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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ity-guided isolation from an ethylacetate-soluble fraction of a 70% (v/v) ethanolic extract from the roots of 
Taraxacum ohwianum, using a pancreatic lipase inhibition assay, resulted in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five 
phenolic metabolites of previously known structure; these were 3,5-di-O-caffeoylquinic acid, chicoric acid, caffeic 
acid, protocatechuic aldehyde, and luteolin. All structures were confirmed by NMR and MS scpectroscopic data. 
Of these compounds 3,5-di-O-caffeoylquinic acid exhibited the most potent inhibitory activity, with IC50 of 65.1±0.7 
mM against pancreatic li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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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소득수준의 향상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식생활, 식습

관 등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서구화됨에 따라 만성질환이

나 성인병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비만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섭취에너지와

소비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한 에너지 대사이상으로서, 결과

적으로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정의되며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고에너지나 고지방을 함유

한 음식의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의 증가나 체내

지방 축적이지만, 최근에는 신경내분비 계통의 이상, 약물,

유전적 요인 및 생화학적 이상반응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비만은 단순히 외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와 더불어 고혈압, 제 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관절염, 동맥경화, 암 등의 심각

한 성인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3,4). 비만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는 식사 및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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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최근에는 식욕억제제, 열 생산 촉진

제, 흡수억제제의 개발이 진행되어 항비만약의 유용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방분해효소 저해제

(pancreatic lipase inhibitor)가 관심을 받고 있다. Pancreatic

lipase는 triglyceride를 2-monoacylglycerol과 fatty acid로 분

해하는 key enzyme으로 작용한다(5). 대표적인 pancreatic

lipase inhibitor는 Streptomyces toxitricini로부터 유래된

lipstatin의 유도체인 tetrahydrolipstatin (orlistat)으로서, 현

재 항비만 의약품으로서 시판중이며 섭취된 지방의 약 30%

를 저해할 정도로 효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그러나 이와 같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orlistat은 위장

장애, 과민증, 담즙분비장애, 지용성 비타민 흡수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최근에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소재로부터 pancreatic lipase 저해제를

저해 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다수의 연구팀

에 의해 진행 되고 있으며(9), Platycodin grandiflorum,

Salvia officinalis, Salacia reticulate, oolong차로부터 지방분

해 효소를 억제하는 활성성분이 보고되었다(10). 본 연구팀

도 천연물 유래의 항비만 선도물질 개발의 일환으로 천연소

재 및 천연물에 생물전환기법을 적용하여 pancreatic li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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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제를 분리하여 그 효능에 대해 보고하였다(11-13). 본

연구에서는 약용식물로 부터 pancreatic lipase의 활성을 저

해하는 천연물질을 탐색하고자 국내의 자생식물을 대상으

로 lipase 저해능력을 측정하였으며, 그중에서 우수한 저해

능을 나타낸 민들레 뿌리의 70% ethanol 추출물에 대하여

활성물질 탐색을 수행하였다.

민들레는 국화과(Compositae)에 속한 다년초로서 한방

에서 건조한 전초를 봄과 여름에 채취하여 해독, 소염, 이뇨

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왔다(14). 식품공전에는 민들레의

어린순, 어린잎, 뿌리부위를 식품의 주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 한약도감에는 소염, 항균,

이뇨, 유즙분비 촉진, 적출심장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5,16).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울릉 민들레는

서양민들레의 왕성한 번식력에 밀려 토종 민들레를 찾아보

기 힘든 현실에서 울릉도 자생 민들레의 항비만 효과를

평가하고 우수성을 알리고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검증이 전무한 울릉도 민들레 뿌

리의 70% ethanol 추출물로부터 3종의 cafffeic acid 유도체

및 2종의 페놀성 화합물을 분리, 동정하였으며 이들 화합물

의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을 확인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시료로 사용한 울릉도 자생 민들레(Taraxacum

ohwianum) 뿌리는 경북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2009년도 9

월에 채취한 민들레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시료는 본대학교

의 한약재약리학과 천연물화학실험실에 보관하고 있다.

추출물의 제조 및 분획

신선한 민들레 뿌리 1.2 kg을 분쇄기로 잘게 마쇄한 후

70% ethyl alcohol (EtOH) 8 L로 3일간 3회 반복 추출한

후 얻어진 결과물(235.0 g)에 대해 pancreatic lipase 저해효

능을 평가한 결과 IC50이 141.0±3.0 mg/mL의 효능을 나타내

었다. 계속해서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극성에 따른 분획은,

70% EtOH 추출물을 감압농축하여 EtOH을 제거하고 물에

현탁된 추출시료를 저극성용매인 n-hexane으로 먼저 추출

한 후 수용층을 다시 ethyl acetate (EtOAc), n-butyl alcohol

(n-BuOH)을 이용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3회 분획하여 추출

하였다. 각 용매추출 분획을 감압 농축하여 건조 시킨 후

n-Hexane 가용분획(3.6 g), EtOAc 가용분획(8.0 g), n-BuOH

가용분획(32.4 g), H2O 가용분획(158.5 g)을 각각 얻었다.

각 가용분획에 대하여 지방 흡수와 관련되어 있는

pancreatic lipase에 대한 활성을 측정하여 가장 강한 활성을

타나낸 민들레 70% ethanol 추출물의 EtOAc 가용부(IC50

= 43.3±3.4 mg/mL)에 대해 activity-guided isolation을 수행

하여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를 실시하였다(Fig. 1).

Taraxacum ohwianum  (1.2 kg)

70% EtOH

n-Hexane ext.
(3.6 g)

EtOAc

n-BuOH ext.
(32.3 g)

n-BuOHEtOAc ext.
(8.0 g)

H2O ext.
(158.5 g)

Cncd.
n-Hexane

Toyopearl HW 40 (c) gel

ODS gel

A part of EtOAc soluble portion (5.0 g)

TO-1 TO-2 TO-3 TO-4 TO-5 TO-6

Compd. 3 Compd. 4 Compd. 1
Compd. 2

Compd. 5

ODS gelODS gelODS gel

Fig. 1. Isolation procedure for pancreatic lipase inhibitors from
the roots of Taraxacum ohwianum.

활성물질 분리

EtOAc가용분획 5.0 g을 H2O―MeOH 혼합용매를 용출용

매로 사용하여 Toyopearl HW 40 (coarse grade; 1.5 cm i.d.

x 60 cm)를 사용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총

6개의 분획[TO-1; H2O―MeOH (100:0), TO-2; H2O―

MeOH (7:3), TO-3; H2O―MeOH (1:1), TO-4; H2O―MeOH

(3:7), TO-5; H2O―MeOH (0:10), TO-6; H2O―Me2CO (3:7)]

으로 나누었으며, 각 분획물에 대하여 활성을 테스트 한

결과 TO-4 (IC50 = 40.3±2.7 mg/mL)의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을 확인하였다. 얻어진 소분획 TO-4 (300 mg)에 대해

YMC gel ODS AQ 120S (1.1 cm i.d. x 38 cm)를 이용한

칼럼크로마토그래피및 ODS column (YMC gel ODS A-323,

4.6 mm x 150 mm)을 이용한 semi-preparative HPLC를 수행

하여 3,5-di-O-caffeoylquinic acid (1) (18.5 mg), chicoric acid

(2) (4.6 mg)를 분리하였으며, 활성이 비교적 약한 TO-1,

2, 5로부터는 각각 caffeic acid (3) (2.7 mg), protocatechuic

aldehyde (4) (3.3 mg), luteolin (5) (5.7 mg)을 순수 분리하였

다(Fig. 2). 이동상 용매로는 H2O (solvent A)와 acetonitrile

(solvent B)를 사용하여 gradient elution을 다음과 같이 수행

하였다. 0-5 min, 100% A; 5-15 min, 50% A, 50% B; 15-30

min, 100% B로 물질 분석 및 분리를 하였으며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을 유지하였고 280 nm에서 화합물을

검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및 기기로서, HPLC는

Shimadzu LC-10A를 사용하였으며, Fraction collector는

Advantec SF-160을 사용하였다.
1
H,

13
C NMR과

1
H-

1
H

COSY, NOESY, HSQC, HMBC 스펙트럼은 CD3OD 용매를

이용하여 600 MHz FT-NMR spectrometer (Varian VNS600)

로 측정하였으며, 추출 및 Column chromatography용 용매

는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TLC plate는 Kiesel gel 60 F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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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k) 및 RP-18 (Whatman)을 사용하였다. Column

chromatography용 고정상은 Toyoperal HW-40 (Tosoh,

Tokyo, Japan) 사용하였고, octadecyl silica gel (ODS)은

Merck 사에서 생산한 Lichroprep RP-18 (40-63 mesh)을 사

용하였다. Semi-prep용 column으로서는 YMC gel ODS

A-302 (4.6 mm x 150 mm)을 이용하여 순수물질분리를

하였다. 발색시약으로는 vanillin-sulfuric acid 시액, 10%

sulfuric acid 시액을 사용하였고, TLC spot검출에는 UV

lamp의 파장은 254 및 360nm를 사용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multiplate spectrophotometer (Tecan, Infinite F200, Austria)

로 각 흡수대에 따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ancreatic lipase 저해활성 측정

Pancreatic lipase 저해활성 측정은 Kim 등(14)이 행한 방

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즉 enzyme buffer에 lipase를

0.5 mg/200 mL의 농도로 4℃를 유지하면서 용해한 후 4000

rpm으로 원심 분리를 하여 상층액을 사용하여 169 uL

Tis-HCl buffer와 6 uL enzyme buffer를 혼합한다. 샘플은

DMSO로 용해하여 final 농도가 3%가 되도록 한 후 다양한

농도로 희석하여 positive control을 MeOH에 녹인 후 사용

3,5-Di-O-caffeoylquinic acid (1)

OH
OH

CHO

O

OH

O

COOHHO

O

OH

OH

O

HO

HO

OH

OH

OHO

OH

OH

OH

O

HOOC COOH

OO

O

OH

OH

O

HO

HO

HOOC

L-Chicoric acid (2)

Caffeic acid (3) Luteolin (5)Protocatechuic aldehyde (4)
Fig. 2. Structures of isolated compounds 1―5 from the roots of Taraxacum ohwianum.

Compound 1 (3,5-di-O-caffeoylquinic acid) white amorphous powder; [a]D
20

-153.1〫〫(c 1.0, MeOH); positive FAB-MS: m/z 517 [M+H]
+
;

1
H-NMR (600

MHz, CD3OD) dH 7.61 (1H, d, J=16.0 Hz, H-7"), 7.57 (1H, d, J=16.0 Hz, H-7'), 7.06 (1H, d, J=2.0 Hz, H-2"), 7.05 (1H, d, J=2.0, Hz, H-2'), 6.96
(1H, dd, J=8.0, 2.0 Hz, H-6"), 6.95 (1H, dd, J=8.0, 2.0 Hz, H-6'), 6.77 (1H, d, J=8.0 Hz, H-5"), 6.76 (1H, d, J=8.0 Hz, H-5'), 6.3 (1H, d, J=16.0
Hz, H-8"), 6.26 (1H, d, J=16.0 Hz, H-8'), 5.42 (1H, m, H-3), 5.38 (1H, m, H-5), 3.97 (1H, dd, J=7.6, 3.4 Hz, H-4), 2.30 (1H, m, H-2), 2.22 (2H,
m, H-6), 2.15 (1H, m, H-2).

13
C-NMR (150 MHz, CD3OD) dC 177.4 (C-7), 168.9 (C-9'), 168.4 (C-9"), 149.6 (C-4'), 149.5 (C-4"), 147.3 (C-7"), 147.0

(C-7), 146.8 (C-3', 3"), 127.9 (C-1"), 127.8 (C-1'), 123.1 (C-6"), 123.0 (C-6'), 116.5 (C-5"), 116.3 (C-5'), 115.7 (C-2"), 115.3 (C-8"), 115.1 (C-8'),
74.7 (C-1), 72.6 (C-5), 72.1 (C-3), 70.6 (C-4), 37.7 (C-6), 36.0 (C-2).
Compound 2 (chicoric acid) Yellow amorphous powder; [a]D

20
+363.7〫〫(c 0.5, MeOH); positive FAB-MS: m/z 475 [M+H]

+
;

1
H-NMR (600 MHz, CD3OD)

dH 7.64 (2H, d, J=15.6 Hz, H-7', 7"), 7.08 (2H, s, H-2', 2"), 6.98 (2H, d, J=7.8 Hz, H-6', 6"), 6.78 (2H, d, J=7.8 Hz, H-2', 2"), 6.37 (2H, d,
J=15.6 Hz, H-8', 8"), 5.78 (2H, s, H-2, 3).

13
C-NMR (150 MHz, CD3OD) dC 170.3 (C-1, 4), 167.9 (C-9', 9"), 149.9 (C-4', 4"), 148.3 (C-7', 7"),

146.9 (C-3', 3"), 127.7 (C-1', 1"), 123.3 (C-6', 6"), 116.5 (C-5', 5"), 115.2 (C-2', 2"), 114.0 (C-8', 8"), 73.0 (C-2, 3).
Compound 3 (caffeic acid) White amorphous powder. 1H-NMR (600 MHz, CD3OD) dH 7.42 (1H, d, J=16.0 Hz, H-8), 7.08 (1H, d, J=2.0 Hz, H-2),
6.92 (1H, dd, J=8.0, 2.0 Hz, H-5), 6.79 (1H, d, J=8.0 Hz, H-6), 6.23 (1H, d, J=16.0 Hz, H-7).
Compound 4 (protocatechuic aldehyde) White amorphous powder;

1
H-NMR (600 MHz, CD3OD) dH 9.68 (1H, s, -CHO), 7.30 (1H, d, J=2.0 Hz, H-2),

7.29 (1H, dd, J=8.0, 2.0 Hz, H-6), 6.95 (1H, d, J=8.0 Hz, H-5).
Compound 5 (luteolin) Yellow amorphous powder;

1
H-NMR (600 MHz, CD3OD) dH 7.39 (1H, dd, J=8.0, 2.0 Hz, H-6'), 7.37 (1H, d, J=2.0 Hz, H-2'),

6.95 (1H, d, J=8.0 Hz, H-5'), 6.63 (1H, s, H-3), 6.49 (1H, d, J=2.0 Hz, H-8), 6.23 (1H, d, J=2.0 Hz, H-6).

한다. p-Nitriphenyl butyrate (p-NPB)을 10 mM이 되게 DMF

에 용해한 후 기질을 빼고 enzyme과 sample을 먼저 37℃에

서 15분 동안 shaking incubation 시킨 후 기질을 첨가 하여

37℃에서 30분 동안 shaking incubation 시킨 후 405 nm에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ancreatic

lip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전통 약용식물로부터 항비만 선도물질개발을 위해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을 지표로 한 분리를 수행하여,

민들레 뿌리의 70% ethanol 추출물에 대하여 용매의 극성에

따라 n-hexane, EtOAc, n-BuOH로 순차 분획하여 얻어진

각 분획에 대하여 pancreatic lipase 저해활성 평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생리활성을 평가하였다. 비교적 높은 활성을

보인 EtOAc 분획으로부터 Toyopearl 및 ODS gel을 이용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5종의 페놀성 화합물을

분리하였으며, 분리한 단일 물질에 대해 지방 분해효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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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tic lipase에 대한 저해활성을 평가하였다.

화합물 1은 백색 분말상 물질로 얻어졌으며 FeCl3 시액

에 의하여 양성의 정색반응을 확인하였다. FAB-MS 측정결

과 m/z 517 [M+H]
+
에서 ion peak를 확인하였고,

1
H-NMR

스펙트럼의 aromatic proton 영역에서 벤젠고리 유래의 2쌍

의 ABX 타입 시그널이 dH 7.06 (1H, d, J=2.0 Hz), 7.05

(1H, d, J=2.0 Hz), 6.96 (1H, dd, J=8.0, 2.0 Hz), 6.95 (1H,

dd, J=8.0, 2.0 Hz), 6.77 (1H, d, J=8.0 Hz) 및 6.76 (1H,

d, J=8.0 Hz)에서 관찰되었고, 2쌍의 trans olefinic proton

시그널이 dH 7.61 (1H, d, J=16.0 Hz), 7.57 (1H, d, J=16.0

Hz), 6.34 (1H, d, J=16.0 Hz) 및 6.26 (1H, d, J=16.0 Hz)

관찰되었다. 이들 시그널은 caffeic acid의 전형적인 시그널

과 일치하였고 본 화합물의 구성 subunit로 추정하였다. 또

한 aliphatic proton 영역에서 dH 5.42 (1H, m), 5.38 (1H,

m), 3.97 (1H, dd, J=7.6, 3.4 Hz), 2.30 (1H, m), 2.22 (2H,

m), 2.15 (1H, m)의 시그널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quinic acid

유래의 시그널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구성 화합물의 결합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HMBC등의 2D NMR을 측정한

결과 본 화합물은 quinic acid의 3 및 5번 위치에 caffeic

acid가 결합한 3,5-di-O- caffeoylquinic acid로 확인 동정하

였으며 문헌치의 결과(18)와 일치하였다.

Table 1. Inhibitory effects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Taraxacum
ohwianum roots and its EtOAc-, n-BuOH-, and H2O-soluble
portions against pancreatic lipase

Conc. (mg/mL)
Inhibition (%)a

250 125 62.5 31.3 15.6

70% EtOH ext. 60.7±1.7 47.5±1.5 40.2±0.3 29.5±0.6 17.1±1.1

n-Hexane layer 27.1±1.5 13.7±2.1 10.5±1.1 5.3±0.5 3.2±2.1

EtOAc layer 70.5±0.8 65.1±1.5 57.3±1.3 45.1±0.6 38.7±0.7

n-BuOH layer 36.1±0.7 25.9±0.5 18.6±0.5 10.3±0.5 7.3±0.6

H2O layer 29.2±0.8 23.1±0.5 17.1±0.2 9.5±0.3 5.3±0.9

Orlistat
b

97.2±1.6 94.2±1.8 91.1±0.1 86.1±0.6 78.1±1.2
a)
Data represent the mean±SD three replications.

b)
Orlistat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화합물 2의
1
H-NMR 스펙트럼의 aromatic proton 영역에

서 dH 7.64 (2H, d, J=15.6 Hz), 7.08 (2H, s), 6.98 (2H, d,

J=7.8 Hz), 6.78 (2H, d, J=7.8 Hz) 및 6.37 (2H, d, J=15.6

Hz)의 시그널이 관찰되었고 이는 쉽게 trans olefinic proton

을 가진 caffeic acid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dH 5.78(2H,

s)에서의 oxymethine 시그널과 positive mode의 FAB-MS

측정결과 m/z 475 [M+H]
+
에서 ion peak를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본 화합물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dicaffeoyltartaric acid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tartaric acid와

비교하였을 시에 dH 5.78에서 나타낸 시그널의 down field

shift 및 HMBC 스펙트럼의 분석결과 두 개의 caffeic acid는

tartaric acid의 OH기에 결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 및 문헌상의 data(19)와 비교하여 본 화합물은 chicoric

acid로 동정하였다.

화합물 3은 TLC상에서 FeCl3 시약에 의해 담녹색으로

나타나 phenol성 화합물임을 알 수 있었으며,
1
H-NMR 스펙

트럼의 dH 7.42 (1H, d, J=16.0 Hz)과 6.23 (1H, d, J=16.0

Hz)에서 trans coupling하는 olefinic proton signal이 관찰되

었으며, dH 7.08 (1H, d, J=2.0 Hz, H-2), 6.92 (1H, dd, J=8.0,

2.0 Hz)의 6.79 (1H, d, J=8.0 Hz)의 signal이 전형적인 ABX

type의 coupling pattern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문헌

치(20)와 잘 일치하였고 표품과 HPLC 직접 비교를 통하여

화합물 3를 caffeic acid로 동정하였다.

화합물 4는 백색의 분말상으로서 분리 되었으며 FeCl3

시액에 의하여 양성의 정색반응을 확인하였다.
1
H-NMR

스펙트럼에서 CHO 유래의 dH 9.68(1H, s) proton 시그널이

확인되었고, dH 7.30 (1H, d, J=2.0 Hz), 7.29 (1H, dd, J=8.0,

2.0 Hz) 및 6.95 (1H, d, J=8.0 Hz)에서벤젠유래의 전형적인

ABX-type의 시그널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광학적결과는

문헌치(21)와 잘 일치하였고 표품과 HPLC 직접 비교를 통

하여 화합물 4을 protocatechuic aldehyde로 동정하였다.

화합물 5는 황색분말상의 물질로서 분리 되었으며 FeCl3

시액에 의하여 양성의 정색반응을 확인하였다.
1
H-NMR

스펙트럼에서 flavonoid A-ring유래의 시그널인 dH 6.49

(1H, d, J=2.0 Hz), 6.23 (1H, d, J=2.0 Hz) 시그널이 확인되었

고, B-ring유래의 ABX 형태의 시그널이 dH 7.39 (1H, dd,

J=8.0, 2.0 Hz), 7.37 (1H, d, J=2.0 Hz), 6.95( 1H, d, J=8.0

Hz)에서 관찰되었으며, C-ring유래의 dH 6.63 (1H, s)본 화합

물은 luteolin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분광학적결과는 문헌

치(22)와 잘 일치하였고 표품과 HPLC 직접 비교를 통하여

화합물 5를 luteolin로 동정하였다.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을 나타낸 민들레 뿌리의 70%

EtOH 추출물을 극성별 유기용매로 순차 추출하여 활성을

나타낸 EtOAc 가용부에 대해서 각종 칼럼크로마토 그래피

를 이용한 activity-guided isolation을 수행하였다. 얻어진

화합물 중 quinic acid에 caffeic acid 두 분자가 결합된

3,5-di-O-caffeoylquinic acid (1)가 65.1±0.7 mM로 가장 강한

pancreatic lipase 저해능을 나타내었고, tartaric acid에

caffeic acid 두 분자가 대칭적으로 결합된 chicoric acid (2)의

경우에도 126.3±2.3 mM의 IC50 값을 나타내었다. Caffeic

acid (3), protocatechuic aldehyde (4) 및 luteolin (5)은

pancreatic lipase에 대하여 200 mM 이하에서 저해활성을

나타내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최근, 3,5-di-O-caffeoylquinic

acid (1)는 당뇨합병증(23), 항위궤양 효과(24), 항혈전 효능

(25)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항비만 소재개발

관련 효소인 pancreatic lipase에 대한 본 화합물의 저해활성

에대한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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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hibitory effects of isolated compounds 1-5 on
pancreatic lipase activity.

Compound
Inhibitory Activity (IC50 value)a

mM

3,5-Di-O-caffeoylquinic acid (1) 65.1±0.7

Chicoric acid (2) 126.3±2.3

Caffeic acid (3) > 200

Protocatechuic aldehyde (4) > 200

Luteolin (5) > 200

Orlistat
b

0.6±0.2
a)
The concentration of a compound required for a 50% inhibition (IC50) of the pancreatic
lipase activity. IC50 values were calculated from dose inhibition curves. Inhibitory
effec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duplicate experiments.

b)Orlistat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요 약

신선한 울릉도 민들레 뿌리를 70% ethanol로침지 추출하

여 얻어진 추출물을 n-hexane, EtOAc, n-BuOH로 순차용매

분획하였다. 이중 상대적으로 높은 pancreatic lipase 저해활

성을 나타낸 EtOAc 분획에 대해 Toyopearl 및 C18겔을 활용

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5종의 페놀성 화합

물을 분리하였다.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는 NMR 스펙트럼

데이터 해석 및 표품과의 HPLC 직접 비교를 통하여

3,5-di-O-caffeoylquinic acid, chicoric acid, caffeic acid,

protocatechuic aldehyde, luteolin 으로 동정하였다. 이들 화

합물중 3,5-di-O-caffeoylquinic acid 는 IC50 값이 65.1±0.7

mM로 가장 강한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tartaric

acid의 수산기에 2분자의 caffeic acid가 결합한 chicoric acid

의 IC50 값이 126.3±2.3 mM의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민들

레 뿌리의 EtOAc 가용부에에 존재하는 caffeic acid 유도체

가 pancreatic lipase 저해활성 물질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활성은 caffeic acid가 결합한 quinic acid 및 tatrtaric acid

등의 구성화합물에 따라 다름이 시사되었다. 향후 이들 활

성물질의 활성 기작에 대한 연구가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보다 우수한 pancreatic lipase 저해능을 가지는 새로운 선도

화합물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울릉도에 자생하는 민들레 뿌리의 식물 화학적 성분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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