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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xylin A와 관련 유도체 합성 및 효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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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oxylin A is a flavonoid compound found in some medicinal plants. Oroxylin A is known to possess a variety
of biological properties such as anti-cancer, anti-inflammatory, and neuroprotective effects. In particular, the anti-cancer
effect via apoptosis induction and neuroprotective effect through γ-aminobutyric acid type A (GABAA) receptor antagonism
are remarkable. Based on this usefulness, extensive efforts to synthesize oroxylin A have been continued. However, semisyntheses using flavone compounds as starting materials rather than total syntheses were mainly conducted, owing to the
difficulty of synthesizing oroxylin A. Regarding the semi-synthesis of oroxylinA, several methods using flavone
compounds (baicalein, wogonin, or baicalin) were employed to give 8-62% product yields through 3-step reactions.
Derivative syntheses were also performed while investigating their biological properties. Therefore, syntheses and biological
evaluation of oroxylin A and its derivatives were reviewed to assess and enhance the potential of oroxylin A as a
medicinal component.
Keywords Oroxylin A, Flavonoid, Anti-cancer, Anti-inflammatory, Neuroprotection

서 론(Introduction)
Oroxylin A (5,7-dihydroxy-6-methoxyflavone)는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이나,1,2) 인도의 전통 약초 Oroxylum indicum과3) 같은
약용식물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이다. Oroxylin A
(또는 oroxylin)는 1890년 Naylor와 Chaplin에 의해 Oroxylum

indicum으로부터 최초로 분리되었으며,4) 1901년 Naylor와 Dyer

Fig. 1. Structures of oroxylin A and negletein

는 이 화합물에서 3개의 hydroxy group의 존재를 확인하고 화

학식(C19H14O6)을 발표하였다.5) 이후 1936년에 Shah 그룹에 의해
물질의 정확한 화학 구조가 규명되어 현재 알려진 화학식

로 보고되어왔다. 특히 항암효과와 관련해서 간암, 자궁경부암,

(C16H12O5)으로 수정되었고 최초로 oroxylin A (Fig. 1)로 명명되

유방암 등 다양한 암세포주에 대한 항암효과가 보고되었으며,

Oroxylin A는 여러 연구를 통해 항암(anti-cancer)7-11), 항염증

난 약리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oroxylin A는 천연 식물 자

었다.6)

(anti-inflammatory)12),

항산화(antioxidant)13)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7-11) 이렇듯 뛰어

그리고 신경보호

원에 풍부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출을 이용하여 다량의

(neuroprotective)14,15) 효과와 같이 다양한 약리 활성을 갖는 것으

물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oroxylin A
의 전합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먼저 trimethoxyphenol을

출발물질로 한 전합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16) 이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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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연구에서 이 화합물은 이성질체인 negletein으로 확인되었

다(Fig. 1).17)

이러한 합성 및 구조 규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oroxylin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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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는 death receptor를 통한 외인성경로와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내인성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내인성경로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의 투과화(permeabilization)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세포질로
cytochrome c와 같은 apoptogenic 인자들의 방출이 촉진되어 세

포 사멸 신호가 증폭되며 마침내 cell death가 수행된다.28) 이러
한 미토콘드리아 막의 투과화는 B-cell lymphoma 2 (Bcl-2)를 포
함하는 pro-apoptotic 단백질과 Bcl-2-associated X protein (Bax)
을 포함하는 anti-apoptotic 단백질로 구성되는 Bcl-2 family에 의

해 주로 조절된다.29) Apoptosis 과정 중에서 pro-apoptotic Bcl-2
family 단백질의 증가와 anti-apoptotic Bcl-2 family 단백질의 감
소가 나타나며, 그 중 Bax/Bcl-2 비율은 apoptosis의 지표로 이

Fig. 2. Structures of baicalein, wogonin, oroxylin A and baicalin

용된다.30,31) 자궁경부암 세포주 HeLa와 대장암 세포주 HCT-116

합성법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약용식물인 황금을 구성하는 플

상이 관찰되었고,7,8,11) 간암 세포주인 HepG2에서는 Bax 발현은

이상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며, 이 중 대표적인 활성 성분은

막으로 이동하여 oligomer를 이루며 pore를 형성하는 현상이 관

에서 oroxylin A를 투여했을 때 Bax/Bcl-2 비율이 증가하는 현

라보노이드를 출발물질로 하여 진행되어왔다.18-20) 황금은 30종

baicalein, wogonin, oroxylin A와 baicalin (Fig. 2)이다.1,21)

Baicalein, wogonin, oroxylin A와 baicalin은 치환기를 갖지 않

확연히 증가하지 않았으나 Bax가 활성화되어 미토콘드리아 외
찰되었다.9) 이를 통해 cytochrome c와 같은 성분이 방출되어 본
격적으로 cell death가 수행됨을 의미한다.
Hu 그룹은 oroxylin A가 HCT-116 세포 내의 reactive oxygen

는 B-ring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갖는 플라본 화합물로서 서

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22) Oroxylin A은 C5과 C7에 hydroxy

species (ROS)를 일정 수준으로 증가시켜 약한 산화적 스트레스

group, 그리고 C6에 methoxy group을 갖는 mono-O-methylated

를 유발함으로써 전사인자 nuclear transcription factor erythroid-

flavone으로, baicalein 6-methyl ether라고도 불린다. 전술한 바와

related factor 2 (Nrf2)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Nrf2의 하위 phase

같이 oroxylin A는 다양한 약리 효과를 갖지만, 주로 장(gut)에

II

효소인

heme

oxygenase-1

(HO-1)과

NADP(H):quinone

서 제2상 대사인 glucuronidation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피 초회

oxidoreductase-1 (NQO-1)의 발현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11)

이러한 이유로 oroxylin A의 경구 투여에 대한 생체이용률을 높

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세포 증식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32)

통과 대사로 인해 경구 투여에 대한 생체이용률이 매우 낮다.23)

이고 생물학적 활성을 향상하기 위한 유도체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4)

이러한 효과를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암 억제유전
Chen 그룹은 oroxylin A가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Oroxylin A를 처리한 대식세포 RAW264.7에

본 논문은 oroxylin A에 대한 고찰 논문으로서, oroxylin A의

서 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해 유도되는 산화질소 (NO) 생

다양한 효능 및 작용기작 그리고 합성법 및 관련 유도체에 관

성이 확연히 저해되었으며,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oroxylin A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와 cyclooxygenase-2 (COX-2) 발현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통해, 중요한 천연물 유래 화합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

이러한 효과는 oroxylin A가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κB (NF-

아가 신약 및 신기능 후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κB)의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NF-κB가 iNOS와 COX-2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효

Oroxylin A의 효능 및 기작
(Biological activities and mechanisms of oroxylin A)

과는 LPS-유도 NO 생성과 prostaglandin E2 (PGE2) 생성을 감
소시키며 염증 발생을 저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Oroxylin A가 갖는 신경보호 및 기억력 향상에 관한 연구도
Oroxylin A는 항암, 항염증, 신경기능 향상 등 다양한 약리학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Jeon 그룹은 1차 배양된 쥐의 피질 신

적 효과를 갖는다. 그중에서도 oroxylin A의 강력한 항암효과는

경세포(cultured rat primary cortical neuron), 해마 신경세포 및 성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암, 위암과 유

상교세포에 각각 oroxylin A를 처리하였을 때 brain-derived

방암에서 강력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7-11)

neurotrophic factor (BDNF) 수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3)

Oroxylin A는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7-9,11), 침윤 및 전이 저해25)
또는 혈관 신생 저해26) 등 다양한 기작을 통해 항암효과를 나

BDNF는 뉴로트로핀 (neurotrophin)으로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

타낸다. 암세포는 death signaling pathway 활성화에 결함을 가지

환하여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시냅스 가소성 강화에 주요한 역

므로 apoptosis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암세포의 apoptosis

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암 치료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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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하고, 기억을 형성하고 형성된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4) Oroxylin A에 의해 나타나는 BDNF

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oroxylin A가 나타내는 GABAA 수용체

Oroxylin A와 관련 유도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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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항효과로 인해 N-methyl-D-aspartic acid (NMDA)-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ERK)-cAMP response element-binding

apoptosis를 유도하였으며, 이때 이루어진 in vivo 실험에서 낮은

protein (CREB) 경로가 활성화되거나 세포 내 칼슘농도 증가에

항염증 효과에 관련해서는 NF-κB를 저해함으로써 iNOS와 COX-

A가 아데노신 수용체인 A2A를 활성화시켜 피질 뉴런에서의

호전달경로 활성화에 관여하여 신경영양인자인 BDNF 발현 증

BDNF 발현 증가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활성화된 A2A 수용

가를 유도하거나, 2VO 또는 Aβ25-35 처리로 기억 장애를 유도한

체는 하위 신호전달 경로인 Akt-glycogen synthase kinase-3β

쥐에서 항염증 효과를 유도하여 뛰어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

기인한 것이라 보고하였다.33) 또한 그들은 후속 연구에서 oroxylin

독성과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나타내었다. Oroxylin A의
2의 발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졌다. 또한 oroxylin A는 여러 신

(GSK3β)의 인산화를 유도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ERK1/2와 CREB

내었다. 전반적으로 oroxylin A는 위와 같은 다양한 약리 효과

의 인산화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를 나타내며 상용량 범위에서 심한 독성이나 부작용을 나타내

러한 신호전달 경로는 BDNF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방출을 유도

지 않음으로써 oroxylin A의 의약화학적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35)

판단되었다.

또한 oroxylin A는 신경질환과 관련하여 강한 항염효과를 갖
는다고 보고되었다. Kim 그룹은 일과성 양측성 총경동맥 폐색
(2VO: transient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또는

Oroxylin A의 합성 및 관련 유도체화
(Syntheses and derivatization of oroxylin A)

amyloid β peptide fragment 25-35 (Aβ25-35)에 의해 기억력과 인
지기능 손상을 유도한 쥐에 행동 실험을 수행하여 oroxylin A에

Oroxylin A의 효능과 작용기작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의해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14,15) 이러한 효과는 oroxylin A가 2VO 또는 Aβ25-35 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oroxylin A와 그 유도체들의 합성에 관한
관심도 증가되어 왔다. Oroxylin A의 합성에 관한 연구는 출발

리에 의해 증가한 활성형 미세아교세포(microglia) 또는 성상교

물질 3,4,5-trimethoxyphenol로 찰콘 (chalcone)을 경유하는 전합

세포(astrocyte)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iNOS의 발현을 감소시킴으

성 방법16)과 출발물질로 플라본 화합물인 baicalein,17) wogonin18)

로써 나타났다. 미세아교세포와 성상교세포는 뇌 손상에 반응하

또는 baicalin19,20) 등을 이용하는 반합성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여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 세포들의 염증반응으로 인한 지

왔다. 구조적으로 oroxylin A는 baicalein과 6번의 methoxy기 차

속적인 신경손상이 유발된다. 특히나 미세아교세포는 신경세포

이를 가지며 wogonin과는 위치이성질체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질소(NO)의 주요 공급원으로 작용한다.36)

따라서 oroxylin A 처리에 의해 활성 미세아교세포와 성상교세
포 수가 감소하고 iNOS가 저해됨으로써 oroxylin A가 신경질환
과 관련하여 강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15) 특히

으로 실험실 수준의 플라보노이드 합성법에 관한 연구는 AllanRobinson 반응,38) Baker-Venkataraman 자리 옮김 반응,39) 찰콘구

조를 경유하는 반응40)과 분자내 Wittig 반응41)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방법을 oroxylin A 합성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나, Aβ25-35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노

는 여러 단계 반응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

인성 신경반(senile plaque)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oroxylin A는

점과 반응 재현성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부분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어 신경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이유로 Huang 그룹은 3,4,5-trimethoxyphenol을 출발물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기억 상실 증상을 완화할 가능성을

질로 찰콘을 경유하여 5,6,7-trimethoxy flavone을 합성한 후, 최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4)

종적으로 oroxylin A를 합성하는 방법 (Scheme 1)을 고안하였다.

Oroxylin A의 활성연구와 더불어 oroxylin A의 낮은 독성과

Trimethoxyphenol의 acylation을 통해 찰콘 화합물 1이 합성되며,

선택성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Oroxylin A는 HepG2에 대하

후속 반응으로 비금속산화제를 사용한 I2/dimethyl sulfoxide

여 생존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oroxylin A 처리시 인간의

(DMSO) 조건에서 산화적 고리화를 통해 플라본 화합물 5,6,7-

정상적인 간 세포주인 L02보다 wt-HepG2의 생존율이 확연히 감

trimethoxy flavone 2가 합성되었다. 화합물 2의 methyl ether 결

소함으로써 암세포에 대해 높은 선택적 생존 저해 효과를 나타

합 분해(demethylation)를 위해 HBr/AcOH (1:2) 조건에서 반응

내었다.10) HeLa 세포나 HCT-116 세포를 이종이식한 쥐에 oroxylin

을 진행하여 oroxylin A를 합성하였다. 찰콘 화합물 1을 합성한

A를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후 종양의 크기와 무게가 눈에

후에 이어지는 반응의 순서를 바꾸어 demethylation 후 고리화

띄게 감소하였으나, 쥐의 체중에 큰 변화나 사망 사례는 나타나

반응을 통한 경로에서도 oroxylin A를 합성하였다. 두 경로를 통

지 않았다.7,11) 또한 NOD/SCID 마우스에 oroxylin A 80 mg/kg

과 imatinib 200 mg/kg을 병행하여 경구 투여하였을 때 체중이
나 심장, 간과 신장에 어떠한 변화 없이 암세포 성장이 현저히

저해됨을 확인하였다.37)

요약하자면, oroxylin A는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며 그중에

한 반응 모두 출발물질 3,4,5-trimethoxyphenol로부터 3단계 반응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각각 69%와 38%의 수율로 oroxylin
A (또는 실제 구조 negletein)을 합성하였다.16)

그러나 Huang 그룹이 합성하였다고 주장한 oroxylin A의 1H

NMR 분석값은 천연물 Scutellaria baicalensis로부터 추출하여 분

서도 항암효과와 그 기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

리한 oroxylin A의 1H NMR 분석값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 다양한 암세포종에서 Bcl-2 family 단백질의 조절을 통해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oroxylin A의 C3-H와 C8-H는 각각 6.63과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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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ynthetic procedure, reagents and conditions of oroxylin A from trimethoxyphenol. i) cinnamoyl chloride, BF ·Et O, 15min,
90% (for 1) ii) acetic acid, BF ·Et O, 15 min; benzaldehyde, KOH, EtOH, 66% (for 1) iii) I DMSO, 2h, 87% (for 2) iv) 47% HBr, HOAc, 2h,
88% (for oroxylin A) v) 47% HBr, HOAc, 2h, 91% (for 3) vi) I DMSO, 46% (for oroxylin A).
3

3

2

2

2,

2,

Scheme 2. Synthetic procedure, reagents and conditions of oroxylin A from baicalein. i) benzyl chloride, sodium iodide, sodium
bicarbonate, acetone, reflux, 24h, 30% (for 4) ii) dimethyl sulfate, potassium carbonate, anhydrous acetone, reflux, 6h, 57% (for 5) iii) conc.
HCl, acetic acid, 2h, 44% (for oroxylin A).

6.97 ppm42)으로 두 수소의 분석값이 0.3 ppm 정도의 뚜렷한 차
이를 나타냈으며, negletein의 경우에는 각각 6.92와 6.96 ppm으

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43) Huang 그룹이 합성한 화합
물은 각 수소의 분석값이 6.94와 6.98 ppm으로 나타났으며,16)
Panhekar 그룹은 이 결과를 통해 Huang 그룹이 합성한 화합물

발생해야 하지만, 47% HBr/AcOH 조건에서는 5번과 6번 위치

의 didemethylation만이 발생하였다.17) 이와 유사하게, Waghmode
그룹에서 5,6,7-trimethoxy flavone을 HBr 수용액 조건에서

demethylation 진행하였을 때 또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44)

Kostrzewa-Susłow 그룹이 미생물에 의해 Baicalin 또는 baicalein

이 oroxylin A가 아닌 negletein임을 시사하였다. 이를 좀 더 명

이 oroxylin A으로 전환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22) 이

확히 규명하기 위해 Panhekar 그룹은 5,6,7-trimethoxy flavone을

또한 negletein을 oroxylin A로 오인한 사례이다.

47% HBr/AcOH (1:2) 조건에서 반응시킨 화합물과 baicalein을

Panhekar 그룹은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를 구성하는 다

통해 합성한 oroxylin A의 분광학적 분석값을 비교하였고, 47%

른 플라본 화합물인 baicalein으로부터 oroxylin A를 합성하는 방

HBr 조건에서의 didemethylation을 통해서는 oroxylin A가 아닌

법(Scheme 2)을 고안하였다. Baicalein의 7번 위치 hydroxy기의

negletein이 합성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benzylation을 통해 화합물 4를 합성한 후, 6번 위치 hydroxy기

5,6,7-trimethoxy flavone을 oroxylin A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번

의 methylation을 통해 화합물 5를 합성하였다. 마지막으로 7번

과 7번 위치에서 선택적인 ether 결합 절단 (didemethylation)이

위치를 debenzylation하여 oroxylin A를 합성하였으며 전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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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3. Synthetic procedure, reagents and conditions of oroxylin A from wogonin. i) benzylation (for 6) ii) benzyl alcohol, potassium
carbonate; dilute sulfuric acid, quantitative yield (for 5) iii) catalytic debenzylation (for oroxylin A) (results for specific reaction conditions and
the yields were not provided).

Scheme 4. Synthetic procedure, reagents and conditions of oroxylin A from baicalin. i) conc. H SO MeOH, THF, 80 C, 6h, 95% (for 7) ii)
dimethyl sulfate, K CO dimethylformamide, rt., overnight, 91% (for 8) iii) 4N HCl, water, 100 C, 3h, 72% (for oroxylin A).
o

2

4,

o

2

3,

에서 다소 낮은 수율을 나타내었다.17) 결과적으로 출발물질

라보노이드의 합성에 출발물질로 많이 이용되는 물질이다. Baicalin

baicalein으로부터 3단계 반응과정을 거쳐 8% 수율로 oroxylin A

은 구조적으로 5번과 6번 위치에는 hydroxy기를 가지며 7번의

를 합성하게 되었다.

hydroxy기는 glucuronide 형태로 존재하여 천연적으로 보호기를

Varady는 치환된 wogonin을 염기 조건에서 isomerization하여

갖는다. 산촉매 조건에서 baicalin의 esterification을 진행하여 95%

oroxylin A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Scheme 3). Wogonin의 7번

수율로 baicalin methyl ester 화합물 7을 합성하였다. 다음으로

hydroxy기를 benzylation하여 7-benzyl wogonin 6을 합성한 후 염

염기 조건에서 dimethyl sulfate 혹은 methyl iodide를 이용하여 6

기, 무수 조건에서 isomerization을 통해 7-benzyl oroxylin A 5를

번 hydroxy기의 methylation을 통해 91% 수율로 oroxylin A

합성하였다. 촉매 조건에서 debenzylation을 거쳐 최종적으로

glucuronide methyl ester (OAGME) 8을 합성하였다. 이때 5번과

oroxylin A를 합성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정량적인 수율을 나타

6번의 hydroxy기 중 6번에서만 선택적으로 methylation이 발생하

내었다.18) 결과적으로 출발물질 wogonin으로부터 3단계 반응과
정을 거쳐 oroxylin A를 합성하게 되었다.
Majeed 그룹은 baicalin을 이용하여 oroxylin A의 합성법

(Scheme 4)을 고안하였다.19) Baicalin은 값이 저렴하여 다른 플

였는데, 이는 5번 hydroxy기와 4번의 carbonyl기의 분자내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친핵성이 감소하여 6번에서 선택적으
로 methylation이 발생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 과정에서 모
두 별도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없이 간단한 work-up 과
J. Pharm. Soc. Korea

410

김예은 · 이상협

Fig. 3. Derivatives of oroxylin A (8-13).

정을 통해 순도 높은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 세포 증식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24)

산조건에서 glucuronide 부분이 가수분해되어 최종적으로 oroxylin

그 외에도 B-ring에 작용기를 도입한 유도체화와 그에 따른

A를 합성하였다. 이러한 합성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각

활성연구들이 보고되었다. Oroxylin A의 유도체 12a-12c와 12e

반응 단계가 온화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수

는 iNOS에 의한 NO 생성을 확연히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보

율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출발물질 baicalin으로부터 3단계

고되었다. 미세아교세포 BV-2에 LPS와 oroxylin A 유도체 12a-

반응과정을 거쳐 62% 수율로 oroxylin A를 합성하게 되었다.19)

12h를 처리하여 유도체에 따른 iNOS 유도 NO 생성 변화를 관

Fig.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oroxylin A의 유도체화와 그에

찰한 결과, 화합물 12a-12c와 12e의 경우 저해활성(40-46%

따른 활성연구도 진행되었다. Oroxylum indicum을 구성하는 또

inhibition)은 oroxylin A의 저해활성(26% inhibition) 보다 높게 나

다른 성분인 OAGME (8)는 뛰어난 항궤양 효과와 α-glucosidase

타났다. 이렇듯 염증반응의 주요 매개체인 NO 생성을 저해함으

린 또는 에탄올에 의해 유발되는 위궤양에 대한 OAGME의 보

할 수 있다.48) Oroxylin A 구조의 B-ring에 변화를 준 또 다른

호 효과가 기존에 존재하는 약물인 ranitidine과 omeprazole보다

유도체인 5,7-dihydroxy-6-methoxy-2(4-phenoxyphenyl)-4H-chromene-

저해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45) 또한 아스피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6,47) Oroxylin A는 주로 7번 위치
hydroxy group의 glucuronidation이 발생하며 초회 통과 효과가

로써 oroxylin A 유도체의 항염증성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

4-one (DMPC) (13)은 스코폴아민이나 MK-801 처리로 기억장애
와 감각운동 관문 조절 결손(sensorimotor gating deficit)이 유도

나타나 경구 생체이용률이 매우 낮다.23) 이에 따라 Fu 그룹은

된 조현병 모델 쥐에서 그 증상을 확연히 개선하였다. 또한

oroxylin A의 7번 위치 hydroxy group에 길이가 다른 alkyl chain

DMPC는 in vitro 실험에서 GABAA의 선택적 효능제인 muscimol

이 연결된 질소 함유 소수성 알킬/헤테로고리 작용기를 도입함

에 의해 유도된 세포내 Cl-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는

으로써 유도체 9-11을 얻고, 이로써 glucuronidation 대사를 방지

데, 이러한 결과는 DMPC가 부분적으로 GABA성 신경전달 경

하여 oroxylin A의 경구 생체이용률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합성

로를 차단함으로써 조현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 oroxylin A 유도체들을 3종류의 암세포종 HepG2, HCT-116

하였다.49)

과 BCG-823에 투여하여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oroxylin A의 합성법에 관해 정리하자면, 먼저

Oroxylin A와 N,N-diethylamino, pyrrolyl 또는 piperidyl group이

trimethoxyphenol을 출발물질로 찰콘 구조를 경유하는 방법이 고

4개 탄소 사슬을 통해 연결된 화합물 11a-11c에서 아주 높은 암

안되었는데, 이후 이는 위치 이성질체인 negletein으로 밝혀졌다.

세포 증식 저해 효과를 나타냈는데, IC50=1.42-9.52 μM로 oroxylin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황금을 구성하는 플라보노이드인 bacalein,

A의 값 (IC50=22.7-33.9 μM)보다 약 5-20배 더 높은 활성을 나타

wogonin과 baicalin을 이용한 합성법이 고안되었다. Oroxylin A

내었다. 세 화합물 중 높은 활성을 나타냈던 화합물 11c는 HepG2

의 유도체화와 구조변화에 따른 활성연구도 병행되었으며, 일부

에서 necrosis를 유발하거나 apoptosis와 necrosis 모두를 유발하

유도체들은 oroxylin A가 갖는 활성보다 뛰어난 활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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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xylin A의 합성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
이며, 정립된 합성법들조차도 많은 합성 단계, 가혹 조건, 낮은
수율, 값비싼 출발물질 등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합성법
개발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Conclusion)
본 고찰은 약용식물인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이나 인도
전통 약초 Oroxylum indicum와 같은 약용식물의 주성분 중 하
나로 알려진 oroxylin A에 관해 효능, 구조, 그리고 합성법을 중
심으로 종합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oroxylin A는 구조
적으로는 free B-ring을 갖는 플라본 화합물이며, 황금을 구성하
는 대표적인 활성 성분인 baicalein, wogonin 및 baicalin과 유사
한 구조를 갖는다. Oroxylin A는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항암효과와 그 기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
태이다. 다양한 암세포종에서 Bcl-2 family 단백질의 조절을 통
해 apoptosis를 유도하였으며, 이때 in vivo 및 in vitro 실험에서
낮은 독성과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나타내었다. Oroxylin
A의 항염증 효과와 관련해서는 NF-κB를 저해함으로써 iNOS와
COX-2의 발현을 저해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oroxylin A는 뛰어난 신경보호 효과를 가졌는데, 이
는 신경영양인자인 BDNF의 증가 또는 oroxylin A의 GABAA 수
용체 길항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Oroxylin A의 합성
법에 관해서는 플라본 골격을 갖지 않는 trimethoxyphenol을 출
발물질로 찰콘 구조를 경유하는 방법이 고안되었으나, 이후 이
화합물은 oroxylin A의 위치 이성질체인 negletein으로 밝혀졌다.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황금을 구성하는 플라본 화합물인
bacalein, wogonin 또는 baicalin을 이용한 합성법이 고안되었다.
Oroxylin A의 유도체화와 구조변화에 따른 활성연구 또한 이루
어졌다. Oroxylin A의 7번 hydroxy group에 길이가 다른 탄소
사슬을 통해 질소 함유 알킬/헤테로고리를 도입하거나 B-ring에
다양한 유도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의 일부는 oroxylin A보다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oroxylin A는 다양한 의약
적 효능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작용기작과 합성 방법
에 관한 계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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