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ppl Biol Chem (2019) 62(4), 399−406

https://doi.org/10.3839/jabc.2019.055

Online ISSN 2234-7941

Print ISSN 1976-0442

Article: Bioactive Materials

Isolation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metabolites from Scrophularia 
buergeriana and their hepatoprotective effects against HepG2 Cells

Hyeon Seon Na1,2 · Seon Min Oh1,3 · Woo Cheol Shin1,2 · Jeon Hwang Bo3 · 

Hyoung-Geun Kim3 · Dahye Yoon1 · Seung Hwan Yang4 · Young-Seob Lee1 · 

Geum-Soog Kim1 · Nam-In Baek3 · Moon-Soon Lee2 · Dae Young Lee1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에서 분리한 화합물의 함량분석 및

간세포 보호 효과

나현선1,2 · 오선민1,3 · 신우철1,2 · 황보전3 · 김형근3 · 윤다혜1 · 양승환4 · 

이영섭1 · 김금숙1 · 백남인3 · 이문순2 · 이대영1

Received: 14 October 2019 / Accepted: 4 November 2019 / Published Online: 31 December 2019

©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9

Abstract The roots of Scrophularia buergeriana were extracted

with 80% aqueous Methanol and the concentrates were partitioned

into EtOAc, n-BuOH, and H2O fractions. The repeated silica gel

or octadecyl SiO2column, and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ies

for the n-BuOH fraction led to isolation of phenylethanoid

glycosides and iridoid glycosides.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se compounds were determined as harpagoside (1), angoroside

C (2), aucubin (3) and acetoside (4) based on spectroscopic

analyses includ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MS. A simple

and efficient HPLC with UV detection method for the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the four compounds (1-4)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ir content determination in the S. buergeriana.

The roots were extracted by 80% methanol, and the contents of 1,

2, 3, and 4 were determined to 11.5, 7.6, 41.2, and 4.8 mg/g,

respectively. Additionally, angoroside C (2) and acetoside (4)

exhibited hepatoprotective effect against ethanol-induced hepatotoxicity

in HepG2 cell line.

Keywords HepG2 · Iridoid · Phenylethanoid · Quantitative

analysis · Scrophularia buergeriana

서 론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알코올 섭취량의 증가 및 음주연령의 낮

아짐 등의 원인으로 간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1]. 정상적인

간은 중성지방(triglyceride)을 3-5%를 함유하고 있지만, 지방간

은 지질대사의 장애로 간 조직에 중성지방이 5% 이상 초과하

여 축적된 것으로 정의한다. 지방간은 알코올 이외에도 비만,

당뇨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알코올성 지방간(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FLD)과 비 알코올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으로 구분된다[2]. 일반적으로, 알코

올이 체내로 흡수되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간의 효소작용

에 의해 해독이 되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은 만성적인 알코올 섭

취, 단기간 고용량의 음주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손상과 장애

등을 유발하여 간의 비대화나 진행정도에 따라서 간세포의 괴

사 또는 간경화 등 고질적인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3]. 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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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ophularia buergeriana)은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

물이며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다고 알

려져 있다[4]. 현삼의 약용부위는 건조한 뿌리를 사용하며, 일

반적인 모양은 불규칙하게 구부러지고 긴 원주형으로 길이 4-

20 cm, 지름 1-3 cm 정도의 것으로 한약재료 사용한다[5]. 대한

약전에서는 현삼의 기원식물로 Scrophularia buergeriana

Miquel의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며, 중국약전에는 Scrophularia

ningpoensis Hemsley(중국현삼)을 생약제로 사용하고 있다. 동속

식물로는 큰개현삼(S. nodosa), 토현삼(S. koraiensis), 설령개현

삼(S. borlalin koreana), 섬현삼(S. kakesimensis) 등이 알려져

있다[6-7]. 한방에서는 현삼을 열병, 종창, 인두염, 신경염 및 후

두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

져 왔다[8-9]. 현삼을 이용한 생리활성 연구로는 신경보호 효과,

인지기능 개선 효과, 혈압강하 효과, 항염증 효과 등이 보고되

어 있다[10-14]. 현삼의 주요성분으로 iridoid 배당체와 phenyl-

propanoid 계열 화합물이 대표적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5-18].

현삼에서 분리보고 된 iridoid 및 배당체는 신경세포 보호, 항산

화, 항암, 항염증 활성 등이 보고되어 있다[19-22]. Phenylpropanoid

및 배당체의 생리활성 연구에는 신경세포보호, 항염증 및 항암

활성 등이 보고되어 있다[23-25].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로부터 얻어진 현삼추출물의 간 기

능 개선 효능을 통하여, 현삼의 간기능개선 지표성분 설정 등

의 기초연구를 위하여 현삼에서 물질 분리 및 동정하였고, 화

합물의 함량을 확인하였으며 HepG2로 유발된 간암세포로부터

간 기능 개선의 활성여부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서 사용된 현삼의 뿌리는 2018년 11월에 안동시 성곡리

농가에서 수확한 1년근을 제공받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표본

시료 (NIHHS18-11)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 보관

되어 있다.

시약 및 기기

Column chromatography (c. c.) 용 silica gel (SiO2) resin은

Kiesel gel 60 (Merck, Darmstadt, Germany) 및 octadecyl

SiO2 (ODS)은 Lichroprep RP-18 (40-60 μM, Merck)을 사용하

였다.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Kiesel gel 60

F254와 RP-18 F254s (Merck)을 사용하였다. 물질 정제에 사용

된 기기는 YMC LC-Forte/R (YMC Co., Ltd. Kyoto, Japan)

를 사용하였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스펙트럼

은 600.167 MHz NMR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고, IR (infra-red) 스펙트럼은 Perkin

model 599B (Perkin-Elmer,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

다. 고분해능 질량값의 측정은 UPLC (Waters ACQUITY I-

Class, Waters Corp. Milford, MA, USA)가 부착된 HR-Q-

TOF (Waters Xevo G2-S QTOF MS, Waters Corp)의 질량분

석기를 사용하였다. 정량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Agilent 1200

series HPLC system (Agilent, Santa Clara, CA, USA)을 사용

하였다. 분석을 위한 증류수, Methanol (MeOH) 및 Acetonitile은

HPLC grade (Fisher Scientific Korea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용매에 첨가한 Formic Acid는 99.0%의

OptimaTM LC/MS (Fisher Scientific) 급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시약 및 용매는 모두 일급 이상의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시험에서 사용한 DMEM 배지는 Lonza (Basel,

Switzerland)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은

Hyclone (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다. 3-[4,5-dimet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와 DMSO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 및 성분 분리

건조된 상태의 현삼 뿌리를 5 kg 조분쇄하여 80% MeOH 수용

액에 24시간 담가서 실온에서 3회 추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

은 합친 후 감압 농축하여 MeOH 추출물(SB, 2.8 kg)을 얻었다.

얻어진 MeOH 추출물(1 kg)을 EtOAc (4 L)/H2O (4 L)로 3회

분배 추출하였고, 다시 H2O층을 n-BuOH (4 L)로 3회 분배 추

출하였다. 각 층을 감압 농축하여 EtOAc 분획(SBE, 25.1 g)과

n-BuOH 분획(SBB, 41 g) 및 H2O 분획을 얻었다. 현삼 n-

BuOH 분획(SBB, 41 g)에 대하여 SiO2 c.c. (Φ 8×22.0 cm,

CHCl3-MeOH-H2O=7:3:1, 총 10 L 사용)을 실시하여 총 9개의

분획물(SBB-1−SBB-9)을 얻었다. 그 중 SBB-2 (2 g)을 ODS

c.c (Φ 4.5×15.0 cm, MeOH-H2O=1.5:1, 총 2 L 사용)를 실시

하여 총 7개의 분획물(SBB-2-1−SBB-2-7)을 얻었다. 그 중

SBB-2−6 (1.3 g) 분획물에 대하여 중압분취장비(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YMC LC-Forte/R)를 이용하여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럼은 YMC-Pack ODS-A (20 mm×

250 mm, 10 μm)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은 A

(H2O) : B (MeOH)=45:55의 조건으로 30분간 10 mL/min의 유

속으로 280 nm 파장에서 분리를 진행하였다. 총 3개의 분획

(SBB-2-4-1−SBB-2-4-3)을 얻었고, 화합물 1 (SBB-2-4-2, 333.7

mg)를 분리하였다. SBB-5 (2 g)에 대하여 ODS c.c (Φ 4.5×15.0

cm, MeOH-H2O=1:1.5, 총 2 L 사용)를 실시하여 총 11개의 분

획물(SBB-5-1−SBB-5-11)얻었으며 그중 화합물 2 (SBB-5-6,

139 mg)를 분리하였다. SBB-9 (2.5 g)에 대하여 MPLC를 이용

하여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럼은 YMC-Pack ODS-

A (20 mm×250 mm, 10 μm)를 사용하였으며 10 mL/min의 유속

으로 210 nm 파장에서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동상의 기울기 조

건은 A (H2O) : B (Acetonitrile)=90:10의 조건에서 10분간 B를

25%로 증가시키고, 30분간 B를 35%로 증가시켰다. 총 10개의

분획물(SBB-9-0−SBB9-9)을 얻었으며 화합물 3 (SBB-9-1,

673.5 mg)을 분리하였다. SBB-9-7 (148.3 mg)에 대하여 MPLC

를 이용하여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럼은 YMC-Pack

ODS-A (20 mm×250 mm, 10 μm)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기

울기 조건은 A (H2O) : B (Acetonitrile)=72:18 조건으로 60분간

15 mL/min의 유속으로 203 nm 파장에서 분리를 진행하였다. 총

2개의 분획물을 얻었으며, 화합물 4 (SBB-9-7-1, 21.1 mg)을 얻

었다.

화합물 1 (harpagoside) White amorphous powder; m.p.

128-131 oC; IR (CaF2 window) νmax 3354, 1690, 1635, 1512

cm−1; 1H-NMR (600 MHz, CD3OD, δH) and 13C-NMR (150

MHz, CD3OD, δC) in Table 1; Negative ESI/MS m/z

493.1718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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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2 (angoroside C) White amorphous powder; m.p.

163-164 oC; IR (CaF2 window) νmax 3355, 1710, 1637, 1601,

1520 cm−1; 1H-NMR (600 MHz, CD3OD, δH) and 13C-NMR

(150 MHz, CD3OD, δC) in Table 1; Negative ESI/MS m/z

783.2645 [M-H]−.

화합물 3 (aucubin) White amorphous powder; m.p. 180-181
oC; [α]25

D −150° (c=0.10, CH3OH); IR (CaF2 window) νmax

3355, 1688, 1630 cm−1; 1H-NMR (600 MHz, CD3OD, δH)

and 13C-NMR (150 MHz, CD3OD, δC) in Table 1; Negative

ESI/MS m/z 345.1211 [M-H]−.

Table 1 1H-NMR (CD3OD; 600 MHz) and 13C-NMR spectral data (CD3OD; 150 MHz) of Compounds 1-4 δ in ppm, J in Hz

No.
Compound 1 Compound 2 Compound 3 Compound 4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1 94.6 6.18, br. s 132.9 - 97.77 4.90, d, 7.2 131.5 -

2 - - 112.8 6.71, d, 2.4 - - 115.4 6.69, d, 1.8

3 143.9 6.42, d, 6.6 147.6 - 141.6 6.30, dd, 6.0, 1.8 146.2 -

4 106.9 4.94, br. d, 6.0 147.4 - 105.7 5.09, dd, 6.0, 4.8 144.8 -

5 73.4 - 117.1 6.77, d, 7.8 46.3 2.60, m 116.6 6.67, d, 7.8

6 78.1 3.77, d, 3.6 121.2 6.65, dd, 7.8, 2.4 82.8 4.43, overlapped 123.3 6.57, dd, 7.8, 1.8

7 46.2
2.27, br. d, 15.6

2.02, dd, 15.6, 4.2
36.5 2.78, m 130.3 5.76, br. s 36.7 2.80, m

8 88.8 - 72.1 4.00, m 148.0 - 72.1 4.04, m

9 55.6 2.94, s - - 47.9 2.89, dd, 9.0, 1.2 - -

10 22.7 1.53, s - - 62.7
4.34, d, 15.0
4.18, d, 15.0

- -

1' 100.0 4.63, d, 8.4 105.0 4.34, d, 7.8 99.9 4.68, d, 7.8 104.2 4.38, d, 8.4

2' 74.6 3.23, dd, 8.4, 8.4 76.2 3.54, overlapped 74.9 3.21, dd, 7.8, 7.8 76.1 3.54, overlapped

3' 78.2 3.41, dd, 8.4, 8.4 81.6 3.83, dd, 7.8, 7.8 77.9 3.36, dd, 7.8, 7.8 81.6 3.81, dd, 8.4, 8.4

4' 71.8 3.32, overlapped 70.5 4.93, dd, 7.8, 7.8 71.6 3.27, overlapped 70.6 4.92, dd, 8.4, 8.4

5' 77.6 3.30, overlapped 75.0 3.36, br. dd, 7.8, 6.0 78.3 3.26, overlapped 76.3 3.39, br. dd, 8.4, 6.6

6' 62.9
3.94, dd, 12.0, 1.2
3.73, dd, 12.0, 6.0

69.1
3.70, overlapped
3.52, overlapped

61.4
3.85, dd, 12.0, 2.4
3.64, dd, 12.0, 5.4

62.4
3.62, overlapped
3.52, overlapped

1'' 135.9 - 127.6 - - - 127.7 -

2'' 130.0 7.40, m 111.8 7.15, d, 1.8 - - 117.2 7.05, d, 1.8

3'' 129.2 7.59, m 149.3 - - - 147.0 -

4'' 131.5 7.39, overlapped 151.0 - - - 149.9 -

5'' 129.2 7.59, m 116.4 6.78, d, 7.8 - - 115.5 6.78, d, 8.4

6'' 130.0 7.40, m 124.4 7.03, dd, 7.8, 1.8 - - 121.4 6.96, dd, 8.4, 1.8

7'' 120.1 6.51, d, 15.6 148.2 7.62, d, 15.6 - - 148.1 7.59, d, 16.2

8'' 146.1 7.67, d, 15.6 115.0 6.33, d, 15.6 - - 114.8 6.27, d, 16.2

9'' 168.7 - 168.4 - - - 168.4 -

1''' - - 103.1 5.15, d, 1.2 - - 103.1 5.19, d, 1.8

2''' - - 72.3 3.87, dd, 3.0, 1.2 - - 72.5 3.91, dd, 3.6, 1.8

3''' - - 72.1 4.00, dd, 7.8, 3.0 - - 72.4 4.04, dd, 7.8, 3.6

4''' - - 74.1 3.26, overlapped - - 73.9 3.29, overlapped

5''' - - 70.6 3.53, overlapped - - 70.7 3.57, overlapped

6''' - - 18.4 1.05, d, 6.0 - - 18.6 1.09, d, 6.6

1'''' - - 104.1 4.19, d, 6.6 - - - -

2'''' - - 72.4 3.71, overlapped - - - -

3'''' - - 73.8 3.76, overlapped - - - -

4'''' - - 69.6 3.70, overlapped - - - -

5'''' - - 66.7
3.83, overlapped
3.52, overlapped

- - - -

OMe - - 56.6 3.84, s - - - -

OMe - - 56.6 3.76, 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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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4 (acetoside) White amorphous powder; m.p. 179-

182 oC; IR (CaF2 window) νmax 3402, 1710, 1635, 1600,

1520 cm−1; 1H-NMR (600 MHz, CD3OD, δH) and 13C-NMR

(150 MHz, CD3OD, δC) in Table 1; Negative ESI/MS m/z

623.1945 [M-H]−.

UPLC-ESI-Q-TOF/MS 분석

분리된 화합물(1-4)을 10 ppm의 농도로 희석하여 기기분석에 사

용하였다. UPLC가 부착된 Q-TOF/MS 장비를 및 ACQUITY

BEH C18 컬럼(2.1 mm x 100 mm, 1.7 μm)을 사용하였고, 컬

럼의 오븐 온도는 30 oC로 설정하였다. 이동상 용매 시스템은

0.1% acetic acid 수용액 (A)와 Acetonitrile (B)로 이루어졌으며,

이동상 조건은 A (H2O) : B (Acetonitrile)=95:5의 조건에서 7분

에 B를 33%로 증가시키고, 8.5분까지 B를 33%로 유지시켰으

며, 10분까지 B를 100%로 증가시킨 후 15분에 B를 5%로 감

소시켰다. 컬럼 유속은 0.5 mL/min이며, 주입량은 2 μL이었다.

장비 분석 및 데이터 수집에는 UNIFI software (Ver 1.8.1,

Waters Corp.,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다.

HPLC를 이용한 정량분석

분쇄한 현삼 시료 50 g을 농축용 플라스크에 평량하고 70%

EtOH (400 mL)을 첨가한 후 환류 냉각추출기에서 70 oC로 열

수추출을 2회 반복하고 얻어진 추출액을 감압 농축하였다. 농

축 후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하여 동결건조를 진행하였으며

수율은 53%로 현삼 추출 동결건조물(26 g) 얻었다. 얻어진 동

결 건조물을 100 mg을 1 mL의 메탄올에 녹이고 0.2 μm의 13

mm 디스크 필터(Chromdisc Co., Daegu, Korea)로 여과하여

UV 검출기가 장착된 HPLC로 정량분석 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럼은 역상 컬럼인 Phenomenex Luna C-18 (4.6 mm×150

mm, 5 μ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 용매는 0.1% formic acid가

포함된 수용액 (A)와 0.1% form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

(B)이며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 주입량은 10 μL이었다. 컬

럼 오븐온도는 30 oC, 검출기의 흡광도는 203 및 280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동상 기울기 조건은 A (H2O) : B (Acetonitrile)

=90:10에서 B를 10%로 5분간 진행하고, 5-30분간 B를 90%로

증가시켰으며, 30-35분간 B를 100%로 증가시키고, 이후 35-42

분간 B를 다시 10%로 감소시킨 후 42-55분간 B를 10%로 유

지하였다. 분리된 화합물 4종을 메탄올에 용해시켜 표준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정량분석의 범위는 6.25-400 ppm 사이의 5 농도

에서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세포 배양

인간 간암 세포인 HepG2 (KCLB, Seoul, Korea) 세포는 10%

(v/v) FBS를 첨가한 DMEM 배지 (Lonza, Basel, Switzerland)

와 37 oC, 5% CO2, 95% humid air로 조절된 배양기를 사용하

여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시험

분리된 화합물들의 세포독성 실험은 MTT colorimetric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26]. HepG2 세포를 5×104 cells/

mL의 농도로 100 μL씩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배양하였다.

분주 12시간 후에 화합물을 농도 별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50

μL의 MTT [5 mg/mL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시약을

첨가하여 다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종료된 후, 배지

를 제거하고 100 μL의 DMSO를 첨가하여 형성된 formazan을

용해하고 Microplate reader (Bio-Tek, Vermont, VT,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화합물들의 에탄올

독성 억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HepG2 세포를 5×104 cells/mL

의 농도로 100 μL씩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12시간 후에

0.5 M의 에탄올과 현삼화합물을 농도 별로 동시에 처리하였다.

처리 24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ell viability (%)=[OD(compound)−OD(Blank)/

OD(control)−OD(Blank)]×100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n =3), 각 실험군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Graph-pad prism 5 software를 이용하

여 ANOVA 분산분석과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p <0.05).

결과 및 고찰

화합물 1는 White amorphous powder 형상으로서 TLC 전개

후, 10% 황산 발색 시 갈색으로 발색 되었다. 고분해능 질량분

석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z 493.1718 [M-H]− peak

의 관측으로 분자식은 C24H30O11 (Calcd. m/z 494.4884)으로 예

상하였고 질량 값은 494 [M]+로 확인하였다(Fig. 2). 1H-NMR

(600 MHz, CD3OD, δH) spectrum 과 13C-NMR (150 MHz,

CD3OD, δc) 스펙트럼을 통하여 두 개의 oxygenated quaternary

(δc 88.8, 73.4), 하나의 methylene (δc 46.2; δH 2.27/2.02)을

제외하고 화합물 3 (aucubin)과 유사한 iridoid 골격에, 하나의

ester (δc 168.7), 하나의 aromatic quaternary (δc 135.9), 다섯

개의 aromatic methine (δc 131.5, 130.0, 130.0, 129.2, 129.2;

δH 7.59, 7.59, 7.40, 7.40, 7.39), 두 개의 olefin methine (δc

146.1, 120.1; δH 7.67, 6.51) 을 추가로 관측하여, cinnamic

acid 가 하나 결합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1). 이를 종합해

서 문헌과 비교한 결과, harpagoside (Fig. 1)로 구조 동정 하였

다[27]. 화합물 2는 White amorphous powder 형상으로서

TLC 전개 후, 10% 황산 발색 시 분홍색으로 발색 되었다. 고

분해능 질량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z 783.2645

[M-H]− peak의 관측으로 분자식은 C36H48O19 (Calcd. m/z

784.7549)으로 예상하였고 질량 값은 784 [M]+로 확인하였다

(Fig. 2). 1H-NMR (600 MHz, CD3OD, δH) spectrum과 13C-

NMR (150 MHz, CD3OD, δc) 스펙트럼을 통하여 화합물 4

(acteoside)과 매우 유사한 구조에 당이 하나 더 결합했음을 예

상하였다. 당에서 유래한 signal 들의 chemical shift 및 anomer

proton signal의 결합정수(J =6.6 Hz) 로부터 당의 구조가 α-L-

arabinopyranose 임을 확인하였다. 당의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gHMBC를 확인한 결과, anomer proton (δH 4.19, H-

1'''')이 C-6'의 oxygenated methylene carbon (δc 69.1)과 cross

peak를 보여 α-L-arabinopyranose 가 β-D-glucopyranose 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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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서 문헌과 비

교한 결과, angoroside C (Fig. 1)로 구조 동정 하였다[28].

화합물 3은 White amorphous powder 형상으로서 TLC 전개

후, 10% 황산 발색 시 갈색으로 발색 되었다. 고분해능 질량분

석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z 345.1211 [M-H]− peak의

관측으로 분자식은 C15H22O9 (Calcd. m/z 346.3297)으로 예상하

였고 질량 값은 346 [M]+로 확인하였다(Fig. 2). 1H-NMR (600

MHz, CD3OD, δH) 스펙트럼에서 하나의 oxygenated olefin

methine (δH 6.30), 두 개의 olefin methine (δH 5.76, 5.29)

proton signal를 관측하였으며, 하나의 hemiacetal (δH 4.90), 하

나의 oxygenated methine (δH 4.43),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δH 4.34/4.18) proton signal을 관측하였다. 또한 하

나의 hemiacetal [δH 4.68 (H-1')], 네 개의 oxygenated methine

(δH 3.36, 3.27, 3.26, 3.21), 그리고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δH 3.85/3.64) proton signal 로부터 하나의 당이 존재함을 예상

하였다(Table 1). 이를 통해 화합물 3이 iridoid monoglycoside

임을 예상하였다. 13C-NMR (150 MHz, CD3OD, δC) 스펙트럼

에서 당으로부터 유래한 signal 들을 제외한 탄소수가 10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iridoid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에서 유

래한 하나의 hemiacetal [δc 99.9 (C-1')], 네 개의 oxygenated

methine (δc 78.3, 77.9, 74.9, 71.6),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δc 61.4) carbon signal의 chemical shift 및 anomer proton

signal의 결합 정수(J =7.8 Hz, H-1')로부터 세 당의 구조가 β-

D-glucopyranose임을 확인하였다.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gHMBC를 측정한 결과, 하나의 anomer proton (δH 4.86, H-1')

이 C-2'의 hemiacetal carbon (δc 97.77)과 cross peak를 보여

하나의 β-D-glucopyranose가 1번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proton signal (δH

4.34/4.18, H-10)이 C-7의 olefin methine carbon signal (δC

130.3)과 cross peak를 보여 ethyl 기가 C-8에 결합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문헌과 비교한 결과, aucubin (Fig. 1)

으로 구조 동정하였다[29].

화합물 4는 White amorphous powder 형상으로서 TLC 전개

후, 10% 황산 발색 시 분홍색으로 발색 되었다. 고분해능 질량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z 623.1945 [M-H]− peak

의 관측으로 분자식은 C29H36O15 (Calcd. m/z 624.5871)으로 예

상하였고 질량 값은 624 [M]+로 확인하였다(Fig. 2). 1H-NMR

(600 MHz, CD3OD, δH) 스펙트럼에서 세 개의 aromatic methine

(δH 6.69, 6.67, 6.57),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δH 4.04),

그리고 하나의 methylene (δH 2.80) proton signal을 통해 하나

의 hydroxytyrosol 이 존재함을 예상하였고, 세 개의 aromatic

methine (δH 7.05, 6.96, 6.78)과 두 개의 olefin methine (δH

7.59, 6.27) proton signal을 통해 하나의 caffeic acid 가 존재

함을 예상하였다. 또한 두 개의 hemiacetal [δH 5.19 (H-1''),

4.38 (H-1')], 여덟 개의 oxygenated methine (δH 4.92, 4.04,

3.91, 3.81, 3.57, 3.54, 3.39, 3.29),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δH 3.62/3.52), 그리고 하나의 methyl (δH 1.09) proton signal

로부터 각각 다른 두개의 당이 존재함을 예상하였다(Table 2).

이를 통해 이 화합물이 phenylethanoid glycoside임을 예상하였

다. 13C-NMR (150 MHz, CD3OD, δC) 스펙트럼에서 당으로부

터 유래한 signal 들을 제외한 탄소수가 17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의 hydroxytyrosol 과 하나의 caffeic acid가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에서 유래한 두 개의 hemiacetal [äc

104.2 (C-1'), 103.1 (C-1'')], 여덟 개의 oxygenated methine

(äc 81.6, 76.3, 76.1, 73.9, 72.5, 72.4, 70.7, 70.6), 하나의

oxygenated methylene (δc 62.4), 그리고 하나의 methyl (δc

18.6) carbon signal의 chemical shift 및 anomer proton signal

의 결합 정수(J =8.4 Hz, H-1', J =1.8 Hz, H-1''')로부터 두 당

의 구조가 β-D-glucopyranose와 α-L-rhamnopyranose 임을 확인

하였다. Kim 등의[30]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β-D-glucopyranose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compound 1-4 isolated from S. buerger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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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3의 carbon signal은 대개 78.7 ppm에서 관측되나, δC

81.6까지 저자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α-L-rhamnopyranose

가 β-D-glucopyranose의 C-3의 수산기와 결합하여 glycosidation

shift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

하여 gHMBC를 측정한 결과, 하나의 anomer proton (δH 4.38,

H-1')이 C-8의 oxygenated methylene carbon (δc 72.1)과

cross peak를 보여 하나의 β-D-glucopyranose가 hydroxytyrosol

의 8번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oxygenated methine proton (δH 4.92, H-4')이 C-9''의 ester

carbon (δc 168.4)과 cross peak를 보여 caffeic acid가 β-D-

glucopyranose의 4번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하

나의 anomer proton (δH 5.19, H-1''')이 C-3'의 oxygenated methine

Fig. 2 Ion chromatogram of compounds 1-4 (A) by UPLC-QTOF/MS in negative-ion mode. (B) High resolution mass spectra of harpagoside (1)

angoroside C (2) aucubin (3), and acetoside (4)

Fig. 3 HPLC analysis of roots of S. buergeriana. (A) Chromatogram of the extraction of roots of S. buergeriana at 280 nm and (B) Separation of a

standard mixture of compounds 1-4. [harpagoside (1), angoroside C (2), aucubin (3) and acetosi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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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δc 81.6) cross peak를 보여 α-L-rhamnopyranose가 β-

D-glucopyranose의 3번에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

합해서 문헌과 비교한 결과, acetoside (Fig. 1)로 구조 동정 하

였다[31].

화합물 4종의 정량분석을 위해 UV 검출기가 장착된 HPLC

를 사용하여 크로마토그램을 분석하였다. 최적의 용매 기울기

조건을 확립하고 분석된 결과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harpagoside (1)는 21.7분, angoroside C (2)는 19.5분, aucubin

(3)는 4.2분, acetoside (4)는 18.7분에서 검출되었다(Fig. 3). 검

량 곡선은 표준물질의 5농도 범위 안에서 측정된 값을 회기 분

석을 통해 작성하였다. 상관계수(r2)는 화합물 4종에 대해 각각

0.989 (1), 0.999 (2), 0.998 (3) 및 0.998 (4)로 매우 높은 값

을 보여주었다. 현삼에서 분리한 4종의 화합물의 함량분석한 결

과, 11.5 mg/g (1), 7.6 mg/g (2), 41.2 mg/g (3), 및 4.8 mg/g

(4)으로 확인되었으며 4종의 화합물 중 aucubin이 함량이 높았

고 acetoside는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Table 2).

현삼에서 분리한 단일 화합물 4종의 간세포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화합물 모두 HepG2

(100 μM) 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B). 세포손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알코올(0.5 M)를 처리하

여 독성 유발에 따른 세포의 손상 또는 세포 사멸에 대한 화합

물의 간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 처리에 따른 세

포 생존율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알코올 처리군은 정상 대조

군(100%)과 비교하여 세포 생존율이 약 42.2%까지 감소하였

다. 알코올 처리 후 화합물 2, 4의 처리군은 각각 74.2% (2)

및 82.1% (4)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났었고, 알코올 처리군과 비

교 시 각각 31.2% (2) 및 50% (4)의 증가율을 보였다(Fig. 4A).

Mostafa 등[32] 연구에 의하면 angoroside C는 항산화 활성

이 보고되어 있으며, Li 등[33] 연구에서는 acetoside 성분이

H2O2로 유도된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현삼에서 분리한 phenylethananoid 중 angoroside C의 간세

포 보호 활성 및 화합물들의 함량분석은 이번 연구에서 처음

보고하였다. 활성 화합물의 간세포 보호효과의 작용 기작 규명

을 위해서 분자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기전 연구 및 동물

모델을 이용한 in vivo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현삼(Scrophularia buergeriana) 뿌리를 80% Methanol수용액으

로 추출한 뒤, 감압 농축한 추출물을 EtOAc, n-BuOH과 H2O

층으로 계통 분획을 실시하였다. n-BuOH분획에 대하여 silica

gel, octadecyl SiO2 column chromatograph 및 중압분취(MPLC)

장비를 반복 실시하여 4종의 phenylethanoid glycoside 및

iridoid glycoside계의 화합물을 분리하였다. NMR 및 Mass데이

터를 해석하여, harpagoside (1), angoroside C (2), aucubin

(3) 및 acetoside (4)로 구조 동정하였다. 분리한 4종의 화합물

에 대하여 HPLC 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량분석한 결과, 11.5

mg/g (1), 7.6 mg/g (2), 41.2 mg/g (3), 및 4.8 mg/g (4) 이

현삼 뿌리에 함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현삼으로부터 분리된 화

합물 중 angoroside C 및 acetoside는 에탄올에 의해 저해된 세

포 성장률을 검증한 결과, 간암세포종인 HepG2세포에 대해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 Effect of compounds on the cytotoxicity in ethanol-damaged HepG2 cells. (A)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0.5 M ethanol and various

concentrations of compounds for 24 h. (B)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mpounds for 24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MTT assay.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0.001; control vs. ethanol only treated HepG2 cells, **p <0.01; ethanol only treated

HepG2 cells vs. ethanol and compound-treated HepG2 cells

Table 2 Quantification of 70% EtOH extracts from S. buergeriana compounds 1-4 by HPLC-UV analysis

Compounds Calibration Curves r² Linear range (ppm) Content (mg/g) LOD1) (ng/μL) LOQ2) (ng/μL)

Harpagoside (1) y=145.28x–411.58 0.989 0.19-200 11.5 2.85 2.90

Angoroside C (2) y=11.583x–4.8857 0.999 0.39-100 7.6 0.68 1.29

Aucubin (3) y=0.0886x+0.4503 0.998 19.53-312.5 41.2 28.78 107.78

Acetoside (4) y=35.879x–2.5453 0.998 0.39-25 4.8 0.01 0.21

1)LOD; Limit of detection, 2)LOQ; Limit of qua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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