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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ed of cowpea (Vigna sinensis K.) was extracted with 80% aqueous methanol (MeOH). And
the concentrated extract was partitioned with ethyl acetate (EtOAc), n-butanol (n-BuOH) and H2O,
successively. The repeated silica gel and octadecyl silica gel (ODS) column chromatographic
separations for the EtOAc and n-BuOH fractions led to isolation of four sterols. And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 compounds were determined as a mixture of stigmasterol and β-sitosterol with the
ratio of 4 to 3 (1), 7-ketositosterol (2), and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 (3) from the
interpretation of spectroscopic data includ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pectrum metric,
mass (MS) spectrum metric and infrared (IR) spectroscope. This study reports the first isolation
of β-sitosterol, 7-ketositosterol, and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 from the seed of Vigna
sinensis K. In addition, compound 2, 7-ketositosterol, is rarely occurred in natural source includ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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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부(Vigna sinensis)는 콩과(Leguminosae) 1년생 덩굴식물로

강두( 豆), 광저기 라고도 한다.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하고, 주

로 동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미국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개화기는 8월이며, 꽃은 연한 황색을 띤다[Lee,

2003]. 동부의 종자는 팥과 비슷하나 약간 길고 눈도 길어서 구

별 할 수 있다. 동부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한

편이며 채소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각 농가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부의 어린

꼬투리를 채소로 이용하고, 건조종실은 팥의 대용으로 곡물에

섞어서 밥을 짓거나, 떡고물, 묵 등으로 이용되며, 중국에서는

종실로 앙금을 만들고 이를 원료로 하여 기타 식품을 만들거나

직접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조미료의 원료, 죽, 커피 대용원료

등으로도 만들어 이용한다. 미국에서는 풋베기사료, 건초 또는

녹비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 약재로도 쓰여서 <본초강목>에

는 ‘신장을 보호하고 위장을 튼튼히 하며 오장을 고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당뇨병과 토역(吐逆), 설사, 요실금증(尿失

禁症) 등도 다스린다.’고 알려져 있고 항산화작용[Montserrat

등, 2005]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동부의 종자에는 많은 영

양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주성분은 당질이고 단백질 함량도 많

으며 비타민B도 풍부하다. 동부는 콩과 식물이긴 하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된 콩에 비하여, 동부의 성분 효능 연구 결과는 미

비하며 재배농가도 현저히 적으므로, 동부의 생리활성 성분연

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까지 동부의 종자로부터 수종의

sterol이 분리 보고 되어 있고[Gaydou 등, 1983], phenolic acid

와 flavonoid에 대한 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지만[Chang

과 Wong, 2004; Montserrat 등, 2005], 그 외에 생리활성이 기

대되는 성분을 분리 하고자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콩과 식물

중 콩은 음료로 사용되어 현재 두유로 판매되고 있고, 우유 단

백질에 대한 알레르기나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유아들에

게 유용한 단백질 급원제품이며, 영유아를 위한 영양 간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같은 콩과 식물인 동부로부터 이러한 생

리활성이 있는 성분을 분리동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능성 건

강식품의 소재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부의 화학

적 성분연구의 결과로 4종의 sterol 화합물을 분리,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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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동부종자는 2008년 12월 경기

도 연천군에서 채취하였고,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김대근 박사

가 동정하였으며, 표본시료(KHU081230)는 경희대학교 천연물

화학실에 보관되어 있다.

시약 및 기기. Column chromatography용 silica gel(SiO2)은

Kiesel gel 60(Merck, Darmstadt, Germany)을, octadecyl silica

gel(ODS)는 Lichroprep RP-18(Merck)을 사용하였다. Thin

layer chromatography(TLC)는 TLC SiO2 60 F254(Merck)와

TLC SiO2 60 RP-18 F254S(Merck)를 사용하였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 spectrum은 400 MHz FT-NMR

spectrometer(Varian Inova AS 400, Palo Alto, CA)로 측정하

였고, infrared(IR) spectrum은 Perkin model 599B(Perkin-

Elmer, Waltham, MA)로 측정하였다. Electron ionization/

mass(EI-MS) spectrum과 fast atom bombardment/mass(FAB-

MS) spectrum은 JMSAX 700(JEOL, Tokyo, Japan)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UV lamp는 Spectroline(Model ENF-240 C/F,

Spectronics Corporation, Westbury, NY)을 사용하였으며, 비선

광도는 polarimeter P-1020(JASC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lash column은 SNAP Cartridge KP-Sil(Biotage®,

Uppsala, Sweden)을 사용하였다.

동부의 용매 추출 및 분획. 건조, 분쇄한 동부종자 9 kg을

80% methanol(MeOH) 수용액(20 L×3)으로 실온에서 진탕 추출

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을 여과하고 감압 농축하여 MeOH 추출

물(452 g)을 얻었다. 얻어진 MeOH 추출물을 ethyl acetate

(EtOAc)(3.0 L×3)와 H2O(3.0 L)로 분배 추출하였고, 다시 H2O

층을 n-butanol(n-BuOH)(2.8 L×3)로 분배 추출하였다. 각 층을

감압 농축하여, EtOAc 분획(18 g, VSE), n-BuOH 분획(62 g,

VSB) 및 H2O 분획(372 g, VSH)을 얻었다.

EtOAc 분획으로부터 화합물 1의 분리. EtOAc 분획(18 g)으

로부터 SiO2 c.c.(ϕ 10×16 cm, n-hexane-EtOAc=2:1→1:1→1:3

CHCl3-MeOH=15:1→10:1→7:1→5:1→3:1)를 실시하였으며, 180

mL씩 분취하였다. 각 분취액을 TLC(n-hexane-EtOAc=1:1,

CHCl3-MeOH=8:1, 4:1)로 확인하여, 유사한 부분들을 함께 모

으고, 농축하여 15개의 분획물(VSE-1~VSE-15)을 얻었다. 그 중

VSE-1 분획[276 mg, elution volume/total volume(Ve/Vt) 0.01-

0.04]에 대하여 SiO2 c.c.(ϕ 4×13 cm, n-hexane-EtOAc=6:1)를

실시하여 9개의 분획(VSE-1-1~VSE-1-9)을 얻었고, 이 중에서

VSE-1-3 분획(100 mg, Ve/Vt 0.13-0.20)에 대하여 ODS c.c.(ϕ

3×5 cm, acetone-acetonitrile=1:1)를 실시하여 화합물 1[VSE-1-

3-6, 22.5 mg, Ve/Vt 0.28-0.76, TLC(ODS F254s) Rf 0.13,

acetone-acetonitrile=1:1]을 분리하였다.

n-BuOH 분획으로부터 화합물 2와 3의 분리. n-BuOH 분획

(60 g)으로부터 SiO2 c.c.(ϕ 10×12 cm, CHCl3-MeOH-H2O=

20:3:1→13:3:1→8:3:1→6:4:1)를 실시하여 180 mL씩 분취하였

다. 각 분취액을 TLC(CHCl3-MeOH-H2O=15:3:1, 65:35:10,

6:4:1)로 확인하여, 유사한 부분들을 함께 모으고, 농축하여 20

개의 분획물(VSB-1~VSB-20)을 얻었다. 그 중 VSB-3 분획

(2.57 g, Ve/Vt 0.02-0.05)에 대하여 SiO2 c.c.(ϕ 3.5×15 cm, n-

hexane-EtOAc=10:1→8:1→6:1→4:1)를 실시하여 16개의 분획

(VSB-3-1~VSB-3-16)을 얻었고, 이 중에서 VSB-3-15 분획(26

mg, Ve/Vt 0.81-0.88)에 대하여 ODS c.c.(ϕ 2×5 cm, MeOH-

H2O=10:1)를 실시하여 화합물 2[VSB-3-15-4, 10 mg, Ve/Vt

0.21-0.64, TLC(ODS F254s) Rf 0.08, MeOH-H2O=12:1]를 분리

하였다. VSB-6 분획(679 mg, Ve/Vt 0.07-0.11)에 대하여 flash

c.c.(Biotage® SNAP Cartridge KP-Sil 100 g, CHCl3-MeOH=

12:1)를 실시하여 6개의 분획(VSB-6-1~VSB-6-6)을 얻었고, 이

중에서 VSB-6-5 분획(207 mg, Ve/Vt 0.23-0.80)에 대하여

ODS c.c.(ϕ 3×5 cm, MeOH-H2O=25:1)를 실시하여 화합물 3

[VSB-6-5-5, 10 mg, Ve/Vt 0.69-1.00, TLC(SiO2 F254) Rf 0.45,

CHCl3-MeOH=6:1]를 분리하였다.

화합물 1a (stigmasterol): white powder (CHCl3); EI/MS m/z

412[M]+; 1H-NMR (400 MHz, CDCl3, δ) 5.32(1H, br. d, J=

4.8 Hz, H-6), 5.12 (1H, dd, J=15.2, 8.8 Hz, H-22), 4.99

(1H, dd, J=15.2, 8.8 Hz, H-23), 3.50 (1H, m, H-3), 0.99

(3H, d, J=8.4 Hz, H-21), 0.98 (3H, s, H-19), 0.82 (3H, t,

J=7.6 Hz, H-29), 0.82 (3H, d, J=7.2 Hz, H-26), 0.76 (3H, d,

J=6.8 Hz, H-27), 0.67 (3H, s, H-18); 13C-NMR (100 MHz,

CDCl3, δ); Table 1.

1b (β-sitosterol): white powder (CHCl3); EI/MS m/z

414[M]+; 1H-NMR (400 MHz, CDCl3, δ) 5.32 (1H, br. d,

J=4.8 Hz, H-6), 3.50 (1H, m, H-3), 0.98 (3H, s, H-19),

0.89 (3H, d, J=6.4 Hz, H-21), 0.82 (3H, t, J=7.6 Hz, H-29),

0.81 (3H, d, J=7.2 Hz, H-26), 0.79 (3H, d, J=6.8 Hz, H-27),

0.65 (3H, s, H-18); 13C-NMR (100 MHz, CDCl3, δ); Table 1.

화합물 2 (7-ketositosterol): white powder (CHCl3); m.p.

140oC; [α]D=−29.2o (c=0.2, CHCl3); IR (KBr window in

CHCl3, V) 3440, 2990, 2850, 1680, 1480, 1395, 1285, 1080

cm−1; EI/MS m/z 428[M]+; 1H-NMR (400 MHz, CDCl3, δ)

5.66 (1H, br. s, H-6), 3.65 (1H, m, H-3), 1.17 (3H, s, H-

19), 0.89 (3H, d, J=6.4 Hz, H-21), 0.82 (3H, t, J=6.0 Hz,

H-29), 0.80 (3H, d, J=6.8 Hz, H-26), 0.78 (3H, d, J=7.2

Hz, H-27), 0.67 (3H, s, H-18); 13C-NMR (100 MHz, CDCl3,

δ); Table 1.

화합물 3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 colorless

crystals (CHCl3-MeOH); m.p. 298-299oC; [α]D=−48.2o (c=0.2,

pyridine); IR(KBr, V) 3476, 2944, 1646, 1556, 1370, 1340,

1214, 1168, 1114, 1062, 1026 cm−1; positive FAB-MS m/z

597 [M+Na]+; 1H-NMR (400 MHz, pyridine-d5, δ) 5.34 (1H,

br. d, J=4.7 Hz, H-6), 5.21 (1H, dd, J=15.2, 8.8 Hz, H-22),

5.05 (1H, dd, J=15.2, 8.8 Hz, H-23), 5.05 (1H, d, J=7.2 Hz,

H-1'), 3.96 (1H, m, H-3), 1.06 (3H, d, J=6.8 Hz, H-21),

0.93 (3H, s, H-19), 0.90 (3H, d, J=6.4 Hz, H-26), 0.88 (3H,

t, J=7.6 Hz, H-29), 0.85 (3H, d, J=6.8 Hz, H-27), 0.65(3H,

s, H-18); 13C-NMR (100 MHz, pyridine-d5, δ); Table 1.

결과 및 고찰

동부를 MeOH로 추출하였고, 추출물을 극성에 따라 EtO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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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uOH 및 H2O로 분배 추출하였다. 3개의 분획 중 EtOAc와

n-BuOH 분획에 대하여 SiO2 및 ODS c.c.를 이용하여 4종의

sterol 화합물 1(a, b)-3을 분리하였다.

화합물 1, white powder(CHCl3), 은 TLC에 전개하고, 10%

황산을 분무하고 가열하면 흑자색으로 발색되었다. 얻어진 1H

및 13C-NMR spectrum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식물에서 발견

되는 sterol인, stigmasterol과 stigmast-5-en-3β-ol(β-sitosterol)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Lyu 등, 2009]. 1H-NMR(400

MHz, CDCl3) spectrum에서 olefine 영역에서 관측된 세개의

methine proton δ 5.32(1H, br. d, H-6), δ 5.12(1H, dd, H-

22) 및 δ 4.99(1H, dd, H-23) signal의 integration 값의 비가

7:3:3 로 나타나 stigmasterol과 β-sitosterol이 4:3으로 섞여있음

을 알 수 있었다(Fig. 1). 그 외 proton signal들은 integration값

이 대부분 두배로 나타났고 carbon spectrum에서는 많은 signal

들이 겹쳐서 나타났다.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NMR data를 문

헌 값과 비교하여 구조를 동정하였다[Lyu 등, 2009].

화합물 2, white powder(CHCl3), 은 TLC에 전개하고, 10%

황산을 분무하고 가열하면 노란색으로 발색되었다. IR spectrum

에서 수산기(3440 cm−1), 공역 케톤(1680 cm−1) 및 이중결합

(1480 cm−1) 의 작용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H-NMR(400

MHz, CDCl3) spectrum의 olefine 영역인 δ 5.66(1H, br. s)에

서 olefine methine proton signal이 관측되었고, 산소가 치환된

영역인 δ 3.65(1H, m)에서 oxygenated-methine proton signal

이 관측되었다. 또한, δ 2.50~1.21에서 다수의methylene과

methine proton signal이 관측되어 이 화합물이 이중결합을 갖

는 triterpenoid 혹은 steroid로 추정하였다. 고자장 영역에서는 δ

1.17(3H, s), δ 0.67(3H, s)에서 2개의 singlet, δ 0.89(3H, d,

J=6.4 Hz), δ 0.80(3H, d, J=6.8 Hz), δ 0.78(3H, d, J=7.2 Hz)

에서 3개의 doublet, 그리고 δ 0.82(3H, t, J=6.0 Hz)에서 1개의

triplet methyl proton signal이 관측되어 이 화합물을 stigmastane

골격의 sterol로 결정하였다. 13C-NMR(100 MHz, CDCl3)

spectrum에서 탄소수가 29개이고 methyl carbon이 6개 관측된

점으로부터 stigmastane 골격의 sterol 화합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δ 202.10에서 ketone carbon signal(C-7)이 한 개 관측되어

Table 1. 13C-NMR chemical shifts (100 MHz) of sterols from the seed of Vigna sinensis K. (1a, 1b, 2 in CDCl3 and 3 in pyridine-d5)

No. of Carbon Compound 1a Compound 1b Compound 2 Compound 3

1 37.25 37.25 36.38 37.64

2 29.73 31.82 31.21 30.4

3 71.76 71.76 70.48 78.57

4 42.26 42.26 41.83 42.47

5 140.59 140.59 165.02 140.89

6 121.62 121.62 125.97 121.92

7 31.64 31.96 202.1 32.19

8 31.92 31.30 45.41 32.31

9 50.11 50.09 49.94 50.46

10 36.51 36.51 38.32 36.53

11 21.12 21.12 21.11 21.45

12 39.67 39.76 38.61 39.96

13 42.31 42.20 43.01 42.62

14 56.83 56.73 49.95 57.02

15 24.41 24.34 26.12 24.7

16 28.99 28.29 29.09 30.17

17 55.89 56.00 54.69 56.17

18 12.11 11.92 12.04 12.31

19 19.46 19.89 17.37 19.58

20 40.56 36.17 36.11 40.92

21 21.27 18.83 19.06 21.63

22 138.22 33.93 33.98 138.81

23 129.10 26.01 26.46 129.46

24 51.23 45.79 45.83 51.53

25 31.91 29.12 29.16 32.31

26 21.18 19.46 19.1 21.45

27 19.02 19.06 18.98 19.34

28 25.47 23.07 23.1 25.86

29 12.34 12.04 12.04 12.69

1' 102.63

2' 75.43

3' 78.18

4' 71.79

5' 78.69

6' 　 　 　 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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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ne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δ 165.02에서 olefine

quaternary carbon(C-5), δ 125.97에서 olefine methine carbon

(C-6) signal이 각각 관측되어 한 쌍의 이중결합이 존재 하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산소치환 영역인 δ 70.38에서 관측된

oxygenated-methine carbon은 수산기가 결합한 3번 탄소로 확인

하였고, δ 19.10(C-26), 19.06(C-21), 18.98(C-27), 17.37(C-19),

12.04(C-18), 12.04(C-29)에서 6개의 methyl carbon을 확인하였

다. 이로부터 이 화합물은 β-sitosterol에 ketone기 한 개가 도입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Ketone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gradient heteronuclear multiple-bond connectivity(gHMBC)를

측정하였다. gHMBC spectrum에서 aliphatic methine proton(δ

2.22, H-8)과 ketone carbon(δ 202.10, C-7) 사이에 cross peak

가 관측되었고, olefine quaternary carbon(δ 165.02, C-5),

olefine methine carbon(δ 125.97, C-6)과 methine carbon(δ

45.41, C-8)이 저자장으로 shift된 것으로 보아 케톤기가 이중결

합의 이웃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화합

물 2를 3β-hydroxystigmast-5-en-7-one로 구조 동정하였으며, 문

헌과 비교한 결과, Salvia blepharochlaena의 뿌리와 가죽나무의

열매에서 분리 보고 된 7-ketositosterol과 동일한 구조로 판명

되었다[Zhao 등, 2005; Kolak 등, 2005](Fig. 1). 화합물 2는

이번에 동부에서 처음으로 분리, 동정되었다.

화합물 3, colorless crystals(CHCl3-MeOH), 은 TLC에 전개

하고, 10% 황산을 분무하고 가열하면 보라색으로 발색되었다.

IR spectrum에서 수산기(3476 cm−1)와 이중결합(1646, 1556 cm−1)

의 작용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자량은 positive FAB/

MS에서 pseudomolecular ion peak가 m/z 597 [M+Na]+에서

관측되어 분자량을 574로 결정하였다. m/z 413의 fragmentation

ion peak로부터 육탄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stigmasterol의 m/z값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H-NMR

(400 MHz, pyridine-d5, δ) spectrum의 olefine 영역인 δ 5.34

(1H, br. d, J=4.7 Hz), δ 5.21(1H, dd, J=15.2, 8.8 Hz), δ

5.05(1H, dd, J=15.2, 8.8 Hz)에서 olefin methine proton 3개가

관측되었다. 산소 치환 영역인 δ 5.05(1H, d, J=7.2 Hz)에서

hemiacetal proton signal이 관측되었고, δ 3.99~4.58 사이에서

당에서 유래되는 oxygenated-methine proton과 methylene

proton signal이 관측되었다. 고자장 영역에서는 δ 0.93(3H, s),

δ 0.65(3H, s)에서 2개의 singlet, δ 1.06(3H, d, J=6.8 Hz), δ

0.90(3H, d, J=6.4 Hz), δ 0.85(3H, d, J=6.8 Hz)에서 3개의

doublet, 그리고 δ 0.88(3H, t, J=7.6 Hz)에서 1개의 triplet

methyl proton signal이 관측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본 결과, 이

중결합 2개를 가진 stigmasterol 화합물에 hexose당 한 분자가

결합된 배당체로 판명되었다. 13C-NMR(100 MHz, pyridine-d5)

spectrum에서 탄소수가 35개이고 methyl carbon이 6개 관측된

점으로부터 stigmastane 골격의 sterol 화합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저자장 영역인 δ 140.89(C-5)에서 olefine quaternary

carbon 1개, δ 138.81(C-22), δ 129.46(C-23) 및 δ 121.92(C-

6)에서 olefine methine carbon 3개가 관측되어 2쌍의 이중결합

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고자장 영역인 δ 21.63(C-21),

δ 21.45(C-26), δ 19.58(C-19), δ 19.34(C-27), δ 12.69(C-29),

δ 12.31(C-18)에서 6개의 methyl carbon 이 관측되었다. 탄소의

다중도를 나타내는 DEPT로부터 aliphatic methylene carbon 9

개, methine carbon 6개와 4급 탄소 3개를 확인하였다. 산소가

치환된 sp3 탄소 영역인 δ 78.57(C-3)에서 oxygenated-methine

carbon peak를 확인하였고, δ 102.63(C-1')에서 anomer carbon

을 비롯하여, δ 78.69(C-5'), δ 78.18(C-3'), δ 75.43(C-2'), δ

71.79(C-4'), δ 62.95(C-6')로부터 D-glucopyranose가 3번에 결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δ 5.05(1H, d)에서 관측된

anomeric proton signal의 coupling constant가 7.2 Hz로 D-

glucopyranose는 β-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당

부인 stigmasterol의 3번 수산기가 δ 3.96(1H, m, H-3), δ

78.57(C-3)과 같이 저자장으로 shift되어 관측된 glycosidation

shift를 보임으로, 당이 3번 수산기에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gHMBC spectrum에서 anomeric proton(δ 5.05, H-

1')과 oxygenated methine carbon(δ 78.57, C-3)사이에 cross

peak가 관측되어 stigmasterol의 C-3에 glucopyranose가 β 결합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문헌[Lyu 등,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sterols isolated from the seed of

Vigna sinensi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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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과 비교해 본 결과, 화합물 3 은 stigmasterol 3-O-β-D-

glucopyranoside로 구조 동정하였다(Fig. 1). 화합물 3은 이번에

동부에서 처음으로 분리, 동정되었다.

상기 4개 화합물은 stigmastane골격의 sterol로서, 여러 식물에

서 이미 분리 보고된바 있으나, β-sitosterol(1b), 7-ketositosterol

(2)과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3)은 동부에서는 처

음 보고되는 화합물이고, 특히 7-ketositosterol 은 식물에서 매

우 드물게 존재하는 화합물이다. 문헌에 의하면 stigmasterol(1a)

은 tobamovirus에 대해 항 바이러스 작용[Kahn 등, 1991], β-

sitosterol(1b)은 혈액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apoptosis[Moon 등,

2007],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Jayaprakasha 등, 2007], 항바이

러스 작용, 항염증과 해열작용[Hyun 등, 1996], 그리고 혈당조

절 작용[Kim 등, 1996]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7-

ketositosterol(2)은 간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apoptotic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Koschutnig 등, 2009],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3)은 암세포에 대한 독성[Hyun 등,

1996], tobamovirus에 대해 항 바이러스 작용[Kahn 등, 1991]이

연구 보고 되었다. 이번에 분리된 sterol화합물이 이러한 다양

한 약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동부에 관

한 성분연구와 함께 다양한 생리 및 약리학적 활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의 천연소재로서 활용에 관련된 연구

를 추진하고자 한다.

초 록

동부를 80% MeOH로 추출하고, 얻어진 추출물을 EtOAc, n-

BuOH 및 H2O로 용매 분획 하였다. 이 중 EtOAc과 n-BuOH

분획으로부터 silica gel과 octadecyl silica gel(ODS)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하여 4종의 sterol 화합물을 분리, 정제하

였다.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는 NMR, MS 및 IR 등의

spectrum data를 해석하여, stigmasterol(1a), β-sitosterol(1b), 7-

ketositosterol(2) 및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3)로

동정하였다. 화합물 1b, 2와 3은 동부에서 처음 분리되었다.

Key words: 동부, 7-ketositosterol, β-sitosterol, stigmasterol,

stigmasterol 3-O-β-D-glucopyran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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