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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에 분포하고 있는 물오리나무의 추출성분으로부터 유용한 항산화 물질을 탐색하기 

해 수행되었다. 물오리나무 수피를 70% acetone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분획한 후 ethyl acetate 분획과 수용성 

분획을 Sephadex LH-20으로 충진된 column으로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혼합물을 정제하고 두 개의 dia-

rylheptanoid 화합물을 얻었다. 단리된 화합물은 1H, 13C-NMR  2D-NMR 분석을 통하여 1,7-bis-(3,4-dihy-

droxyphenyl)-heptane-3-one-5-O-β-D-xylopyranoside (1, oregonin)와 1,7-bis-(3,4-dihydroxyphenyl)-heptane- 

5-O-β-D-xylopyranoside (2)로 구조를 규명하 다. 두 개의 diarylheptanoid 화합물과 oregonin 가수분해물에 

한 항산화 활성(DPPH)을 측정한 결과 세 화합물 모두 높은 활성을 보 으며, 특히 oregonin 가수분해물의 

항산화 활성은 IC50이 2.6으로 높은 활성을 보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aluable antioxidative compound from extracts of
Alnus hirsuta Turcz. which has a nationwide distribution. The bark (2 kg) was extracted with 
70% aqueous acetone and fractionated, and the ethyl acetate and H2O fractions, separately, were
chromatographed on a Sephadex LH-20 column to purify the mixture and to give two 
diarylheptanoid compounds. The isolated compounds were analyzed by NMR spectroscopy, 
including 1H, 13C and two-dimensional NMR, and identified as oregonin (1) and 1,7-bis-(3,4- 
dihydroxyphenyl)-heptane-5-O-β-D-xylopyranoside (2). The antioxidative activity was evaluated 
by DPPH method using two diarylheptanoids and acid-hydrolyzed oregonin derivativ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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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higher activity potential. Of those the acid-hydrolyzed oregonin derivative showed 
highly active potential with the value of 2.6 of IC50.

Keywords : Diarylheptanoid, Oregonin, Alnushirsuta

1. 서  론

물오리나무(Alnus hirsuta Turez.)는 자작나무

과(Betualceae)에 속하며 산오리나무라고도 한다. 

낮은 산지에서 자라며 한국, 일본, 국, 동북부, 시

베리아, 사할린 등지에 분포한다. 높이는 20 m에 달

하고 나무 껍질은 검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이고 회

색의 피목이 있다. 어린 가지는 털이 빽빽이 있고, 

겨울 에 털이 있다(이, 1996).

민간에서는 오리나무(Alnus japonica) 껍질을 달

여 산후피멎이약, 병약으로 먹으며 염증, 류머

티즘, 목구멍염증, 선병에 씻거나 입가심용으로 사

용하기도 하 다(문, 1999).

오리나무 속에는 diarylheptanoid 계열 화합물을 

포함한 flavonoids, tannin 등 페놀성 화합물이 많

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1999; Jie et al., 1998; Kuroyanagi et al., 2005).

그러나 국내에서는 diarylheptanoid계 화합물에 

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오

리나무 수피의 ethyl acetate와 수용성 분획을 상

으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여 diary-

lheptanoid 화합물을 분리하고 NMR 등의 기기분

석을 실시하여 구조를 동정하고 한 그 화합물에 

한 가수분해를 수행하여 그 분해산물의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하여 물오리나무 추출성분의 기능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2008년 1월 강원 학교 구내림에서 벌채한 28년

생 물오리나무를 박피한 후 그 수피를 실온에서 기

건, 분쇄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 다.

2.2. 사용기기 및 시약

NMR은 Bruker Avance DPX 400 MHz spec-

trometer (Germany)를 사용하여 1H (400 MHz), 
13C-NMR (100 MHz)  2D-NMR (HMQC)을 측

정하 으며 분석용매로는 CD3OD를 사용하 다. 

Column 충진물질은 lipophilic Sephadex LH-20 

(Sigma, Sweden), TLC plate는 DC-plastikfolien 

Cellulose F (Merck, Germany)를 사용하 으며, 

개용매는 TBA [(t-butanol : AcOH : H2O 

(3:1:1, v/v/v)]와 6% acetic acid를 사용하 고, 

FeCl3 발색제를 분무하여 TLC의 반응하는 색을 

찰하 다. 

항산화효능 측정용 DPPH (1,1-dipheny-2-pic-

rylhydrazyl)는 Sigma사 제품을 사용하 으며, 

ethanol (99.5%, Merck사)과 trichlorocacetic acid 

(ACROS사)를 사용하 다.

2.3. 추출물의 조제 및 분리

건조된 수피 5 kg을 70% acetone 수용액에 침

하여 상온에서 72시간 추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3회 

반복하여 감압농축하 다. 

추출물은 separatory funnel에서 hexane, CH2Cl2, 

ethyl acetate  수용성 부분으로 분획한 후 유기용

매를 제거하고 동결건조하 다.

2.4. 추출물의 분리 및 단리

Ethyl acetate 분획(14.4 g)을 Sephadex LH-20

으로 충진한 칼럼(5 × 70 cm)에서 50% MeOH 수용

액을 용리용매로 사용하여 chromatography를 실시

하고 6개의 분획(AHBE-1~6)으로 나 었다. 그 

에서 AHBE-3 (1.4 g)을 Sephadex LH-20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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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MeOH 수용액(1 : 6  1 : 3, v/v)으로 다시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여 5개의 분획(AHBE- 

31~35)으로 나  후 화합물 1 (AHBE-32, 498 

mg)을 분리하 다.

한 수용성 분획(15.7 g)을 Sephadex LH-20 

column에서 50% MeOH 수용액으로 크로마토그래

피를 실시하여 7개의 분획(AHBW-1~7)을 얻었다. 

그  AHBW 2 (4.3 g)를 다시 크로마토그래피

(MeOH : H2O = 1 : 4, v/v) 하여 화합물 2 (1.1 

g)를 분리하 다.

2.5. Compound 1의 산가수분해

화합물 1 (300 mg)을 300 ㎖ 라스크에서 60% 

dioxane-2N H2SO4 (8 ㎖)와 혼합하여 넣어 1시간 

동안 환류냉각시켜 가수분해를 실시하 다. 반응물

을 ethyl acetate로 추출하고, ethyl acetate 층은 

물로 세척한 후 시럽상태까지 감압농축하 다. 농축

된 반응물은 Sephadex LH-20 column에서 chro-

matography (MeOH : H2O = 1 : 1, v/v)를 실시

하여 정제하 다.

화합물 1 (oregonin) : brown amorphous pow-

der ; Rf : 0.46 (TBA)
1H-NMR (400 MHz, CD3OD) δ : 1.71 (1H, m, 

H-6), 2.45-2.77 (8H, H-1,2,4 and 7), 3.13 (1H, 

dd, J=8.9, 7.5 Hz, xyl-2), 3.52 (1H, m, xyl-4), 

3.86 (1H, dd, J=11.43, 5.3 Hz, xyl-5), 4.07 

(1H, m, H-5), 4.21 (1H, d, J=7.6 Hz, xyl-1), 

6.47 (2H, d, J=8.01, 6' and 6"), 6.62-6.68 (4H, 

m, H-2', 2", 5' and 5").
13C-NMR (100 MHz, CD3OD) δ : 212.8 (C-3), 

146.5 (C-3"), 146.4 (C-3'), 144.8 (C-4"), 144.5 

(C-4'), 135.7 (C-1"), 134.6 (C-1'), 121.4 (C-6"), 

121.3 (C-6'), 117.2 (C-5"), 117.2 (C-5'), 117.0 

(C-2"), 116.8 (C-2'), 104.7 (xyl-1), 78.3 (xyl-3), 

76.9 (C-5), 75.6 (xyl-2), 71.7 (xyl-4), 67.4 

(xyl-5), 49.0 (C-4), 46.8 (C-2), 38.9 (C-6), 32.2 

(C-7), 30.5 (C-1)

화합물 2 (1,7-bis-(3,4-dihydroxyphenyl)-heptane 

-5-O-β-D-xylopyranoside) : brown amorphous 

powder ; Rf : 0.70 (TBA)
1H-NMR (400 MHz, CD3OD) δ : 1.67-1.79 (2H, 

m, H-2), 2.41-2.78 (8H, H-1,2,4 and 7), 3.16 

(1H, dd, J=10.9, 9.62 Hz, xyl-2), 3.85 (1H, dd, 

J=5.37, 5.32, xyl-5), 4.08 (1H, m, H-5), 4.21 

(1H, d, J=7.6 Hz, xyl-1), 6.47 (2H, d, J=6.8, 

6' and 6"), 6.61 (2H, d, J=2.26 Hz, H-5' and 5"), 

6.65 (2H, d, J=6.65 Hz, H-2' and 2").
13C-NMR (100 MHz, CD3OD) δ : 144.7 (C-3"), 

144.6 (C-3'), 143.0 (C-4"), 142.7 (C-4'), 138.1 

(C-1"), 132.7 (C-1'), 119.4 (C-6"), 119.3 (C-6'), 

115.3 (C-5"), 115.2 (C-5'), 115.1 (C-2"), 114.9 

(C-2'), 102.9 (xyl-1), 76.5 (xyl-3), 75.0 (C-5), 

73.7 (xyl-2), 69.9 (xyl-4), 65.6 (xyl-5), 48.1 

(C-4), 45.0 (C-2), 37.2 (C-6), 30.4 (C-7), 28.7 

(C-1), 24.2 (C-3).

화합물 1a (1,7-bis-(3,4-dihydroxyphenyl)-heptane 

-3-one-5-ol) : brown amorphous powder ; Rf : 0.72 

(TBA)
1H-NMR (400 MHz, CD3OD) δ : 1.44-1.47 (4H 

in total, m, H-3 and 2), 1.52-1.55 (2H, m, 

H-4), 1.63-1.66 (2H, m, H-6), 2.43-2.61 (4H, 

m, H-1,7), 3.53-3.54 (1H, m, H-5), 6.48-6.52 

(2H, m, H-6' and 6"), 6.67-6.72 (4H, m, 

H-2',2", 5'and 5")
13C-NMR (100 MHz, CD3OD) δ : 212.0 (C-3), 

146.5 (C-3"), 146.4 (C-3'), 144.8 (C-4"), 144.5 

(C-4'), 133.4 (C-1"), 134.2 (C-1'), 121.4 (C-6"), 

121.3 (C-6'), 117.2 (C-5"), 117.2 (C-5'), 117.0 

(C-2"), 116.8 (C-2'), 68.4 (C-5), 51.4 (C-4), 

46.5 (C-2), 40.6 (C-6), 32.0 (C-7), 29.9 (C-1)

2.6. 항산화 활성 시험(DPPH법)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96 well micro plate에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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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 of compounds 1, 2 and 1a.

를 희석(31.3, 15.6, 7.8, 3.9, 2, 1 ppm)하여 100 

㎕씩 넣은 후 0.2 mM DPPH용액을 100 ㎕씩 첨가

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 plate 

reader로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무첨

가 조군은 시료 신 EtOH를 첨가하여 같은 방법

으로 측정하 으며, 시료의 색을 보정하기 한 

blank 시험은 0.2 mM DPPH 용액 신 ethanol을 

넣어 실험하 다.

  

 무첨가 대조군의흡광도
시료의 흡광도

 × 

3. 결과 및 고찰

화합물 1은 TLC plate에서 FeCl3를 분무하 을 

때 청색을 띄며, 1H-NMR 스펙트럼에서 3개의 

methylene group이 δ 1.71에서 나타나며, 다른 2개

의 methylene group이 δ 2.45∼2.77에서 나타나고 

있다. Aromatic ring 1, 3, 4 치에 결합된 두 의 

시그날이 δ 6.47∼6.69에 나타나고 있다. δ 4.21의 

시그날은 xylose의 aromatic proton으로 J값이 7.6 

Hz인 것으로 보아 β-D-xylose임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당의 시그날은 δ 3.13 (1H, dd, J=8.9, 7.5 

Hz, xyl-2), 3.52 (1H, m, xyl-4), 3.86 (1H, dd, 

J=11.43, 5.3 Hz, xyl-5), 4.21 (1H, d, J=7.6 Hz, 

xyl-1)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13C-NMR 스펙

트럼에서 5개의 methylene group의 시그날이 δ 

30.5 (C-1), 32.2 (C-7), 38.9 (C-6), 48.6 (C-2), 

49.0 (C-4)이 나타나며, 산소와 결합된 methine 시

그날이 δ 76.9 (C-5)의 자장에 나타나며, carbon-

yl group의 시그날이 δ 212.8에서 나타나고 있다. 

Aromatic ring의 시그날들은 δ 146.5 – 116.6에서 

나타나고 있다. 형 인 xylopyranosyl group의 시

그날은 δ 104.7 (xly-1), 78.3 (xyl-3), 75.6 (xyl-2), 

71.7 (xyl-4), 67.4 (xyl-5)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Kuroyanagi et al., 2005). 이것으로 화합물 1

은 3번 치에 carbonyl 기를 가지고 5번 치에 β

-D-xylopyranoside가 결합된 oregonin으로 규명하

다(Lee et al., 2000; Chen et. al., 1998).

화합물 2는 화합물 1과 같이 FeCl3를 분무하면 청

색을 띄며, 1H-NMR  13C-NMR의 시그날이 화합

물 1 (oregonin)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3번 치의 carbonyl group이 없는 화합물로

서 oregonin의 3번 치의 시그날이 upfield되어 δ 

24.2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으로 화합

물 2는 화합물 1 (oregonin)의 3번 치에 carbonyl 

group이 없고, 5번 치에 β-D-xylopyranoside가 

결합된 1,7-bis-(3,4-dihydroxyphenyl)-heptane- 

5-O-β-D-xylopyranoside으로 규명하 다(Lee et 

al., 2000; Chen et al., 1998; Kim et al., 2005).

가수분해물인 화합물 1a의 1H-NMR 과 13C-NMR 

스펙트럼에서는 5개의 methylene, 3,4-dihydrox-

yphenyl group과 carbonyl group의 시그날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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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xidative activities (IC50) of the compounds isolated and acid hydrolysis

Compoun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IC50

(μg/㎖)31.3 ppm 15.6 ppm 7.8 ppm 3.9 ppm 2 ppm 1 ppm

1 90.7 90.7 90.0 55.5 29.9 15.0 4.18

2 91.1 90.4 88.5 49.4 27.4 3.0 4.00

1a 90.9 90.9 90.0 88.5 51.2 32.8 2.26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합물 1의 13C-NMR 스펙

트럼과 비교하여 그것의 배당체임을 알 수 있었다.

화합물 1 (oregonin), 화합물 2 (1,7-bis-(3,4- 

dihydroxyphenyl)-heptane-5-O-β-D-xylopyr-

anoside), 화합물 1의 가수분해물인 화합물 1a에 

한 항산화 활성 측정(DPPH assay)은 Blois (1958)

의 방법을 변형하여 용하 다.

Diarylheptanoid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은 이 의 

연구들에서 매우 높은 활성을 보 다(Lee et al., 

2000; Kuroyanagi et al., 2005)

물오리나무 수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화합물 모두 7.8 ppm 이상에

서 90%에 가까운 활성을 보 으며, 특히 가수분해

물인 화합물 1a는 IC50이 2.26으로 가수분해하기 

의 4.00보다 상당히 좋은 활성을 보 다.

4. 결  론

물오리나무(Alnus hirsuta) 수피부의 ethyl ace-

tate 분획과 수용성 분획을 Sephadex LH-20을 사

용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diary-

lheptanoid 화합물인 oregonin과 1,7-bis-(3,4-di-

hydroxyphenyl)-heptane-5-O-β-D-xylopyrano-

side를 분리하 다.

화합물 1, 화합물 2  화합물 1의 가수분해물에 

한 항산화 활성(DPPH assay)를 실시한 결과 화합물 

모두 좋을 활성을 보 으며, oregonin의 가수분해물

의 경우 IC50이 2.26으로 매우 좋은 활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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