과 cyclic AMP phosphodies

terase 저 해 작용을 검사한 결과 높은 활성 지수를 나 

타내었다(&况e 3).

이와 유사한 구조의 anthraquinone0] 포함되어 있 

는 약초(Polygonum cuspidatum Sieb. et zucc.)가 중 

국에서는 cholesterol 저하제, 만성 기관지염 치료제 

등으로 쓰이고 있다.5

(1)~(3)의 'H-NMR 및 "c-NMR값의 assignment를 

Table 1과 2에 수록하였다.

참고로 새 천연물 (1)의 'H, "c-NMR, HMQC, 

HMBC, NOE, DEPT 및 El Mass spectra는 독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할 수 있다.

Table 3. (1)~(3)의 생리활성 검색

compound
cAMP phosphodiesterase 

(PDE) 저해율(%) 

(100 |ig/mL)

Na+, K+-ATPase 
저해율(%) 

(100 |ig/mL)

U) 56 12
(2) 11 19
(3) 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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