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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cetin which isolated form the roots of Houttuynia cordata.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IR, ID and 2D 

NMR specta by direct comparison with authentic compounds. Protein tyrosine phophatase 1B (PTP1B) is thought to 

be a negative regulator in insulin signal-transduction pathway. Insulin-resistance by the activation of PTP1B is a 

hallmark of both type 2 diabetes and obesity. Thus, the compound inhibiting PTP1B can improve insulin resistance and 

can be effective in treating type 2 diabetes and obesity. Quercetin which measured the inhibitory activity against 

PTP1B was 92.1% inhibition in the 30 μg/mL, 83.4% inhibition in the 6 μg/mL and 76.5% inhibition in the 3 μ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quercetin retains a potential PTP1B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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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 달 과정에 있어서 

단백질의 인산화 (phosphorylation)와 탈인산화 

(dephosphorylation) 반응의 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생리  반응을 이끌어 내게 됨으로써, 단

백질의 인산화에 여하는 효소 (protein kinase)에 한 연구가 

지난 20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물론 단백질 탈인산화에 여하는 효소 (protein 

phosphatase) 한 심의 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는 

데, serine/threonine 잔기의 탈인산화에 여하는 protein 

phosphatase (PTPase)와 tyrosine 잔기의 탈인산화에 작용하는 

protein tyrosine phophatase (DS-PTPase)는 PTPase의 새로운 종

류로 알려졌으며, tyrosine 잔기만을 탈인산화시키는 PTPase 와

는 달리 serine/threonine과 tyrosine 잔기를 동시에 탈인산화시

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DS-PTPase는 세포의 분열과 성

장을 한 cell cycle의 조 에 여하는 요한 조 인자로 작용

한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1). 

    지 까지 알려진 DS-PTPase나 PTPase의 해물질로는 

vanadate (sodium orthovanadate), phenylarsine oxide (PAO), 

dephostatin, stevastelins, dnacin, dysidiolide, RK682등을 들 수 

있다2). 특히 천연물에서 발견된 dnacin, dysidiolide, RK682는 

cdc25의 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stevastelins는 vaccinia 

H1-related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VHR)의 해물질로 

발표 된 바 있다
3).

    인슐린 (insulin)은 체내의 당과 지방, 에 지의 사  

장에 여하는 요한 호르몬으로, 인슐린 신호 달은 인슐린 수

용체 (insulin receptor, IR)에 인슐린이 결합되면, 인슐린 수용체

의 tyrosine 잔기들이 자동 인산화 (autophosphorylation)되면서 

시작되어 세포 내로 신호를 달하고 난 후, 하나 는 그 이상

의 PTPase에 의해 인슐린 수용체의 β-subunit이 탈인산화 되면

서, 수 분 이내에 원래의 인산화 수 으로 돌아오면서 종결된다
4,5). PTPase는 인슐린 신호 달을 조 하는 요한 효소로 주로 

인슐린 감수성이 높은 근육, 간, 지방세포에서 동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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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cocyte common antigen- related (LAR) PTPase, receptor 

protein tryosine phophatase (RPTP)-α, Srp (SH-PTP2/PTP2C or 

PTP1D), PTPase C와 PTP1B 등이 보고되어 있다6)
. 이 에서 

PTP1B는 인슐린 작용기작의 기에 인산화된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 수용체 기질을 탈인산화시키는 인슐린 negative 

regulator로 알려져 있다
7)

. 

    PTP1B는 비만과 일부 당뇨환자를 포함한 인슐린 항성이 

높은 경우에 PTP1B의 과발 이 찰되었고, 동물 실험에 있어서 

PTP1B gene을 제거하거나 PTP1B항체를 이용해 PTP1B의 발

을 억제하면, 인슐린 항성은 낮아지며 비만과 제 2형 당뇨가 

개선되는 것이 찰되었다8)
. 이 게 인슐린 자극에 의한 기의 

신호 달체계에서 insulin receptor (IR), insulin receptor 

substrate 1 (IRS-1)의 탈인산화 조 체로서 PTP1B가 작용한다는 

보고와, PTP1B gene의 antisense, anti-PTP1B 등을 이용한 

PTP1B의 차단은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를 높여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9). 한 PTP1B의 발 이 억제된 쥐의 조직에서는 인

슐린 감수성이 증가하 고, 기  사율  체 에 지 소비가 

증가하 으며, 고지방식의 섭취에도 체 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감소하 다. 이 같은 결과는 PTP1B가 인슐린 신호체계의 요한 

조 체이고, 비만과 제 2형 당뇨의 개선에 있어서 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아울러 비만에 의한 인슐린 내성의 증가

를 해결함과 동시에 PTP1B와 비만유도의 계가 입증되고 있어, 

제 2형 당뇨의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의 개발을 한 목표 기작으로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10). 

재 PTP1B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제 2형 당뇨치료제의 개

발을 한 가장 요한 목표 기작으로 인정되어 활발히 약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1).

    최근 항산화제로서 역할과 함암제로서의 효용이 심의 

상이 되고 있는, 어성  (Houttuynia cordata)는 삼백 과 

(Sauru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본으로, 효능은 이뇨, 해독, 강

심, 해열, 배농작용, 항균작용, 항암작용과 축농증, 폐렴, 염, 습

진, 매독, 심증, 담석증, 신장병, 통풍, 치질, 당뇨병, 고 압,12-14) 

제질병의 치료와 피부미용을 하여 복용한다15)
. 1985년 일본 히

로시마의 원폭피해자들  어성 를 지속 으로 마신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다고 보고하 다16). 성분으로는  (全草)에 정유

가 함유되었는 데, 그 에 살균성분으로 decanoyl acetaldehyde, 

methyl-n-nonyl-ketone, α-pinene, linalool  camphene, d- 

limonen, bornyl acetate, caryophyllene, myrcene, laurin 

aldehyde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에 cordine도 함유되어 있다. 화

수  과수에는 isoquercitrin, 잎에는 quercitrin이 함유되어 있

고, 꽃․잎․과실의 flavonoid는 같으며, 어느 것이나 quercitrin, 

quercetin, isoquercitrin, reynoutrin, hyperin이 함유되었다는 보

고도 있다. 근경 (根莖)의 정유에도 decanoyl acetaldehyde가 함

유되어 있다17).

    이에 본 연구는 어성 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quercetin을 분

리한 후, 분 학 인 방법으로 분자구조를 규명하 으며, 

quercetin의 PTP1B의 발 에 한  억제효과가 찰되었기에 보

고합니다. 

재료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어성 는 일신약품 (주)에서 건 를 구입

하여 사용하 다. 

2. 시약  기기

    PTP1B 기질인 para-nitrophenyl phosphate (p-NPP)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PTP1B enzyme은 Biomol Research Labs, Inc. 

(Plymouth Meeting, P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3. 어성 의 메탄올 추출물

    어성 의 지상부를 잘 음건하여 1 kg을 5 L 삼각 라스크

에 메탄올 (3 L)넣고, 실온에서 2 일간 빛을 차단하여 방치하

다. 이와 같이 세번 반복 하여 얻은 것을 0.4 μm 필터로 여과한 

후 여과액을 35℃에 감압농축하여 메탄올 추출물 121 g ( 12.1%)

을 얻었다. 메탄올 추출물 121 g에 3차 증류수 800 mL를 넣어 잘 

용해시킨 후, 2 L분획 깔 기에 넣고 동일 부피의 헥산을 넣어 

헥산 분획을 얻었다. 이와 같이 2번 반복하여 35℃에 감압 농축

하여, 헥산 분획 11 g (9.0%)를 얻었다. 물 층에 다시 에틸 아세테

이트 (800 mL)를 넣어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을 얻었다. 이와 같

이 2번 반복하여 35℃에 감압 농축하여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 

20.0 g (16.5.0%)를 얻었다. 물 층에 다시 부탄올 (800 mL)을 넣어 

부탄올 분획을 얻었다. 이와 같이 2번 반복하여 35℃에 감압 농

축하여 부탄올 분획 8.7 g (7.2%)를 얻었다.

4. 어성 의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 20 g을 100 mL 둥근 라스크에 넣

고, 에틸 아세테이트에 녹인 후, C18 SiO2 40 g을 넣고 coating 시

킨 후,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제거시켜, C18 실리카겔 (200 g) 이 

충진된 column chromatography에 chloroform/methanol (100:0, 

98.5:1.25, 97:3, 93.75:6.25, 97.5:12.5, 75:25, 50:50, 0:100)로 순차

으로 개시켜, Fr. 1; 240 mg, Fr. 2; 320 mg, Fr. 3; 270 mg, Fr. 

4; 1,250 mg, Fr. 5; 1,569 mg, Fr. 6; 1,321 mg, Fr. 7; 500 mg, Fr. 

8; 241 mg을 얻었다. Fr. 7 (500 mg)을 silicagel 60 RP-18 (40-63 

μm)에 loading하여, gradient (H2O/MeOH; 100:0, 28:80, 40:60, 

60:40, 80:20, 0:100, EtOAC/MeOH; 50:50) 개시켜 얻은,  Fr. 1; 

23 mg, Fr. 2; 10 mg, Fr. 3; 23 mg, Fr. 4; 12 mg, Fr. 5; 11 mg, 

Fr. 6; 7mg, Fr. 7; 17 mg을 얻었다. 이 에서 Fr. 3 (23 mg)을 

prep-HPLC (C-18 reverse column; Hitach CAPCell PAK; C18 

250 × 10 nm, 5 nm)를 사용하여, quercetin (1) (3.8 mg)을 분리

하 다. Quercetin은 분 학 인 방법에 의하여 분자구조를 규명

하 으며, 보고된 문헌결과와 일치하 다(Fig. 1)18-21).

5. 생리활성물질의 HPLC 

    Prep-HPLC model Hitachi 7400을 이용하여, Table 1의 조

건으로 수행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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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ttuynia cordata

Extracted with MeOH R.T. for 2 days
Coated with C18 SiO2 15g
Eluted with CHCl3/MeOH

1 2 3 4 5 6 7 8Fraction

100:0 98.5:1.25 97:3 93.75:6.25 97.5:12.5 75:25 50:50 0:100Solvent ratio
(CHCl3/MeOH)

240 2,320 3,270 1,250 1,569 1,321 500 241Mass (mg)

Silicagel 60 RP-18
Eluted with H2O/MeOH 

Prep-HPLC (Hitachi CAPCell PAK )
Pressure 4000 
Flow rate 1.5 ml/min
Column : C-18 reverse
Mobile phase : H20/CH3CN
Detector : UV 7400 at 220 nm

Quercetin 

1 2 3 4 5 6 7Fraction

100:0 20:80 40:60 60:40 80:20 0:100 50:50Solvent ratio
(CHCl3/MeOH)

23 10 23 12 11 7

(EtOAC/
MeOH)

Mass (mg) 17

Fig. 1. Isolation of quercetin from Houttuynia cordata methanol 

extract.

Table 1. Analytical method of prep-HPLC chromatogram on 

quercetin.

Condition

Column Hitachi CAPCell PAK C18 250 × 10 mm, 5 mm)

Detector UV (Hitachi L7100 pump)

Pressure (kg/cm
3
) 4000

Flow rate (mL/min) 1.5

UV (nm) 220

Absorbance 1

Mobile phase H2O/Acetonitrile

Injection Vol. 150 μL

Injection amt. 6 mg

Chart speed 150 mm/hr

Retention time (min) 38.8

6.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1B (PTP1B) 해활성 측정

    Tonks 등의 방법에 따라 p-NPP를 기질로 이용하여 탈인산화 

정도를 측정하여, PTP1B에 한 해활성을 조사하 다. PTP-1B 

(50 μg, 100 μL)를 증류수에 0.05 μg/μL로 희석하여, 20 mM 

p-NPP (0.1M NaCl, 1 mM EDTA, 50 mM citrate, pH 6.0, 1 mM 

DTT)와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0 N NaOH를 10 μL 첨가

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다음, 41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7. 통계처리

    실 결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하 고 P-value 

가 0.05 이하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명하 다.

결과  고찰 

1. Quercetin의 구조동정

    1H-NMR spectrum에서는 aromatic region에서 6.52 ppm 

(
1H, d, J= 1.8 Hz)  6.26 ppm (1H, d, J= 1.8 Hz)의 두 proton 

signal이 doublet으로 서로 coupling하고 있으며, coupling 

constant 값이 J= 1.8 Hz인 것으로 보아 meta-coupling하는 

flavonoid A-ring의 형 인 proton이 찰되었고, 7.68 ppm 

(1
H, dd, J= 2.4, 8.7 Hz)의 proton이 6.99 ppm (

1
H, d, J= 8.7 Hz)

의 proton  7.83 ppm (
1
H, d, J= 2.4 Hz)의 proton과 각각 

ortho-, meta-coupling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flavonoid 

B-ring의 3‘, 4’번 치가 치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C-NMR spectrum의 결과에 의하면, 148.41 (C-2), 136.72 

(C-3), 176.58 (C-4)의 carbon peak들로부터 flavone의 골격임을 

알 수 있었으며, MS 분석 결과 m/z 302에서 peak가 찰되어 분

자량 (302)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어

성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quercetin으로 동정하 으며, HMBC

의 상 계와 기타 1D/2D-NMR spectral data가 문헌치18)
와 일

치함을 확인하 다(Fig. 2). 

Fig. 2. Improtant HMBC correlations establishing the structure of  

quercetin.

2. 어성  추출물과 quercetin의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1B (PTP1B) 해활성

    어성 의 각 용매 추출물과 분획물, quercetin를 이용하여 

PTP1B의 효소 활성 해를 연구한 결과, 일차 으로 생약 시료

를 최종농도 30 μg/mL에서 검색한 결과, 어성 의 메탄올 추출

물에서 분리한 quercetin과 극성용매를 사용하여 얻은, 물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 메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에 한 계통

분획으로 얻은, 헥산 분획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 부탄올 분

획물에서 50% 이상의 해 활성을 찰할 수가 있었다. PTP1B

의 효소 활성 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에서도 quercetin, 

메탄올 추출물, 핵산 분획물은 90% 정도의 강한 해 활성을 

찰할 있었다. 이차 으로 생약 시료를 농도인 최종농도 6 μ

g/mL에서 검색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과 부탄올 분획물을 제외

한 나머지 추출물  quercetin에서 PTP1B의 효소 활성 해율

이 70% 이상의 높은 효소활성을 찰할 수가 있었다. 그 지만, 

3 μg/mL의 낮은 농도에서도 물 추출물, 헥산 분획물, quercetin

에서 50%이상의 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

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어성  추출물은 PTP1B에 해 높은 

해활성을 보 다. 앞으로 어성 의 PTP1B 해 물질의 검색은 

제 2형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개발을 한 기 연구로 활용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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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hibition of PTP1B by the various solvents of Houttuynia 

cordata
.

Samples
Inhibition (%)

30 μg/mL 6 μg/mL 3 μg/mL

Water Ex. 86.5 84.9 83.2

Ethanol Ex. 81.5 64.7 33.8

Methanol Ex. 90.7 71.8 45.9

n-Hexane Ex. 91.1 79.4 69.7

Ethyl acetate Ex. 71.6 70.0 47.3

Butanol Ex. 72.5 29.0 23.4

Quercetin 92.1 83.4 76.5

결    론

    어성 에서 용매 추출하여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1B (PTP1B) 해활성을 알아보기 하여, 용매에 따른 추출물과 

quercetin의 PTP1B 해활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물, 메탄올,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어성 로부터 

추출한 결과, 30 μg/mL에서는 메탄올 추출물, 물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의 순서로 해 활성이 높았으며, 6 μg/mL와 3 μg/mL에

서는 물 추출물, 메탄올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의 순서로 해 활

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성 의 메탄올 추출물을 헥산, 에틸아세

테이트, 부탄올의 순서로 분획하여 농축한 추출물에서, 30 μ

g/mL에서는 헥산 분획, 부탄올 분획,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의 

순서로 해 활성이 높았으며, 6 μg/mL과 3 μg/mL에서는 헥산 

분획,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 부탄올 분획의 순서로 해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성 의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분획하여 분리한 

quercetin에서 30 μg/mL에서는 92.1%, 6 μg/mL에서는 83.4%, 3 

μg/mL에서는 76.5% 로 해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어

성 의 추출물에 한 생리활성물질을 분리  분석하여, PTP1B

의 해활성에 한 연구를 진행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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