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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Sennoside 방사선 분해산물 분자구조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prodrug을 이용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효

소, 산·알칼리 처리 등 화학반응, 생명공학 기술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성 및 효율성, 잔류성분에 의한 안전성 등

의 문제점이 있어 실용화 및 산업화가 제한적임.

○ 방사선의 특성인 물질 분해 및 중합작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면 기

존 생물소재의 특성을 개선 및 변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선

을 이용한 생물소재 변형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수행되므

로 생물소재 시스템 내의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체내이용율에 있어 장내균총 구성에 의존적인 prodrug(sennoside)의 생

리활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여 prodrug(sennoside)의 분자

구조 변형을 유도하는 방사선생물공정 기술 정립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유효 sennoside 방사선 분해산물 최대수율을 위한 최적 방사선 조건

확립

- 화학적 촉매제 병용처리에 따른 sennoside의 분해 특성

- 방사선 조사 선량별 sennoside의 분해 특성



- ii -

○ 방사선 조사에 따른 sennoside 유도체의 정량 및 구조분석

- Thin-layer chromatography 분석

-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y 분석

-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은 줄어들었으며, 10 kGy로 조사하였을 경우 모체 화합

물은 거의 분해되었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화합물

의 수와 양이 증가였음.

○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에 0.05% 농도로

hydrogen peroxide를 첨가하여 감마선 조사한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sennoside B는 줄어들었지만 hydrogen peroxide를 첨가하지

않고 감마선 조사하였을 경우보다 모체 화합물의 감소 현상은 상대적

으로 적었음.

○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에 nitrous oxide gas를 충

진하여 감마선 조사하였을 경우, hydrogen peroxide 처리구나 무처리

조사구에 비해 감마선 유도 생성물이 증가하여 nitrous oxide gas가

sennosdie B의 radiolysis를 촉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실험 조건하에서 dianthraquinone 구조인 sennoside B로부터 C

10-10'이 절단되어 anthraquinone계열 화합물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sennoside B의 O-glycoside 결합이 분해되면서 당(gloucose)

이 분리되어 비배당체화합물 생성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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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른 배당체 prodrug(인삼의

ginsenoside, 감초의 glycyrrhizin, 작약의 paeoniflorin, 콩의 isoflavone

등)에 대한 특이적 반응조건으로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유효성분변환기술 확보, 대량공정시스템 확립 및 기업체로

의 기술을 통한 실용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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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 Structural analysis of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echniques such as enzyme and chemical treatment or biological

technology, which have been use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or

development of the natural medicines, are more restrict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effeciency, cost, wholesomenes and enviromental

pollution

○ Depending on the irradiation conditions, natural materials could be either

degraded or crosslinked by radiation at low temperature

○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of radiation technology for

enhancing the bioavailability of prodrugs which should be converted to the

active form by intestinal microorganism for absorp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Development of the optimal irradiation conditions to maximize the useful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 Combined effect of irradiation and catalysts on the radiolytic

characteristics of sennoside

- Radiolytic characteristics of sennoside depend on the radiation doses and

the use of the catalysts

○ Structural analysis of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 Analysis of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by thin-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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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y

- Analysis of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by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y

- Analysis of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by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Ⅳ. Result of Project

○ The sennoside B quantity decreased when irradiation dose increased and

completely degraded at 10 kGy of irradiation.

○ There wa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of the radiolysis

compounds and the absorbed dose of the gamma ray irradiated sennoside

B

○ Radiolysis products yields increased on the addition of nitrous oxide gas

into the sennoside B solution

○ No anthraquinone compounds were formed after irradiation of sennosie B.

Scission of the O-glycoside bond and consequently formation of aglycone

of sennoside B was observ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Results from the research will be a very good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bioavailability of other prodrugs and manufacturing natural value-added

functional materials b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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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개발의 목적

방사선의 물질분해작용(radiolysis)을 이용하여 배당체 형태의 sennoside를 비배

당체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여 생리활성을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약리작용을 나타

내는 식의약 신소재 및 제품을 개발을 위한 방사선생물공정 기술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물 유래 유효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규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식·의

약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한방처방을 구성하는 생약에는 다양한 배당체(glycoside) 성분을 함유하고 있

는데, 최근 한약배당체에 대한 약물거동과 약효해석에서 배당체 그 자체가 약

효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장내세균에 의한 가수분해산물에 기인한다는 이

른바 배당체가 prodrug임이 밝혀짐.

○ 장내세균은 체질과 식생활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장내세균의 구성과 수는

개체차가 큼. 따라서 배당체 가수분해능도 개인차를 나타내게 되며 이는 결국

한방치료나 식품 섭취에 있어서 흡수율 또는 약효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적으로 prodrug을 이용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효소, 산·알

칼리 처리 등 화학반응, 생명공학 기술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성 및 효율성, 잔류성분에 의한 안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실

용화 및 산업화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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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의 특성인 물질 분해 및 중합작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생물

소재의 특성을 개선 및 변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

소재 변형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수행되므로 생물소재 시스템 내

의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녹차추출물에서의 색소제거, 식품

allergen 약독화, 독성물질의 불활성화 등 천연물의 물질변환 연구를 통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확인한 상태이나, 정확한 분리 및 정제를 통한 방사선 분

해물질의 동정 및 분해 메카니즘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팀에서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sennoside의 생리활성을 획기

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의적 선행연구결과를 확보하였음. 이는 방사선의

물질분해작용(radiolysis)에 의한 sennoside 분자구조 변형 유도에 의한 결과

로 해석되고 있음.

(2) 경제․산업적 측면

○ 활성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시키고 약물동태성이나 약동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량신약에 대한 관심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방사선 유도 교차결합 응용 폴리머 생산, 방사선

그라프팅 등은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천연 소재를 이용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미한 실정으로 다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식품 방사선 조사와 방사선에 의한 셀룰로오스 분해 양상 등이 연구된 바 있

음.

○ 방사선의 생물공학적 이용에는 전통적으로 식품의 위생화 및 안전저장, 생체

재료 및 의료기기 위생화를 위한 살․멸균 기술이 대표적으로 산업에서 활용

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유전체 규명, 기능성 생물 소재

의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간의 상호작용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혹은 바이오칩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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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산업은 IT 산업과 함께 21세기의 기술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

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생물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해당 기술의 독창성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item의 확보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 위상 강화에 초석이 될 것임.

(3) 사회․문화적 측면

○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

우 천연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식의약 신소재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인공화합물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이들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한 생물을 원료로 한 소재로

이동되고 있어 고순도, 고농축의 자연 유래 소재 개발과 그 수요 또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최근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천연물에서 유래되는 고기능성 물질들의 수요와 관심이 급증

하고 있고 생물신약 및 관련 제품들의 개발이 차세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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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 개발 현황

(1)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학적 구조변환 연구

○ 초기 방사선화학(radiation chemistry) 또는 방사선생물학(radiation biology)을

기초로 한 단백질, 탄수화물 등 거대분자(macromolecules)의 방사선 영향평가

연구가 수행되었음.

○ 일부 연구에서 생물소재에 방사선 조사의 영향 평가 등을 통하여 가능성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상태이나, 고부가 신소재 개발 가능성을 잠재한 천연 생물

소재의 생체조절 효과 증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함.

(2) 생리활성 증가를 위한 비활성 전구물질을 활성형태로의 전환연구

○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속 또는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속 등의 균주를

콩의 배당체 성분인 이소플라본 분말 수용액에 접종한 후 비배당체로 전환을

유도하여 배양액으로부터 이소플라본의 비배당체를 회수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음.

○ 배당체물질에 직접 산(acid)처리를 하여 여과, 건조, 결정화 등의 공정을 거쳐

비배당체 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이 수행되었음.

2. 국내 기술 개발 현황

(1)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학적 구조변환 연구

○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물 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연구로 울금과

강황, 복분자, 비파, 민들레 및 녹차를 비롯한 국내 식물자원의 천연화합물(폴

리페놀, 폴리펩타이드, 폴리사카라이드 등)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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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수행됨.

○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 사용의 가장 큰 제한요소였던 내추럴

케미컬의 불필요한 색소 및 잔류농약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고농도

의 기능성 천연화합물을 추출, 가공하여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고부가

가치 원료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이 확보됨.

○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공중보건산업에서의 화학적 유해물

질(발암성 물질인 nitrosamine이나 biogenic amine, 생식독성 물질인

gossypol, 곰팡이 독소 patulin, 항생제 등)의 구조변화를 유도하여 독성을 저

감화시키 위한 연구가 수행됨.

○ 신개념 백신 생산을 위하여 방사선원(β, γ-ray) 별 특성 평가 및 방사선 조사

에 의한 단백질 구조변화를 유도하여 단백질의 항원성을 변경시켜 식품의 알

레르기 저감화 연구가 수행됨.

(2) 생리활성 증가를 위한 비활성 전구물질을 활성형태로의 전환연구

○ 김치에서 β-glucosidase의 활성을 갖는 유산균주를 선별하여 캡슐형태로 체

내에 투여함으로써 장내에서 한약재의 배당체 물질을 비배당체 형태로 전환

율을 높여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감귤류등에 함유된 배당체 형태의 비활성형 flavonoid 화합물을 당분해효소

(cellulase, amylase, β-glucosidase, pectinase)를 이용하여 비배당체 형태의

활성형 flavonoid로 전환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음.

○ 인삼이나 홍삼에 효소, 산(acid), 팽화(puffing) 및 초고압 등의 처리를 통하여

진세노사이드의 수율 증대 및 구조변환을 유도하여 생리활성을 증가시키기 위

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3.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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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학적 구조변환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학적 구조변환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왔으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생리 기능성 증진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인 기작연구와 특성 규명보다는 그 현상과 이에 따른 기작의 개

괄적인 추측만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본 연구팀에서 실시한 홍삼 및 sennoside에 대한 선행연구 공정을 여러 배당

체 prodrug에 대한 특이적 반응조건으로 확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이 필요함.

○ 향후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분자구조 규명 동물세포실

험, 안전성 평가, 임상실험 등의 세부 기초연구가 필요함.

(2) 생리활성 증가를 위한 비활성 전구물질을 활성형태로의 전환연구

○ 배당체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비배당체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할 경우, 배

당체 가수분해 효소는 조건에 따라 가수분해 대신에 배당체의 결합을 변화시

키는 배당체 전이작용을 유도하기도 하며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

음.

○ 황산이나 염산 등의 산(acid)을 이용하여 배당결합을 가수분해하여 비배당체

를 얻는 공정이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산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환

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체내에서의 배당체 물질을 비배당체 형태의 생리활성 물질로 전환율을 높이

기 위해 β-glucosidase의 활성을 갖는 세균을 섭취하는 연구가 이루졌으나,

세균이 이와같은 효능을 발휘하려면 경구 투여 시 위산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어 아무런 장애 없이 장내에 도달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됨.

○ 발효홍삼 등 생약의 발효를 통한 생리활성 증가를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효율, 품질관리 측면에서 의약품 또는 신약소재로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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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수행내용

(1) 최적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및 화학적 병용처리 공정개발

(가) 방사선 조사 선량별 sennoside B의 분해 특성

○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시약 및 유기용매는 Sigma chemical Co.(USA)와

Fisher Scientific(USA)에서 구입하였으며, 또한 물은 순수재증류장치

(Millipore Milford, USA)에서 얻은 3차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Sennoside B

는 200 ppm 농도로 70% MeOH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 선

원 3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10 및 2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

는 2% 이내였으며 조사실의 온도는 18℃였다.

○ 라디칼(radical) 형성 촉진제(Nitrous oxide gas, hydrogen peroxide) 등 화

학 촉매제 병용처리에 따른 sennoside의 방사선 분해산물 특성

- 라디칼 형성 촉진제로는 Nitrous oxide gas(99.9%, Hankook special

gases, Korea)와 30% hydrogen peroxide(Sigma, USA)를 일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방사선 조사에 따른 sennoside B 유도체의 구조분석

(가) Thin-layer chromatography(TL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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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C plate는 silica gel aluminium sheet(silica gel 60F254, Merck,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전개용매는 극성도를 달리한 4가지 혼합용매

Hexane:Methylene chloride=1:1, Hexane:Methylene chloriede:Ethyl

acetate:Formic acid=5:4:1:0.1, Hexane:Methylene chloride:Ethyle

acetate:Methanol:Formic acid=4:4:2:0.5:0.1, 2-propanol:Ethyl acetate: H2O:

glacial acetic acid=40:40:29:1를 이용하여 multiple gradient

development(MGD)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개시켰다.

Table 1. Mobile phase program used for MGD elution-development

Mobile phase

component

Development distances (cm)
8.5 8.5 8.5 4.5

Step number
1 2 3 4

Hexane 1 5 4
Methylene

chloriede
1 4 4

Ethyle acetate 1 2 40
2-propanol 40
Methanol 0.5
Formic acid 0.1 0.1

glacial acetic acid 1
H2O 29

(나)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분석

○ Agilent 1200 system(Agilent technologies, Germany)에 C18 컬럼(4.6 mm

i.d. × 250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 Germany)을 장착하여 0.1%

phosphoric acid와 acetonitrile을 이용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흘리면서

HPLC에 시료를 10 μL 주입하여 UV detector 230, 280, 360 및 450 nm에서

검출하고, 표준용액의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방사선 분해산물을 동정하

였다. HPLC 분석조건은 Table 2 및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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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conditions of HPLC

Column C18(4.6 mm i.d. × 250 mm, 5 μm )

Mobile phase 0.1% phophoric acid, acetonitrile

Flow rate 1 mL/min

Detector UV detector (254 nm)

Analysis

temperature
30℃

Injection volume 10 μL

Table 3. Mobile phase gradient program of HPLC

Time(min)
0.1% phosphoric

acid(%)
Acetonitrile(%)

5 90 10

30 80 20

35 80 20

37 65 35

45 30 70

60 0 100

(다)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LC-MS/MS) 분석

○ LC-MS/MS는 Agilent 1200 RRLC system(Agilent technologies, Germany)

를 이용하였으며, C18 컬럼(4.6 mm i.d. × 250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0.1% phosphoric acid가 첨가된 증

류수와 acetonitrile의 혼합 용매를 gradient program을 사용하여 유속 0.25

mL/min으로 하여 시료 10 μL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최적의 MS/MS 분

석을 위하여 capillary는 3.0 kV, source 온도는 350 ℃로 하였으며, gas

flow는 10 L/min로 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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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conditions of LC-MS/MS

Ionization ESI(negative)

Nebulizer gas N2

Nebulizer pressur 50 psi

Gas flow 10 L/min

Ion spray voltage 4000 V

Source temp 350 ℃

Resolution Q1

Scan mode Sim mode

Delta EMV 600 V

MS Scan 50-100

Frangmentor energy 260 V

2. 연구수행결과

(1) Sennoside 방사선 분해산물 TLC 분석

(가) 감마선 조사 선량별 sennoside B의 분해특성

극성도를 달리한 4가지 조성의 전개용매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sennoside B를 MGD 방법으로 전개하여 UV 흡수 양상 및 Rf 값을 확인하

였다. 우선 hexane과 methylene chloriede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반복적인

분리에서는 차츰 극성용매를 증가시켜 극성을 크게 함으로써 분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표준물질은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anthraquinone

및 dianthraquinone 계열의 화합물(emodin, aloe-emodin, rhein,

anthraquinone 및 sennidine B)을 선택하였으며, 이들 화합물들의 약리학적

활성으로는 항균작용, 항혈소판 응집작용, 항염증작용, 항류마티스작용, 항종

양 활성 및 항암활성 등이 있다. MGD방법에 의해 단리된 TLC상의 표준화

합물의 Rf 측정값은 Table 5와 같다.

감마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sennoside B의 분해패턴은 0, 1, 3, 5, 10 및 20

kGy 선량으로 조사하여 TLC상에서 확인하였다(Fig. 2). 1, 3 및 5 kGy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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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nm

SM            SB             E          AE          R           A         

량의 조사시 모체화합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선량에서

는 육안 및 UV 램프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

록 모체화합물의 radiolysis가 증가하여 TLC상에 많은 band가 형성됨을 확

인하였으며, 10 kGy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경우 단리된 화합물들이 하나

의 긴 band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적용 선량내에서 감마선 조

사에 따라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된 분해산물 중 표준물질과 같은 Rf 값을

갖는 spot은 없었다.

Table 5. Rf value of standard compounds

Standards Mobile phase step Rf

emodin 1~3 0.82
aloe-emodin 1~3 0.67

rhein 1~3 0.61

anthraquinone 1~3 0.92
sennidine B 4 0.87
sennoside B 4 0.41

Fig. 1. TLC pattern of standard compounds.

(SM:standard mixture, SB:sennoside B, E:emodin, AE:aloe-emodin,

R:rhein, A:anthraqu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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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0            1             3             5           10         20 kGy

Irradiated sennoside B

254 nm

SM          0            1          3            5         10         20 kGy

Irradiated sennoside B

365 nm

Fig. 2. TLC pattern of irradiated sennoside B and standard mixture.

(SM: sennoside B, emodin, aloe-emodin, rhein, anthraqu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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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ydrogen peroxide 처리에 따른 sennoside B의 감마선 분해특성

Hydrogen peroxide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분해되어 다음과 같이•OH

radical을 생성한다.

H2O2 → 2•OH

또한 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된 hydrated electron과 반응하여 아래

와 같이 •OH radical을 생성하게 된다.

H2O → •OH, •H, H3O
+, eaq

-, H2O

H2O2 + eaq- → •OH + OH-

Hydrogen peroxide를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에

0.05% 농도로 첨가하여 감마선 조사하였다. 1, 3 및 5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시 모체화합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육안 및 UV 램프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Fig. 3). 감마선 조사선량이 높아

질수록 모체화합물의 radiolysis가 증가하여 TLC상에 많은 band가 형성됨

을 확인하였으며, 10 kGy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샘플은 단리된 화합물들

이 하나의 긴 band를 형성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hydrogen peroxide

와 감사선 조사의 병용처리에 따른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된 분해산물

중 표준물질과 같은 Rf 값을 갖는 spot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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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0            1          3            5         10         20 kGy

Irradiated sennoside B

Ø + 30 % H202 (0.05%, V/V)

254 nm

365 nm

SM          0            1              3             5          10         20 kGy

Irradiated sennoside B

Ø + 30 % H202 (0.05%, V/V)

Fig. 3. TLC pattern of irradiated sennoside B with hydrogen peroxide

(0.05%).



- 15 -

(다) Nitrous oxide gas 처리에 따른 sennoside B의 방사선 분해특성

Nitrous oxide gas(N2O)는 ․OH 라디칼 생성제로서 e-
aq + N2O → N2 +

OH- + •OH과 같은 반응에 의해 ․OH 라디칼을 생성한다. 70% MeOH에

녹인 200 ppm sennosdie B에 nitrous oxide gas를 충진시킨 후 감마선 조

사하여 분해패턴을 확인하였다. 그림 4와 같이 nitrous oxide gas를 충진하

지 않고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 보다 같은 조사선량에서 radiolysis가 증가

하였다. 이는 nitrous oxide gas가 sennosdie B의 radiolysis를 촉진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1, 3 및 5 kGy 선량의 조사시 모체화합물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육안 및 UV 램프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Fig. 4). 감마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모체화합물의 radiolysis가

증가하여 TLC상에 많은 band가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2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경우 단리된 화합물들이 하나의 긴 band를 형성하는 현

상을 보였다. 그러나 nitrous oxide gas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에 따른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된 분해산물 중 표준물질 같은 Rf 값을 갖는 spot

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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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nm

SM          0            1          3            5         10         20 kGy

Irradiated sennoside B

Ø + N2O gas

365 nm

SM               0            1            3              5           10         20 kGy

Irradiated sennoside B

Ø + N2O gas

Fig. 4. TLC pattern of irradiated sennoside B with nitrous oxide gas.

(SM: sennoside B, emodin, aloe-emodin, rhein, anthraquinone)



- 17 -

(2) Sennoside 방사선 분해산물 HPLC 분석

(가) 감마선 조사 선량별 sennoside B의 분해특성

Standard 물질은 Sigma사의 emodin, aloe-emodin, rhein, anthraquinone,

sennidine B, sennoside B, chrysophanic acid 및 physcion 등을 이용하여

sennoside B의 감마선 분해물질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실험 분석조건하에

서 retention time(Rt)을 각각 구하였다(Fig. 5).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

peak은 줄어들었으며, 10 kGy로 조사하였을 경우 모체 peak은 거의 사라지

고 흔적만 보였다(Fig. 6).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peak의 수

가 증가하며, 새로운 peak의 면적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

였다. 그러나 적용 선량내에서 감마선 조사에 따라 sennoside B로부터 유도

된 분해산물 중 standard 물질과 같은 Rt를 갖는 화합물은 없었다.

1

2
3

4

5

6
7

8

Fig. 5. Chromatogram of standard compounds. (1 : sennoside B, 2 :

Aole-emodin, 3 : rhein, 4 : sennidine B, 5 : emodin, 6 : chrysophanol, 7 :

physcion, 8 : anthraqu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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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1 kGy

3 kGy

5 kGy

10 kGy

20 kGy

Fig. 6. HPLC chromatograms of irradiated sennosi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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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ydrogen peroxide 처리에 따른 sennoside B의 감마선 분해특성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에 0.05% 농도로 hydrogen

peroxide를 첨가하여 감마선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sennoside B peak은 줄어들었지만, hydrogen peroxide를 첨가하지 않고 감

마선 조사하였을 경우보다 모체 peak의 감소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Fig. 7).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peak의 수가 증가하며, 새

로운 peak의 면적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 ppm의 sennoside B에 0.05% 농도로 hydrogen peroxide를 첨가하였을

경우, 감마선 조사를 하지 않은 비조사구에서도 hydrogen peroxide 첨가에

따른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hydrogen peroxide의 산

화작용에 의한 반응생성물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hydrogen peroxide

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에 따른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된 분해산물

중 standard 물질과 같은 Rt를 갖는 화합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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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1 kGy

3 kGy

5 kGy

10 kGy

20 kGy

Fig. 7. HPLC chromatograms of irradiated sennoside B with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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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itrous oxide gas 처리에 따른 sennoside B의 방사선 분해특성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에 nitrous oxide gas를 충

진하여 감마선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70% MeOH에

녹인 200 ppm의 sennoside B peak은 줄어들어,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모체 peak은 거의 사라지고 흔적만 보였다(Fig. 8). 감마

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peak의 수가 증가하며, 새로운 peak의

면적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Nitrous

oxide gas를 충진하여 감마선 조사하였을 경우, hydrogen peroxide를

0.05% 농도로 처리한 경우와 무처리 조사구에 비해 감마선 유도 생성물이

증가하여 nitrous oxide gas가 sennosdie B의 radiolysis를 촉진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nitrous oxide gas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에 따라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된 분해산물 중 standard 물질과 같은 Rt를 갖는

화합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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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1 kGy

3 kGy

5 kGy

10 kGy

20 kGy

Fig. 8. HPLC chromatograms of irradiated sennoside B with nitrous oxide

gas.



- 23 -

(3) Sennoside 방사선 분해산물 LC-MS/MS 분석

5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sennoside B 분해산물의 성분분석을 total

ion chromatogram으로부터 질량스펙트럼을 확인한 다음 seleted ion

monitoring mode로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였다(Table 6). Dianthraquinone

구조인 sennoside B로부터 C 10-10'이 절단되어 anthraquinone계열 화합물

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2번 peak의 MS spectra의 분석결과

sennoside B의 당(gloucose)이 분해되면서 비배당체화합물 생성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9. HPLC chromatograms of irradiated sennoside B at 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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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posed chemical structure of radiolysis products of sennoside B

Peak

No.
Fragment ion (m/z) Chemical structure

7 177.0, 293.0, 860.8

1 218.8, 277.0, 391.1, 586.9

2 195.0, 292.5, 390.8, 452.9

3
194.8, 236.6, 292.7, 488.1,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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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Peak

No.
Fragment ion (m/z) Chemical structure

4 276.6, 390.8

5 195.1, 296.6, 372.6

6
194.8, 258.6, 292.7,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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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방사선의 물질분해작용을 이용

하여 배당체 형태의

sennoside(prodrug)를 비배당

체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여 생

리활성을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식의약

신소재 및 제품을 개발을 위한

방사선생물공정 기술개발

▶ 유효 sennoside 방사선 분해산물 최

대수율을 위한 최적 방사선 조건

확립

- 방사선 조사 선량별 sennoside의

분해특성

- 화학적 촉매제 병용처리에 따른

sennoside의 분해특성

▶ 방사선 조사에 따른 sennoside 유도

체의 구조분석

- Thin-layer chromatography 분석

-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y

분석

- 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분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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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생명, 농학, 의학 분야의 방사선 이용연구는 산업기

술 및 macro 수준의 개량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생물공학 분야

의 접근방법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여서 본 과제를 통

하여 방사선과 생물공학 융합기술의 기초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물공학/나노 복합기술을 이용한 천연자원 및 물질

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기존 생물공학적 이론에 방사선

의 신개념 가치를 부가하여 새로운 식의약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기술 및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 있음.

○ 본 과제의 결과는 방사선융합기술 개발 뿐 아니라 생물공학 연구사업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의 기반 구축에 활용 가능.

○ 본 연구를 통한 배당체 sennoside의 비배당체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방사선공

정을 여러 배당체 prodrug(인삼의 ginsenoside, 감초의 glycyrrhizin, 작약의

paeoniflorin, 콩의 isoflavone 등)에 대한 특이적 반응조건으로 기술개발을 확

대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유효성분변환기술 확보, 대량공정시스템

확립 및 기업체로의 기술을 통한 실용화가 가능함.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성 물질 또는 새로운 특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 및 확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연구분야임.

○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른 배당체들의 방사선 조사를 통한 구

조 및 기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기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핵심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건강관련 기능성 제품의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가 위상제고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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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공정기술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생물산업 분야에서 신소재개발 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본 과제를 통한 방사선 생물공정 기술 정립은 전라북도를 식품사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사업 수주 및 기술 이전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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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이용율에 있어 장내균총 구성에 의존적인 prodrug인 sennoside의 생리활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사선의 물질분해작용을 이용하여 sennoside의 분자구조 변환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감마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sennoside B의

분해패턴은 0, 1, 3, 5, 10 및 20 kGy 선량으로 조사하여 TLC, HPLC 및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라디칼 형성 촉진제로는 nitrous oxide gas와

hydrogen peroxide를 일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Standard 물질은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anthraquinone 및 dianthraquinone 계열의 화합물을 이용

하여 sennoside B의 감마선 분해물질과 비교하였다. 1, 3 및 5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시 모체화합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완전

분해되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모체화합물의 radiolysis가 증가하여 방사선

분해산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trous oxide gas를 충진하여 감마선 조사

하였을 경우, hydrogen peroxide 처리구나 무처리 조사구에 비해 감마선 유도 생성

물이 증가하였다. LC-MS/MS 분석결과, 라디칼 형성 촉진제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

처리에 따라 sennoside B로부터 유도된 분해산물 중 sennoside B로부터 C 10-10'

결합이 절단되어 anthraquinone계열 화합물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sennoside B의 당(gloucose)이 분해되면서 비배당체화합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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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glycoside bond and consequently formation of aglycone of sennoside B

was observed.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Ionizing radiation, prodrug, sennoside, bioavailability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개발의 목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개발 현황
	2. 국내 기술개발 현황
	3.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수행내용
	2. 연구수행결과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