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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soflavones from the Root of Caragana microphylla 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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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Five isoflavones were isolated from the root of Caragana microphylla Lam. and the
structures have been identified by means of chemical and physical methods. The isoflavones are
7-hydroxy-4'-methoxyisoflavone(formononetin), formononetin-7-0-|3-glucoside(ononin), 7-hydroxy-3',
4'-methylenedioxyisoflavone(pseudobaptigenin),
7-0-P-glucuopyranosyloxy-3'-hydroxy-4'-methoxyisoflavone(calycosin-7-0-P-gluc-oside) and maackiain.
Keywords □ Caragana microphylla, calycosin-7-O-p-glucoside, isoflavones.

일환으로 초산에틸 분획이 함유하는 성분을 분러하는

본 연구에 사용한 골담초는 중국 길림성 황청현에서
수집한 식물로서 그 식물학적인 특성을 확인한 결과

실험에 착수하였으며 여기에 지금까지 얻어진 몇가지

좀골담초(Cara요ana microphylla Lam.)였다. 중국 길

후라본성분에 대하여 보고하고저 한다.

림성외 민간에서는 술로 담가서 골담, 골습등외 치
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후두염에도 유효하다고

실험방법

되어 있다. 한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골담초 즉
C. djaw/a오M에 대한 성분연구는 산발적으로 행하여 져

시약 및 기기一IR-spectrophotometer는 Perkin-El-

있으나, 좀골담초몰 포한한 Caragana 속식물에 대한

mer 1700, NMR-spectrometer는 Jeol Gx270, Mass

성분 및 약리학적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강등

spectrometer는 DMS-DX-300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은 최근 C. chamlagu로부터 caraganoside등 사포닌

모든 용매는 재중류하여 해당 비점에서 증류되는 부

류를 분리한 바 있고, 김 등3 은 동 식물외 에테르

분을 받아 사용하였다.

엑스가 항염효과를 보임을 관찰하였고* 작용물질을

추출 및 분러" 1991년 10월 길림성 황청현 동신

분리하여 그 구조틀 결정한 바 (+)-a-veniferin임을

향에서 채취한 좀골담초의 뿌리를 벗겨 음건한 후

보고하였다. 저자동(미발표)은 좀골담초의 분말을 석

세절하고 그 중 50kg을 취하여 메탄올로 환류 추출

유에테트로 탈지한 후 얻은 초산에틸 분획이 강한

하였다. 건조한 후 얻어진 메탄올 엑스(4.3 Kg)를 물에

강압 작용을 그리고 초산에틸추출후의 식물체로부터

현탁시키고 이것을 석유에테르로 추출하여 그 용해

얻은 메탄을 분획은 항염작용을 보이고 있움을 발견

부분을 제거하고» 남온 수층은 초산에틸로 3회 추출
하였다. 초산에틸용분을 건조하여 초산에틸 엑스 약

하였다. 저자등은 좀골담초 뿌리외 강압성분 연구외

250g을 얻었다.
초산에틸 엑스 lOg을 취하여 메탄을에 용해시키고

*본 논문에 관한 문외는 이 저자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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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 gel lOg을 가하여 혼화한 후 용매를 제거하고
10X40cm외 silica gel 컬럼의 상층에 가한다. 이
컬럼을 클로로포롬-메탄올 흔함액으로 국성을 높이면
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였다. 분획의 구분은 클로로
포름/ 메탄올(10 ：1)로 전개된 silica gel판상에서 페
놀반응과 자외선 색반응에 따라 행하였다. 클로로포
롬/ 메탄을(25 ：1)로써 Rf처가 가장 높은 분획 I 약 500
mg, 동(10：1)로써 분획 II약 110 mg을 얻어 메탄
올에서 재결정하여 물질 III 75mg을 얻었고, 동 (8 ：
1)로써 분획 III 약 350 mg, 동 (6 ：1)로서 분획 IV룔
얻어 메란올에서 재걸정하여 물질 V를 얻었다. 분획

(OH): 1636(C=OX 1620, 1590(aromatic), 1242, 1045

I 500 mg은 다시 silica gel컬럼에 걸어 초산에틸/석

(O-CH2 -O-)：'H-NMRCDMSO-de) 5(ppm): 6.03(2H, s,

유에테르 혼액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초

-O-CH2 -O-), 6.9K1H, d, J- 2 H z, H-8), 6.96(1H, d,

산에틸/석유에테르(1 ：8)에서 얻온 물질을 재결정하

J= 9 H z, H-5'), 7.06(1H, dd, J= 9 H z, 2Hz, H-6), 7.09

여 물질 I 170 mg을, 동(1 ：5)에서 얻은 물질을 메

(IH, dd, J = 9Hz, H-60, 7.14(1H, d, J=2Hz, H-2*X

란을에서 재결정하여 물질 II 80 mg을 얻었다. 동 (1 ：

7.98(1H, d, J = 9Hz, H-5).

5)에서 얻은 물질을 메탄을에서 재결정하여 물질 II

물질 IV ■무색결정: 융점 2 2 2 t ：원소분석(%) 이

80 mg을 얻었다. 또 분획 III 350 mg은 다시 silica

론처 C 61.40, H 5.12, 측정 처 C 60.06, H 5.11; UV >^ax

gel 칼럼에 넣고 동일 용매조건으로 재 크로마토그

(MeOH) nm: 252, 261, 302; MS(FAB) m/e: 431(NT

래피룔 실시하여 물질 IV 240mg을 얻었다.

+HX 268(M+-glucose); IR v ^ c n T * : 3400(OH), 1634

몰질 I - 무색결정; 융점 178*^179t; 원소분석 :

(C=OX 1621, 1560(aromatic), 1250(phenolic C-0),

이론처 = C 67.60%, H 4.06 측정처 = C 67.35%, H 5.24

1070-1015(sugar C-0); ^H-NMRCDMSO-de) 5(ppm)：

%,; 분자량=284(MS-FAB), Ci6Hi2O5(284.0678)：UV

3.90(3H. s, OCH3 X 5.07(1H, d, J = 7 Hz, anomeric

Amax(MeOH) nm ：310 nm(0.34), 286 nm(0.21), 209 nm

H of glucoside), 7.01(2H, d, J = 9.0 Hz, H-3\ H-5*),

(1.73); MS m/e(%) 84(\T\ 100), 267(3.61), 255(2.94),

7.15(1H, dd, J = 9Hz, 2 Hz, H-6), 7.23(1H, d, J = 2

241(2.55), 215(2.72), 197(3.61), 175(9.53), 162(18.70),

Hz, H-8X 7.52(2H, d, J = 9Hz, H-2\ H-6*), 8.04(1H,

151(11.54), 134(18.06), 104(5.54).; IR v ；
스
유
J cnT^ 3560

d, J = 9Hz, H-5), 8.4K1H, s, H-2).

(OH), 1616 및 1595(aromatic), 1260(phenolic C-0),

몰질 V- 무색무정형 물질; UV X^ax(MeOH) nm:

5(ppm): 3.55-3.75[2H, qq, H-6(axial), H-6a], 4.32[1

253, 263, 295：IR

3400(OH), 1631(C=

H, dd, J=9.9 Hz. 3.5 Hz, H-6(equitorial)], 5.47(1H,

0), 1618, 1503(aromatic), 1062, 1015(sugar C-0, 0-

d, J 그6.43, H-llaX 5.92(2H, d, J = 7.42 Hz, -O-CHr

CH3 )：'H-NMRCDMSO-de) 5(ppm): 3.82(3H, s, me-

0-, unequivalent), 6.34(1H, d, J=2.47, H-4), 6.39(1H,

thoxy), 5.12(1H, d, J = 7Hz, anomeric H), 6,95((1H,

s, H-10), 6.54(1H, dd, J=8A 2 Hz, 2.47 Hz, H-2), 6.88

d, J = 2.3 Hz, H-8), 7.05(1H, d, J = 8.7 Hz, 2.1 Hz, H-

(IH, s, H-7), 7.29(1H, d, J = 8.41 Hz. H-1).

6*), 7.2K1H, d, J==2.5 Hz, H-2*), 8.08(1H, d, J 그8.7

물질 I I - 무색결정; 융점 2 5 8 ^ 2 6 0 t； UV ?wnax
(MeOH) nm; 249, 261, 305：IR

cnr"

Hz, H-5), 8.38(1H, s, H-2).

3200

(OH), 1636(C=0), 1040(0-CH3)：'H-NMRCCDCW 6

실험결과 및 고찰

(ppm)：3.85(3H, s, OCH3 X 6.91(2H, d J = 9.5 Hz, H3\ H-5그, 7.0K1H, d, J^2H z, H-8), 7.04(1H, dd, J = 9

물질 I(Fig. 1)의 질량 분광스펙트럼에서 분자량에

Hz, 2Hz, H-6), 7.49(2H, d, J = 9Hz, H-2\ U~&), 7.96(1

해당하는 m/e=284가 주 피이크로 나타났다. 페놀

H, s, H-2X 8.12(1H, d. J = 9Hz, H-5).

양성반응과 적외선 스펙트럼의 3560c m 의 흡수로

물질 I I I - 무색결정; 264-265t：; IRv!Sjcm-"3145

보아 이물질은 페놀성물질임을 알 수 있다. UV 스
J. Pharm. Soc. Korea

골담초의 이소후라본 성분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물질 II는 같근/*> 감 초 속 식 물 등 으 로 부 터
분리 된 formononetin

(7-hydroxy-4'-methoxyisofla-

vone)외 데이터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물질 III도 페놀반응을 하며 그의 NMR상 8.28
ppm의 단일 피이크는 이소후라본의 H-2에 특유한
C O M P II ;R 1- O H , R 2= H , R 3=m eth oxy
C O M P III ;R 1» O H , R 2, R 3=dloxym ethylene
C O M P IV ;R 1= -0 -g lu , R 2= H , R 3=m eth oxy
C O M P V ;R 1= -0 -g lu , R 2=O H , R 3=m eth o xy
Fig. 2 —Isoflavones

것이다. 7.98 ppm에 나타나는 J = 9.02 Hz의 이중선은
물질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5에 헤당되고 그 카
폴링 대상은 H-6임을 알 수 있다. 물질 I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7에 oxy기가 있용이 확실하다. 6.03
ppm의 단일 피이크는 2개의 수소에 해당하고 이는
dioxymethylene기임에 틀림없다. 이 데이터들은 TWfolium

팩트럼외 310 nm에서는 낮은 흡광계수를 보이는 흡

에서

분러된

pseudobaptigenin의

NMR 데이터와 같았다.

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 물질은 polyoxygena-

물질 IV는 그 자외선 흡수의 모앙[(261 nm,305(sh)

ted benzene 환을 갖고 있옴을 알 수 있다. NMR외

nm]으로 관단하면 물질 II외 그것과 같은 발색단을

8.54ppm에 중수소와 처환되는 0 H 기가 있으며 그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출용매에 대한 용해도와

이하외 장에서는 흡수 피이크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silica gel 컬럼상외 성질로 보아 이 물질은 물질 II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물질은 C-4에 카르보닐 기와 C-

고극성임을 쉽게 알 수 있다. NM R상외 3.0ppm~3.

5외 OH(>10ppm)기간에 킬레이트성 수소를 갖는

80ppm 범위와 5.07ppm에서 한 단위의 당외 존재를

통상의 후라본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90 ppm에서

인정할 수 있었다. 물질을 가수분헤(2% 염산성 에탄올

는 dioxomethylene 기가 있고, 5.47 ppm에 나타나는

용액에서 30분간 환류)하고 TLC비교를 행한 결과

이중선은 benzyl alcohol형 수소에 헤당하고 이웃에

아글리콘은 물질 II와 같고 당부분은 포도당임을 확

6 Hz로 카폴링 할 수 있는 수소하나를 갖고 있다. 3.5~

인할 수 있었다. NMR상의 5.07 ppm외 픽이 7 Hz외

3.75 ppm 및 4.20~4.28ppm에서 에테르형 수소 3개

coupling constant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은 p형

가 나타나 있다. 이와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문헌분

으로 걸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함하건대 이물질은

석을 행한 결과 이물질외 분광학적 데이터가
japonica,하 S. subprostrataj' S. tomentosa하 및 Trifo-

및 Wistaria

미에서 분리된 formono-

netin 7-0-P-glucoside(ononin) 임이 톨림없다.

■베에서 분러된 d-또 는 1-maackiain외

물질 V외 자외 선 흡수대 를 보면 263 nm, 295 nm

그것과 같옴을 알 수 있었다. 물질 II(Fig.2)는 페놀

(sh)로 이는 이소후라본의 일반적 흡수모앙에 속한다.

lium

반응을 보이는 두번째 물질로써 1635cm■"외 적외선

이물질은 적외선 흡수외 3400cm~* 부위에 강한 0H

흡수대로 보아 후라본외 카르보닐기가 존재함을 쉽게

신측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체일 가능성이 크

알 수 있다. NMR상에서 보면 7.96 ppm에 단일 퍼

다. MMR상외 피이크 모앙은 dioxymethylene부분을

이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소후라본의 H-2에 특유한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물질 III외 그것과 같다. 즉

것이며, 3.85ppm에 메톡시기가, 6.91 및 7.49ppm에

8.38ppm의 단일 피이크는 이소푸라본에 특유한 H-2

나타나는 dd5- 보아 para-disubstituted benzeneJls]

에 해당하며, 8.08 ppm의 이중선(9.1 Hz)은 7-hydrox-

가 있옴을 알 수 있다. 8.12 ppm의 이중선(9 Hz)는

yisoflavone에 특유한 피이크모앙이다. 이 물질은 페

이소푸라본의 H-5에 헤당하는 피이크로 그 짝지음상

놀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구조중에 페놀기가

수가 9 Hz인 것으로 보아 오르토-카플링이 일어난

있으며, 3.82 ppm에 메톡시기가 있다. NM R이 물질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H-6파 카폴링 한 것이다.

III과 유사한점으로 보아 B-고리의 치환상태가 물질

H-6이 7.04 ppm에서 메타-카폴링한 dd로 나타난다.

III외 그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B-고리에 3'와

이들 일련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C-7에 oxy기가

4' 위처에 0H, 메톡시기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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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화한 물질외 NMR을 보면 7.21 ppm외 H-2^는

Isoflavone외 NMR 스펙트럼상 H-2는 사용용매에

8.08 ppm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C-3^상에 0 H 가

따라 그 화학적 이동이 달랐다. 즉 물질 IV외 trimeth-

결합되어 있다. 이와같은 아세틸화이동으로 보아 B-

ylsilyl ether를 사염화란소를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

고리는

3'-hydroxy-4'-methoxy 기로

처환되어있옴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당외 결합위치는 C-7외 0 H 인것도

H-2는 7.9 ppm, 천연물자체롤 DMSO에 녹여 얻은
스펙트럼에서는 8.30ppm에서 나타났다.

확인되었다. 이 물질을 가수분해하여 확인 한바 당
부분은 포도당이 었으며, 아글리콘부분은 Trifolium

^■사의 말씀

에서 분리된 calycosin외 NMR 데이터와 동
일한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물질 V외 NMR상 5.12

물질 I I III 및 V의 FAB MS 스펙트럼을 촬영해

ppm 외 피이크는 당외 아노머 수소외 해당하며 그

주신 충복대학교 약학대학 문동철, 이용문 양교수와

짝지음 상수가 7 Hz임으로 P 결함을 하고 있다.

식물을 확인해주신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배기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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