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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anti-diabetic potential of 80% ethanol extract of Eleutherococcus sentico-
sus leaves (EEES) was examined based on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ies. EEES was sequentially fractionated 
with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EtAOc), n-butanol, and H2O. Of the various fractions, EtAOc fraction effec-
tively inhibited α-glucosidase activity by 68.05%. Therefore, EtAOc fraction was selected for further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studies. EtAOc fraction was separated by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with silica and ODS 
gel to yield eight fractions (EAA～EAH). Based on the results of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EAH fraction 
was re-chromatographed to yielded four more fractions (EAHA～EAHD). Of these, EAHC fraction showed higher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93.60%. EAHC fraction was re-chromatographed and yielded EAHCA and EAHCB 
fractions. Further, identification and chemical structures of these two fractions were analyzed using 1H-NMR, 13C-NMR, 
and mass spectra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pectral data, the isolated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hyperoside 
and isoquerceti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the isolated compounds, hyperoside, and isoquercetin from 
leaves of E. senticosus could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ew anti-diabe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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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뇨,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

세이다. 노령화 사회, 비만,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

로 인해 그 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당뇨병 치료

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혈당강하제의 복용에 따른 내성

과 체중증가, 부종, 오심, 소화기장애와 같은 부작용의 문제

로 인하여 대체 자원이 요구되고 있다(2). 

식사로 섭취된 탄수화물은 amylase에 의해 올리고당과 

같은 이당류로 분해되고, 소장 점막의 미세융모막에 존재하

는 α-glucosidase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체내에 흡

수된다(3). α-Glucosidase 저해제는 소장에 존재하는 이당

류 분해효소 활성에 대해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이당류에서 

단당류로의 분해를 억제한다. 이러한 저해제의 활성은 장내

에서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

을 조절하고, 이에 따른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한다

(4). α-Glucosidase 저해제는 고인슐린 혈증이나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으며 간독성 유발 및 췌장 β-세포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한 복부팽만, 방귀, 고창, 설사, 변비 등의 부작

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서 기존의 혈당

강하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식후 고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7).

가시오갈피(Eleutherococcus senticoccus)는 두릅나무

과(Araliaceae) 오갈피속(Acanthopanax)에 속하는 다년생 

낙엽 관목으로 한반도와 시베리아, 중국의 고지대 및 일본의 

동북부 등의 극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저온 음지성 

식물이며(8), 다른 오갈피에 비해 줄기 전체에 가늘고 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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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xtraction procedure for the isolation of inhibitory
effect of α-glucosidase components in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9). 생약으로는 오가피라 하여 주

로 줄기와 뿌리껍질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의보감, 

한약집성방 등의 고전한의서에 강장 및 근골기능을 향상시

키고 신경통, 중풍, 당뇨병, 관절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뛰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0). 

가시오갈피에 관한 연구는 1969년 Brekhman(11)에 의

해 가시오갈피에서 분리된 eleutheroside류의 강장제로서

의 효능이 밝혀진 이후, 가시오갈피의 잎, 줄기, 뿌리에 

eleutheroside A, D, E, I, K, L, M, sesamin, syringin, iso-

fraxidin 및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와 같은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2), 가시오

갈피의 뿌리와 수피에 주로 함유된 eleutheroside E의 육체

피로 저해 효과와 지구력 향상 효과(13) 및 NF-κB 활성 

저해에 의한 항염활성 효과(14), 심근경색증 방지 효과(15)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또한 가시오갈피의 줄기와 

뿌리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인 syringin의 투여로 

인해 당뇨가 유발된 흰쥐의 혈장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근육과 간 조직에서 포도당 이용률이 향상되었으며(16), 가

시오갈피 줄기 추출물과 eleutheroside E의 사료 공급으로 

제2형 당뇨 모델인 db/db 마우스의 혈청 내 지질성분 개선 

효과, 혈당 및 혈청 인슐린 농도 저하 효과와 당뇨로 인해 

손상된 췌장 α, β-세포의 보호기능이 확인되었다(17). 

일반적으로 가시오갈피의 유효성분은 대부분 줄기나 뿌

리에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로 가시오갈피

의 줄기나 뿌리껍질이 약재로 사용되는데 한방에서도 이들 

부위만이 활용되고 있다(18). 이에 따라 가시오갈피 연구는 

주로 줄기와 뿌리의 생리활성 검정 및 유효성분의 정량 분석

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잎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본 연구는 가시오갈피 잎의 새로운 기능성 원료 및 의약품 

소재 활용을 위해 α-glucosidase 효소 활성을 통해 항당뇨 

활성물질을 분리하여 그 구조를 동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채취 및 조제

본 실험에 사용된 가시오갈피(Eleutherococcus senti-

cosus Maxim) 잎 시료는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강원도농

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에서 2008년∼2011년 9월 중순

경에 수확되었다. 수집된 시료는 냉풍제습건조기(TJHP- 

1003, Joogang Precision, Daegu, Korea) 40°C에서 72시

간 동안 완전 건조시켰다. 가시오갈피 잎 분말 시료 3 kg에 

30 L의 80% ethanol을 첨가하고 6시간 동안 상온 교반하여 

2회 반복 추출하였다.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추출물

을 감압 여과하여 잔여물을 제거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N-21NS,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ethanol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농축이 완료된 추출물에 증

류수 3 L를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동결 건조(PVTFD 10R, 

Ilshin Co., Ltd., Yangju, Korea)하여 -20°C의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가시오갈피 잎 추출물 및 유기용매 분획층에 대한 α- 

glucosidase 저해 활성은 Lee 등(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였다. 시료 100 μL에 0.15 unit/mL α-glucosidase(yeast 

baker, SigmaⓇ, St. Louis, MO, USA) 200 μL와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1 mL를 가하여 405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DU 730, Beckman 

Coulter, Brea, CA,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고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5 mM pNPG(4-nitrophenyl-α- 

D-glucopyranoside) 200 μL를 가하여 37°C에서 20분간 

더 반응시켰다. 반응 후 ELISA reader(UVM-340, ASYS, 

Engendorf, Austria)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효소 저해 활성을 계산하였다. 

대조구로는 시료와 같은 농도로 제조한 acarbose를 사용하

였다.

저해율(%)=(1－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100
무처리구의 흡광도

유기용매를 이용한 분획물 조제

동결 건조된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조추출물을 증

류수에 현탁시킨 후 용매의 극성에 따라 분획하여 n-hex-

ane, chloroform, ethyl acetate(EtOAc), n-butanol(BuOH) 

및 H2O 층을 얻었다(Fig. 1). 각 분획층을 rotary vacuum 

evaporator(N-21NS, EYELA)를 이용하여 완전 농축하여 

-20°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

정 및 물질 분리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EtOAc 분획층의 물질 분리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층 

중에서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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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PLC analytical condition of EtOAc fraction isolated
from 80% ethanol extract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Classification Condition
Instrument

Column

Mobile phase

Injection 
  volume
Flow rate
Detector

SepacoreⓇ (Büchi, Flawil, Switzerland)
Fraction collector C-660 (Büchi)
Glass column (26×460 mm, silica gel 

0.04∼0.063 mm)
Solvent A-ethyl acetate : dichlorometane=1:2
Solvent B-methanol
5 mL

10 mL/min
254 nm, UV Photometer C-635 (Büchi)

Gradient table
%A %B Elution (L)
90
90
80
80
70
70
60
60
60
50
50
40
40
30
30
15
15
 0
 0
 0

 10
 10
 20
 20
 30
 30
 40
 40
 40
 50
 50
 60
 60
 70
 70
 85
 85
100
100
100

 0.9
 0.6
 0.3
 0.1
 0.3
 0.1
 0.3
 2.1
 3.0
 0.2
 0.1
 0.2
 0.1
 0.2
 2.2
 0.3
 1.2
 0.6
 0.9
 0.6

Table 2. MPLC analytical condition of EAH fraction isolated 
from EtOAc fraction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Classification Condition
Instrument

Column

Mobile phase
Injection volume
Flow rate
Detector

SepacoreⓇ (Büchi)
Fraction collector C-660 (Büchi)
Glass column (15×230 mm, 

ODS gel 150 μm)
Acetonitrile, methanol, d-water
5 mL
10 mL/min
254 nm, UV Photometer C-635 (Büchi)

Gradient table
Acetonitrile Methanol d-water Elution (mL)

45
45
35
35
20
20
25
25
30
30
15
 0

45
45
35
35
20
20
25
25
30
30
15
50

10
10
30
70
60
60
50
50
40
60
70
50

25
35
10
 5
10
 5
10
 5
10
 5
10
30

획층(EtOAc)을 MPLC(medium pressure liquid chroma-

tography system, Büchi 620, Bü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1차 분리하였다. Silica 

gel(Merck, Darmstadt, Germany)이 충진되어 있는 26× 

460 mm glass column(Büchi Labortechnik AG)에 EtOAc 

분획층을 50 mg/mL의 농도로 조제하여 5 mL 주입하고 

Table 1의 조건으로 분당 10 mL씩 용출시켜 분리하였다. 

MPLC상에서 순차적으로 분리된 8개의 1차 분획층들(EAA 

~EAH) 중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가장 높았던 8번째 

분획층(EAH)을 선발하고 MPLC를 사용하여 2차 분리하였

다. ODS gel(YMC, Kyoto, Japan)이 충진되어 있는 15× 

230 mm glass column(Buchi Labortechnik AG)에 분획층

을 10 mg/mL의 농도로 조제하여 1 mL 주입하고 Table 

2의 조건으로 분당 1 mL씩 용출시켜 분리하였다. EAH 분획

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분리된 4개의 분획물들(EAHA~ 

EAHD) 중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높고 분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된 3번째 분획층(EAHC)을 Unison US- 

C18 column(19×250 mm, 5 μm, Imtakt, Kyoto, Japan)을 

사용하여 Prep LC/MS(Autopurification system, Waters, 

Milford, DE, USA)로 분리･정제하였다(Table 3). 

EtOAc 분획층의 구조 동정

가시오갈피 잎 추출물의 EtOAc 층으로부터 최종 분리된 

화합물(EAHC)의 화학구조를 구명하기 위하여 내부표준 물

질로 tetramethylsilane이 함유된 CD3OD 용액을 첨가한 다

음 1H-NMR(600 MHz, Bruker Avance 600, Rheinstet-

ten, Germany), 13C-NMR(600 MHz, Bruker Avance 600)

을 사용하여 proton 및 carbon signal을 얻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

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시오갈피 잎 추출물 및 유기용매 분획층의 α-glucosi-

dase 저해 활성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20.36 

%였으며 이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26.11%

였다(Table 4). Lim 등(20)의 오갈피나무 속 식물의 항당뇨 

및 혈당강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35.9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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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p-LC/MS analytical condition of EAHC fraction isolated from EAH fraction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Classification Condition

Instrument

 Column
 Mobile phase

 Injection volume
 Detector

Run time
Mode

 Waters autopurification system (Waters, Milford, DE, USA)
 Waters 3100 single mass system (Waters)
 Unison US-C18 (19×250 mm, 5 μm)
 Eluent A: d-water 
 Eluent B: acetoniltrile
 500 μL
 3100 single mass
 25 min
 Negative

Capillary (kV)
Extractor (V)
RF lens (V)
Cone (V)
Source temp (°C)
Desolvation temp (°C)

3
3

0.1
50
150
350

 LM 1 resolution
 HM 1 resolution
 Ion energy
 Gain

Desolvation gas flow (L/hr)
Cone (L/hr)

14
14
1
1

650
50

Gradient table
Time (min) Flow rate (mL) %A %B

Initial 1.0 82 18

Table 4. Inhibitory effect of α-glucosidase of solvent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Solvent extracts Inhibitory activity of
 α-glucosidase (%)1) Yield (%)

EEES2)

Acarbose
 26.11±2.613)

79.72±1.29
20.36±1.84

 －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EEES: 80% ethanol extract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3)Values are mean±SD (n=3).

Table 5. Inhibitory effect of α-glucosidase of solvent fractions
from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Solvent extracts Inhibitory activity of 
α-glucosidase (%)1) Yield (%)

Hexane
Chloroform
EtOAc
BuOH
H2O
Acarbose

26.22±2.54b2)3)

52.43±1.75c

68.05±0.98d

56.84±1.52e

0a

93.18±0.95f

11.54±0.84
 5.78±0.52
 6.62±0.46
28.84±0.71
47.43±0.39

 －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본 실험 결과인 26.11%와 비교 시 9.83%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α-glucosidase 기질인 

pNPG와 달리 Lim 등(20)의 연구에서는 maltose를 기질로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추출물에 대한 유기용매 분

획층의 회수율과 각 분획층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 효

과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분획층의 α-gluco-

sidase 저해 활성은 EtOAc(68.05%)> BuOH(56.84%)> 

chloroform(52.43%)> hexane(26.22%)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유기용매 분획층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80% 

ethanol 추출물의 저해 활성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 중에

서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EtOAc 분획물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를 진행하였다. 

EtOAc 분획층의 물질 분리 및 α-glucosidase 저해 활성

가시오갈피 잎 80% ethanol 추출물의 5개의 유기용매 

분획층 중에서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EtOAc 층을 MPLC를 사용하여 1차 분리하여 순차

적으로 8개의 분획물(EAA~EAH)을 얻었다. EtOAc 층으로

부터 분리된 8개의 분획물들을 감압 농축하여 α-glucosi-

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 분획물 

중 EAF, EAH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90% 이상으로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acarbose와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 이 중 TLC 상에서 spot의 수가 적어 비교적 

분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된 EAH 분획물을 대상으로 단일물

질 분리를 수행하였다. 가시오갈피 잎 추출물의 EtOAc 분획

층으로부터 분리된 EAH 분획물을 MPLC를 사용하여 2차 

분리하여 4개의 분획물(EAHA, EAHB, EAHC, EAHD)을 

얻었다. EAH 분획물로부터 분리된 4개의 분획물들을 감압 

농축하여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 중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93.60%로 가

장 높게 나타난 EAHC 분획물을 prep-LC/MS로 분석하여 

두 개의 peak를 확인하였고 이는 MS 값이 동일한 이성질체

로 추론되었다. EAHC 분획물을 prep-LC/MS를 사용하여 

EAHCA와 EAHCB로 분리･정제하였으며(Fig. 2), 가시오

갈피 잎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EAHCA와 EAHCB 분획물의 

회수율은 각각 0.061%, 0.0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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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hibitory effect of α-glucosidase of EAA, EAB, EAC,
EAD, EAE, EAF, EAG, EAH from EtOAc fraction of Eleuther-
ococcus senticosus leaves

Solvent extract Inhibitory activity of 
α-glucosidase (%)1) Yield (%)

EAA
EAB
EAC
EAD
EAE
EAF
EAG
EAH

Acarbose

49.52±0.24a2)3)

74.91±0.98b

78.74±0.85c

89.93±0.07d

96.27±0.66f

93.14±0.95e

96.55±0.88f

91.73±0.96e

92.05±0.70e

0.14±1.02
0.20±0.95
3.28±0.91
0.67±0.85
0.47±1.12
0.34±0.84
0.96±1.08
0.54±0.97

－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Prep-LC/MS spectra of EAHCA and EAHCB isolated from EAHC fraction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 leaves.

Table 7. Inhibitory effect of α-glucosidase of EAHA, EAHB, 
EAHC, EAHD from EAH fraction of Eleutherococcus sentico-
sus leaves

Solvent extract Inhibitory activity of 
α-glucosidase (%)1) Yield (%)

EAHA
EAHB
EAHC
EAHD

Acarbose 

35.48±7.69b2)3)

82.62±7.33c

93.60±1.46d

16.47±5.73a

94.95±0.60d

0.43±0.86
0.06±1.05
0.03±0.98
0.03±0.75

－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Values are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HC 층으로부터 단리된 물질의 구조 및 동정 

EAHCA 화합물의 구조 및 동정: EAHCA의 1H-NMR(600 

MHz, CD3OD) 분석 결과, δ(ppm) 7.84(1H, d, H-2'), 7.58 

(1H, dd, H-6'), 6.86(1H, d, H-5'), 6.39(1H, d, H-8), 6.20 

(1H, d, H-6), 5.16(1H, d, H-6), 3.85(dd, H-4'), 3.817(dd, 

H-2''), 3.64(dd, H-6''a), 3.55(dd, H-6''b)였다. EAHCA

의 13C-NMR(600 MHz, CD3OD) 분석 결과, 158.81(C-2), 

135.81(C-3), 179.55(C-4), 163.05(C-5), 100.02(C-6), 

166.39(C-7), 94.81(C-8), 158.52(C-9), 105.60(C-10), 

122.96(C-1'), 116.12(C-2'), 145.86(C-3'), 150.00(C-4'), 

117.81(C-5'), 105.46(C-1''), 73.22(C-2''), 75.14(C-3''), 

70.07(C-4''), 77.23(C-5''), 61.98(C-6'')이었다. 이상의 

NMR spectral data와 이에 대한 문헌자료(21)의 비교를 

통화여 화합물 EAHCA는 분자량 464.38, 화학구조식 

C21H20O12인 hyperoside(Fig. 3)로 확인 동정되었다. Hyper-

oside(hyperin)는 flavonoid에 속하는 quercetin의 gal-

actose 배당체(quercetin-3-O-galactoside)로 식물에 존

재하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다(22). 본 연구에서 가시오

갈피 잎으로부터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 물질로 분리

된 hyperoside는 가시오갈피 및 오갈피의 줄기와 뿌리에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보고되었으며(23), ESI-MS(elec-

trospray tandem mass spectrometry)와 HPLC 분석을 통

해 가시오갈피 잎과 열매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성분으

로 확인되었다(21,24). 

EAHCB 화합물의 구조 및 동정: EAHCB의 1H-NMR 

(600 MHz, CD3OD) 분석 결과, δ(ppm) 7.71(1H, d, H-2'), 

7.58(1h, dd, h-6'), 6.86(1h, d, H-5'), 6.39(1H, d, H-8), 



가시오갈피(Eleutherococcus senticosus) 잎으로부터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 물질 1863

Fig. 4. The chemical structure of isoquercetin, a natural com-
pound of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from Eleuther-
ococcus senticosus leaves. 

Fig. 3. The chemical structure of hyperoside, a natural com-
pound of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from Eleuther-
ococcus senticosus leaves.

6.20(1H, d, H-6), 5.24(1H, d, H-1''), 3.71(1H, dd, H-6a''), 

3.57(1H, dd, H-6b''), 3.48(1H, t, H-2''), 3.42(1H, t, 

H-3''), 3.34(1H, t, H-4''), 3.21(1H, ddd, H-5'')이었다. 

EAHCB의 13C-NMR(600 MHz, CD3OD) 분석 결과, 158.52 

(C-2), 135.66(C-3), 179.53(C-4), 163.10(C-5), 99.94 

(C-6), 166.12(C-7), 94.75(C-8), 159.06(C-9), 105.72 

(C-10), 123.11(C-1'), 116.04(C-2'), 145.96(C-3'), 149.89 

(C-4'), 117.59(C-5'), 123.23(C-6'), 104.35(C-1''), 75.77 

(C-2''), 78.16(C-3''), 71.26(C-4''), 78.44(C-5''), 62.59 

(C-6'')였다. 이상의 NMR spectral data와 이에 대한 문헌

자료(25)의 비교를 통하여 화합물 EAHCB는 분자량 

464.38, 화학구조식 C21H20O12인 isoquercetin(Fig. 4)으로 

확인 동정되었다. Isoquercetin은 flavonoid에 속하는 quer-

cetin의 glucose 배당체(quercetin-3-O-glucoside)로 식

물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사과나 양파와 

같은 식품뿐만 아니라 많은 약용식물에 함유되어 있다(26). 

Isoqurcetin은 이뇨작용, 혈당상승억제 효과를 가진 두충나

무의 잎에 함유된 flavonoid로 분리되었으며(27), 식이성 고

지혈증을 유발한 흰쥐에서 고지혈증으로 증가된 인지질과 

중성지질의 함량을 감소시킨 와송 추출물의 EtOAc 분획물

에 isoquercetin, kaempferol, astragalin 등의 flavonoid가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25). 또한 isoquercetin은 오

디(Morus bombycis) 씨에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

로 보고되었으며(28), 뱀무(Geum japonicum)에서 분리된 

화합물 중에서 세포 내 가장 강한 활성산소 소거력를 나타낸 

물질로 확인되었다(29). 

Kim 등(30)에 의해 두충 잎으로부터 당화반응 억제제로 

isoquercetin을 비롯한 flavonoid 배당체가 분리되었으며 

이 화합물들은 두충 잎의 항당뇨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

고 보고하였다. 당화반응은 고혈당상태에서 당의 카르보닐

기가 단백질의 아미노기에 비효소적으로 공유 결합하는 반

응이며 이 과정을 통해 당과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

cation endproducts, AGEs)이 생성, 축적된다. AGEs는 당

과 아미노산 및 지질반응의 부산물로 혈관 내 침착하여 당뇨

로 인한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염증반응 유도물질

로 알려져 있다(31). 따라서 당화반응 억제제로 iso-

quercetin은 AGEs의 형성을 저해시켜 AGEs의 축적으로 

심화되는 당뇨 합병증인 고지혈증, 동맥경화 및 염증성 질

환,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

다. Zhang 등(32)은 메밀(Fagopyrum esculentum)로부터 

분리된 isoquercetin이 제2형 당뇨모델인 KK-Ay 흰쥐의 

혈중 포도당 농도,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췌장의 링게르한스섬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제2형 당뇨

병 치료에 유용한 물질임을 시사하였다.

요   약

가시오갈피 잎에 함유된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 물질

의 분리를 위하여 가시오갈피 잎 80% 에탄올 추출물을 극성 

유기 용매를 사용하여 순차 분획하고 각 분획층을 α-gluco-

sidase의 저해 활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EtOAc 층이 

68.05%로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EtAOc 분획

층을 MPLC를 이용하여 fractionation-directed isolation

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93.60 

%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EAHC 분획물을 얻었다. EAHC 

분획물을 prep-LC/MS로 분석하여 EAHCA와 EAHCB로 

분리･정제하였다. EAHCA 분획물의 화학구조를 구명하기 

위하여 1H-NMR, 13C-NMR로 분석한 결과, 분자량 464.38 

g/mol, 화학구조식 C21H20O12인 hyperoside로 확인되었다. 

EAHCB 분획물의 화학구조를 구명하기 위하여 1H-NMR, 
13C-NMR로 분석한 결과, 분자량 464.38 g/mol, 화학구조

식 C21H20O12인 isoquercetin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

과, 가시오갈피 잎으로부터 분리･동정된 hyperoside와 iso-

quercetin은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 물질을 가진 화합

물로 향후 혈당조절용 건강식품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물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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