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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Monoamine oxidase (EC, 1.4.3.4; MAO)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며, 신경전

달물질로 작용하는 활성 monoamine류인 catecholamine 및 serotonin 등의 대사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뇌에서 그들을 조절하는 FDA 함유 효소이다. MAO 저해제들은 각자의 특이성에

따라 우울증, 알코올중독, 정신분열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MAO-A에 선택적인 저해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층 경감되는 항우울작

용을 나타내며, 또한 노인성 치매질환과 알츠하이머 질환의 약물로는 MAOI-B가 효과적이라

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늪이나 개울가에서 볼 수 있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다

년초로서 국내에 흔히 자생하고 있는 소리쟁이 (Rumex crispus)로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 최대의 효능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을 activity-guided fractionation 방법에 따라 MAO 저

해활성물질을 탐색하여 새로운 기능성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청주시 인근에서 채집하여 세절하여 음건한 소리쟁이의 뿌리를 70% MeOH을 가한 후 상온에서 3일

간 방치한 냉침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추출액은 여과한 후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추출물을 얻었으며,

냉장고에 보관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 실험방법

1. 추출 및 분획: 소리쟁이 MeOH 추출물에 증류수를 가하여 현탁시키고, CH2Cl2, EtOAc, n-BuOH의

용매순으로 3회 분획하였다. 각각의 용매의 가용성 분획과 물층을 포함한 각 분획에 대해서 MAO

assay를 실시하였다. CH2Cl2 분획을 CH2Cl2에서 MeOH의 gradient 용출액을 이용한 silicagel

column chromatography로 분획하였다. 이중 분획 1로부터 재결정 방법에 의해 compound 1을 단리한

후, 이에 대해서 MAO assay를 실시하였다.

2. MAO 활성의 측정

1) 시료의 조제: 각 용매분획은 vacuum oven에 1시간 이상 방치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MAO 활성을 측정하였다. 단일 화합물에 대한 MAO 활성측정은 1차적으로 50 ㎍/mL에서

실시하였다. 검색용 시료를 조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DMSO를 사용하였다.

2)효소원 부분정제: MAO 효소원의 부분정제에 사용된 마우스는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사육실

에서 사육된 ICR 웅성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MAO 효소원은 Naoi의 방법 (Naoi 등, 1989)

에 준하여 부분 정제하였다. MAO 효소원은 -20℃에서 보관하였다.

3)MAO 활성측정: MAO 활성은 Kraml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4)통계처리: 실험결과는 동일시료에 대해 반복하여 얻은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mean±S.E.M으

로 나타내었다 (n>4). 시료에 의한 효과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유의차 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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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Results)

1.Compound 1은 White plate (MeOH)의 결정형으로, Liebermann-Buchard에 양성을 나타내었고,

EI-MS에서 분자이온 피크가 414 [M+]로 측정되었다. IR spectrum에서는 hydroxy기에 의해 3410

cm-1, aliphatic double bond에 의해 1640 cm-1, trisubstituted double bond에 의해 840, 800 cm-1에

서 흡수밴드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sterol의 spectrum으로 compound-1은 sterol로 추정되었다. 또한

1H-NMR에서는 quartenary methyl기에 의한 δ 0.68 (3H, s, 18-CH3), 1.01 (3H, s, 18-CH3)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δ 5.36 (1H, br s, H-6)에서는 olefinic proton signal은 C-5위치에 이중결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spectral data를 바탕으로 compound-1을 β-sitosterol로 추정하고 문헌상의

물리화학적, 기기분석 데이터와 비교하여 구조를 동정하였다 (Fig. 1).

2. 소리쟁이 용매분획층을 MAO assay 방법에 따라 활성을 평가한 결과, MeOH 추출물에서는 250

㎍/mL의 농도에서 대조군의 약 22%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각 용매분획별 활성을 살펴본 결과,

CH2Cl2 분획과 EtOAc 분획에서는 200 ㎍/mL의 농도에서 각각 대조군의 약 17%와 23%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n-BuOH 분획과 물층에서는 각각 대조군의 약 82%와 95%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CH2Cl2 분획과 EtOAc 분획에 강한 MAO 저해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AO 저해활성

을 나타낸 CH2Cl2 분획을 silicagel column chromatography (CH2Cl2-MeOH gradient) 실시하여 7개

의 분획으로 나누어 각 분획에 대한 MAO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분획 2와 분획 5에서 강한 저해

활성이 나타났다 (Table 1). 또한 분획 1로부터 단리한 compound-1에 대한 MAO 저해활성을 평가하

였으나, 저해활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MAO 저해활성을 나타내고 있는 분획 2와 분

획 5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질에 대한 동정 및 활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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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emical structure of compound-1

Table 1. Effects of various fractions from CH2Cl2 layer on MAO activity
Fraction

Concentration

(㎍/mL)

MAO activity (% of control)

(nmol/min/㎎ protein)

Control 2.305±0.122 (100)

ME-1 150 0.950±0.069 (41.2)***

ME-2 150 0.220±0.015 ( 9.5)***

ME-3 150 0.840±0.081 (36.4)***

ME-4 150 1.179±0.121 (51.1)**

ME-5 150 0.351±0.011 (15.2)***

ME-6 150 1.325±0.085 (57.5)**

ME-7 150 1.215±0.091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