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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ms of Juncus effusus were extracted with 70%

aqueous ethanol and the concentrated extract was partitioned with

ethyl acetate, n-butanol and H2O, successively. Two compounds

were isolated from the ethyl acetate fraction through the repeated

silica gel and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hysico-chemical and spectroscopic data including

NMR and IR,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 compounds were

determined as dehydroeffusol (1) and effusol (2). Dehydroeffusol

and effusol exhibited potent scavenging activity for DPPH and

ABTS radicals with the IC50 values as 130±3.21 and 79±1.53 µM

in DPPH assay, and as 39±3.51 and 24±2.73 µM in ABTS assay,

respectively. The compounds also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human cancer cell lines, AGS and A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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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구화된 식생활과 환경오염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인체

내의 산화촉진으로 생성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세포막 파괴, 효소 불활성화, 지질산화, DNA 변성, 그

리고 세포노화 등과 같은 잠재적인 세포 손상을 초래하여 암을

비롯한 동맥경화, 자가면역 질환 등의 심각한 병리적 장애를 일

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mes, 1983; Halliwell과

Aruona, 1991). 인체 내에서 선천적으로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어하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 등의 항산화효소(antioxidant enzyme)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효소는 성인의 시점에서 점차 감소하여 체

외에서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노화와 성인병 질환의

원인이 활성산소에 기인된 것이라는 학설이 인정됨에 따라 이

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항산화제의 개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Rehman 등, 2004; Lee 등, 2008).

최근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체내 활성산

소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산화제를 식품으로 섭취하

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합성 항산화제, 항암제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부작용이 없으며, 높은 생리활성

을 가지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Jeong 등,

2012; Jiang 등, 2013).

등심초(Juncus effusus L.)는 골풀의 고갱이 부위(골풀의 단단

한 껍질을 제거한 연한 속)로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뿌리와 고

갱이 부위가 약초로 사용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생약 규격집에

등록된 한약재이며, 소염, 해열, 이뇨, 지혈 등의 약리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n 등, 1975; Liang 등, 1999). 또

한 골풀의 지상부위는 돗자리, 방석, 다다미 등을 만들 때 사용

하였으나, 현재 인건비 문제로 재배 농가는 자취를 감추었고 전

국 강가, 습지, 논 주변에서 야생적으로 자라고 있다(Choi,

2010). 본 연구에서는 등심초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을 분리하고

이들 화합물들의 생리활성을 탐구하여 새로운 천연물 소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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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등심초(Juncus effusus L.)는 경동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표본시료는 대구한의대학교 천

연소재분석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다.

시약 및 기기. Column chromatography용 silica gel은 Kiesel

gel 60 (70~230 mesh, Merck, Germany)을 사용하였고, Sephadex

LH-20 (GE Healthcare, Sweden)을 사용하였다.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Kiselgel 60 F254와 DC Kieselgel

60 RP-18 F254S (Merck, Germany)를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

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NMR 스펙트럼은

Varian Inova AS 400 (Varian, USA)으로 측정하였고, IR

spectrum은 Perkin model 599B (Perkin Elmer, USA)로 측정

하였다. Electro ionization/mass spectrometer (EI/MS)는 JMSAX

700 (JEOL,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융점은 Fisher-Johns

융점 측정기(Fisher 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3-(4,5-dimethylthiazol-2-

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enicillin, streptomycin,

trypsin-EDTA, PBS는 Lonza (USA)을 사용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은 HyClon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 및 분획. 건조하고 분쇄한 등심초 10 kg에 70% ethanol

(EtOH, 18 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물

을 여과하고 남은 잔여물에 추출용매(70% EtOH)를 첨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얻어진 여액을 모두 합

쳐 감압농축하여 EtOH 추출물을 얻었다. 얻어진 EtOH 추출물

에 H2O를 2 L 가한 후 ethyl acetate (2 L×3)로 분배 추출하였

고, 다시 H2O층을 n-butanol (2 L×3)로 분배 추출하였다. 각 층

을 감압 농축하여 ethyl acetate 분획물 (EtOAc, 26 g), n-

butanol (10 g) 및 H2O 분획을 얻었다.

EtOAc 분획물로부터 화합물의 분리. EtOAc 분획(26 g)으로부

터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c.c.) (ϕ 5×15 cm, CHCl3-

MeOH=10:1→7:1→5:1, CHCl3-MeOH-H2O=65:35:10→6:4:1)를

실시하여 16개의 분획물(JEE-1−JEE-16)을 얻었다. 이 중에서 강

한 UV흡수 및 10% H2SO4에서 발색되는 JEE-8 (2.2 g) 분획

물에 대하여 silica gel c.c. (ϕ 5×14 cm, CHCl3-MeOH=45:1

→40:1→30:1→20:1→5:1→3:1)를 실시하여 12개의 분획물(JEE-

8-1−JEE-8-12)을 얻었고, JEE-8-4 (668.9 mg)에 대하여 다시

silica gel c.c. (ϕ 5×12 cm, n-hexane-EtOAc=6:1→4:1→2:1)를

실시하여 8개의 분획물(JEE-8-4-1−JEE-8-4-8)을 얻었다. JEE-8-

4-2 (227.8 mg)을 Sephadex LH-20을 통하여 화합물 1 (20 mg,

SiO2 TLC Rf 0.5, n-hexane:EtOAc=1:2)]과 화합물 2 (6.3 mg,

SiO2 TLC Rf 0.5, n-hexane:EtOAc=1:1)]를 분리하였다.

화합물 1 (dehydroeffusol): white amorphous powder; mp

228-229oC; IR vmax 3270, 1660, 1540 cm−1; EI/MS m/z 250;
1H-NMR (400 MHz, CD3OD, δH): 8.48 (1H, d, J =8.8 Hz,

H-4), 7.85 (1H, d, J =9.0 Hz, H-10), 7.57 (1H, d, J =9.0

Hz, H-9), 7.47 (1H, dd, J =10.4, 17.6 Hz, H-12), 7.15 (2H,

br s, H-6, 8), 7.08 (1H, d, J =8.8 Hz, H-3), 5.74 (1H, d,

J =1.2, 17.6 Hz, H-13’), 5.42 (1H, dd, J =1.2, 10.4 Hz, H-

13), 2.55 (3H, s, H-11); 13C-NMR (100 MHz, CD3OD, δC);

155.57 (C-7), 153.45 (C-2), 143.43 (C-12), 139.87 (C-5),

134.75 (C-8a), 133.99 (C-1a), 128.03 (C-9), 127.62 (C-4),

126.33 (C-4a), 124.62 (C-5a), 124.29 (C-10), 119.44 (C-6),

118.77 (C-1), 115.98 (C-3), 114.45 (C-13), 112.82 (C-8),

11.44 (C-11).

화합물 2 (effusol): white amorphous powder; mp. 210-211oC;

IR vmax 3250, 1605 cm−1; EI/MS m/z 252; 1H-NMR (400

MHz, CD3OD, δH): 7.19 (1H, d, J =8.0 Hz, H-4), 6.94 (1H,

dd, J =10.0, 17.6 Hz, H-12), 6.86 (1H, d, J =1.5 Hz, H-6),

6.66 (1H, d, J =8.0 Hz, H-3), 6.65 (1H, d, J =1.5 Hz, H-8),

5.65 (1H, dd, J =2.0, 17.6 Hz, H-13’), 5.21 (1H, dd, J =2.0,

10.0 Hz, H-13), 2.70 (2H, br s, H-9), 2.64 (2H, br. s, H-

10), 2.22 (3H, s, H-11); 13C-NMR (100 MHz, CD3OD, δC),

156.54 (C-7), 155.19 (C-2), 141.80 (C-5), 140.61 (C-8a),

140.30 (C-12), 137.43 (C-1a), 128.51 (C-4), 127.91 (C-4a),

127.18 (C-5a), 122.14 (C-1), 115.13 (C-6), 113.73 (C-13),

113.72 (C-3), 112.47 (C-8), 31.65 (C-9), 26.80 (C-10), 11.90

(C-11).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

등(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으로

측정하였다. 즉, 각 농도별 추출물 0.1 mL에 2×10−4 M DPPH

용액 0.1 mL를 가하고 10초간 혼합한 뒤 상온에서 60분간 방

치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

거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

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 시료의 항산화능 측정은 Re 등

(1999)의 방법에 따라 ABT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BTS를

7 mM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한 다음 2.4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가하여 ABTS free radical을 생성시켜 실온의 암소

에서 12−16시간 동안 방치 후 사용하였다. Radical이 생성된

ABTS 용액을 99% ethanol로 희석하여 700 nm에서 흡광도가

0.70±0.02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소거능은 ABTS 용액 100 µL

와 시료 100 µL를 혼합하여 6분간 반응 후 70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Radical 소거활성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 test−A Blank/B

control)}×100; A test: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A Blank: Blank

의 흡광도; B control: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암세포주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암세포주는 인체유래 위암

세포주(AGS)와 폐암 세포주(A549)를 한국 세포주 은행(KCLB)

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는 10% FBS과 100

U/mL penicillin G, 50 µ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RPMI-

1640 (Gibco Co., USA)을 사용하여 5% CO2, 37oC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으며, 세포 밀도가 높아지면 trypsin-EDTA를 처리

하여 계대 배양을 실시하였다.

암세포주 성장억제 효과 측정. 시료의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등(2005)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로

측정하였다. 즉 암세포를 1×105 cells/mL의 농도로 준비하여

96-well microplate 각 well당 균일하게 100 µL씩 분주한 후 세

포배양용 incubator에 48시간 배양하였고, 각 화합물들은 최종

농도가 1% 이하가 되게 dimethyl sulfoxide로 용해시킨 후

RPMI 1640 배지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불순물을 제거한 각

시료들을 1, 10, 40 µM 농도로 제작하여 100 µL씩 넣어주었으

며, control은 시료용액 대신 RPMI 1640 배지를 100 µL씩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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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그 후 MTT (1 mg/mL PBS)

를 각 well당 10 µL씩 첨가하고 다시 incubation 시킨 뒤 4시

간 후 ELISA reader 기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EtOAc 분획물로부터 화합물의 분리. 등심초 10 kg을 70%

EtOH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에 대하여 용매의 극성에 따라

EtOAc, n-butanol, H2O로 순차적으로 분획하고 각 분획을 감압

농축하여 3개의 분획을 얻었다. 그 중 EtOAc 분획으로부터

silica gel 및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

실시하여 2종의 화합물을 분리하였다.

화합물 1은 EI/MS에서 m/z 250 [M]+의 분자이온 peak가 관

측되어 분자량을 250으로 결정하였다. IR spectrum으로부터
hydroxy group (3270 cm−1), aromatic ring (1660, 1540 cm−1)

의 작용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H-NMR spectrum에서 6

개의 aromatic proton이 관측되었고, 이들 signal들의 coupling

constants 값을 통해 두 쌍의 proton이 ortho-coupling (δH 8.48,

d, J =8.8 Hz, H-4; 7.08, d, J =8.8 Hz, H-3), (δH 7.85, d,

J =9.0 Hz, H-10; 7.57, d, J =9.0 Hz, H-9), 한 쌍의 proton

이 meta-coupling (δH, 7.15, br s, H-6, 8)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δH 5.74 (1H, d, J =1.2, 17.6 Hz, H-13'), 5.42 (1H,

dd, J =1.2, 10.4 Hz, H-13)에서 exo methylene signal이 관측

되었다. 13C-NMR spectrum에서 17개의 carbon이 관측되었고,

δC 155.57 (C-7), 153.45 (C-2)에서 2개의 oxygen aromatic

carbon signal이, 6개의 methine carbon이 관측되었으며, δC

114.44에서 methylene carbon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화합물 1은 phenanthrene 화합물인 dehydroeffusol로 결정

하였다(Shima 등, 1991; Della Greca 등, 2002).

화합물 2는 화합물 1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δH

7.19 (1H, d, J =8.0 Hz, H-4)와 6.66 (1H, d, J =8.0 Hz, H-

3)에서 ortho coupling과 δH 6.86 (1H, d, J =1.5 Hz, H-6),

6.65 (1H, d, J =1.5 Hz, H-8)에서 meta coupling 하는 proton

을 확인하였다. 또한 δH 5.65 (1H, dd, J =2.0, 17.6 Hz, H-13'),

5.21 (1H, dd, J =2.0, 10.0 Hz, H-13)에서 exo-methylene signal

이 관측되었고, δH 2.70 (2H, br s, H-9)과 2.64 (2H, br s,

H-10)에서 각각 methylene signal이 관측되었다. 13C-NMR

spectrum에서는 모두 17개의 carbon이 관측되었으며 δC 31.65,

26.80에서 methylene carbon이 관측되어 본 화합물은 화합물 1

의 C-9, 10에 수소가 첨가된 effusol로 동정하였다(Shima 등,

1991; Della Greca 등, 2002).

Free radical 소거 활성. 항산화 효과는 DPPH 및 ABTS free

radical에 대한 소거능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항산화 물질의 가

장 특징적인 기작은 유리기와 반응하는 것으로 free radical 소

거 작용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항산화 효과나 인체

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천연물이 가지는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DPPH와 ABTS system이다(Peng 등, 2003; Chung 등,

2005).

등심초 분획물 (EtOAc, n-butanol, H2O)의 항산화력을 측정

하기 위해100, 250, 500 µg/mL로 희석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고, 등심초의 EtOAc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확인하였다. 항산화력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던

EtOAc 분획물로부터 분리된 dehydroeffusol과 effusol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고, 대조군(positive control)은 우수

한 항산화 효과가 검증된 천연항산화제 ascorbic acid를 사용하

였다(Table 1).

화합물들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effusol

(DPPH; 79±1.53 µM, ABTS; 24±2.73 µM)이 dehydroeffusol

(DPPH; 130±3.21 µM, ABTS; 39±3.51 µM)보다 높은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각각의 화합물을 1, 10, 40 µM로 농도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화합물들은 AGS와 A549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위암세포인 AGS의 경우 dehydroeffusol은 1 µM은 8.5%로

비교적 낮은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었으나 40 µM에서는

20.1%의 가장 높은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농도에 따

른 유의적은 차이는 없었다(Fig. 2A). Effusol은 1−40 µM의 농

도에서 20−8%의 AGS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Fig. 1 Chemical structure of phenanthrene compounds isolated from the stem of Juncus effusus.

Table 1 Antioxidant activities of compounds isolated from Juncus effusus

Samples DPPH IC50
1) value µM ABTS IC50

1) value µM

Dehydroeffusol 130±3.21 39±3.51

Effusol 79±1.53 24±2.73

Ascorbic acid2) 2.3±0.24 3.1±1.20

1)IC50 value: The values indicate 50% decrease of free radical and are
the means of triplicate data.

2)Ascorbic acid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50 J Appl Biol Chem (2014) 57(1), 47−51

dehydroeffusol과 같이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dehydroeffusol과 effusol은 항암제로 사용되는

cyclophosphamide (CPA, 15.5−28.3%) 약물과 비교해보면 유사

한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 우수한 항암 활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폐암세포인 A549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1과

10 µM 농도에서 dehydroeffusol은 10.5와 20.7%의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effusol은 5.1와 7.3%로 AGS 성장 억제 결

과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화합물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2B). 그러나 40 µM의 농도에서는 각각의 화합물이

58.8%와 44.9%로 유의적으로 A549 성장을 억제 하였으며, 동

일 농도에서 CPA (18.3~30.3%) 와 비교하면 dehydroeffusol과

effusol은 대조군(CPA)보다 더 높은 성장 저해 효과를 보였다.

한국인에게 대표적으로 발병되는 위암세포(AGS)와 폐암세포

(A549)를 사용하여 dehydroeffusol과effusol의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비교한 결과, AGS보다 A549에 대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0.05). 특히, dehydroeffusol

의 경우에는 폐암세포(A549)를 타켓으로 하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초 록

등심초(Juncus effusus)를 70% ethanol로 추출하고 이 추출물을

ethyl acetate분획, n-butanol 및 H2O 분획으로 나누었다. Ethyl

acetate 분획에 대하여 silica gel,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 실시하여 2종의 화합물을 분리하였다.

화합물 1 (dehydroeffusol) 과 2 (effusol)에 대하여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dehydroeffusol (DPPH; 130±3.21 µM,

ABTS; 39±3.51 µM)과 effusol (DPPH; 79±1.53 µM, ABTS;

24±2.73 µM)은 강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 화

합물들의 인체유래 위암세포(AGS), 폐암세포(A549)에 대한 성

장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 모두 항암약물(CPA)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장 저해 효과를 보였다.

Keywords 세포독성 ·항산화 활성 · dehydroeffusol · effusol · 

Juncus effu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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