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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슬(Acyranthes bidentata)은 항관절염(anti-arrthritic), 최음(aphrodisiac), 항바이러스(anti-viral), 항경련

(anti-spasmodic), 항고혈압(anti-hypertensive), 항응고(anti-coagulant) 그리고 항암(anti-tumor)효과에 사용되어 왔

다. 본 연구는 우슬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다당 추출물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염 효과와 관련

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슬 다당 추출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IL-1α, IL-6, COX-2 그리고 total NO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Abstract: Acyranthes bidentata has been used as anti-arrthritic, aphrodisiac, anti-viral, anti-spasmodic, anti-hyper-

tensive, anti-coagulant and anti-tumor agent. In this study, we evaluated anti-inflammatory effect of polysaccharide 

extract from Acyranthes bidentata. Acyranthes bidentata polysaccaride decreased IL-1α, IL-6, COX-2, and total 

NO synthesis. Our results point to the potential use of Acyranthes bidentata polysaccaride as a cosmeceutical agent 

for inflammatory cutaneous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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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우슬(Achyranthes bidentata)은 비름과의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Nakai) 또는 우슬(Achyranthes 

bidentata)의 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우슬(Achyr-

anthes bidentata)과 털쇠무릎(Achyranthes fauriei)을 

사용하고, 중국은 우슬(Achyranthes bidentata)만을 사

용하고 있다. 우슬은 어혈을 제거해줌으로써 생리불순, 

산후복통에 사용하며 골수를 보충하고 음기를 잘 통하게 

하여 관절염과 음허화동으로 인한 입안과 혀의 발진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약리작용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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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anti-arrthritic), 최음(aphrodisiac), 피임(anti- 

fertility), 항바이러스(anti-viral), 지사(laxative), 분만

유도(ecbolic), 항경련(anti-spasmodic), 항고혈압(anti- 

hypertensive), 항응고(anti-coagulant), 이뇨(diuretic), 

자궁흥분작용, 항암(anti-tumor), 콜레스테롤 강하작용, 

혈당강하작용, 간기능 개선 작용, 진통, 진경효과, 항알러

지(anti-allergy)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1-4]. 또한 기침, 

신수종(renal dropsy), 치루(fistula), 피부발진(skin ra-

shi), 비염(nasal infection), 천식(asthma), 만성 말라리

아(chronic malaria), 발열, 무월경(amennorrhea), 복통

(abdominal cramp) 및 사교상(snake bite) 등에도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5]. 성분으로는 rutin, saponin, achyr-

anthine, caffeic acid, inokosterone, ecdysterone, rub-

brosterone, physcion, oleanolic acid, manatanic aci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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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eic acid, ecdysone, triterpenoid saponin, meta-

morphosis hormone, β-sitos-terol, β-sitosterol glyco-

side, stigmasterol, stigmasterol glycoside 및 rubroster-

one 등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7]. 최근의 많

은 연구를 통해 in vitro 실험에서 우슬의 면역조절작용

[8], 급성 및 아급성 염증에 대한 항염증효과[9,10], 성

분 연구(oleanolic acid bisdesmoside)[11], human can-

cer colon cell에서의 항암효과[12], cytochrome P450 약

물 대사효소에 대한 억제작용[13], cathepsin B에 대한 

저해효과[14], 골아세포 증식과 분화에 미치는 효과

[15], 카드뮴 흡입독성완화에 미치는 영향[16] 등의 보

고가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슬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항산화, 미백 및 항염 효과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여, 화장품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방법

2.1. 실험 재료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우슬은 2005년 6월 서울 경동시장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으로는 

trypsin-EDTA solution,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dimethyl 

sulfoxide (DMSO), H2O2, nutrient mixture (Ham's 

F-12),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solution은 

Sigma (USA)사의 제품을, Human IL-1α ELISA Kit, 

Human IL-6 ELISA Kit는 Endogen (USA)사의 제품

을, COX-2 ELISA Kit, Total NO (Nitric Oxide) 

ELISA kit, manganese superoxide dismutase (Mn- 

SOD) ELISA (Korea) kit는 Assay Designs (USA)사

의 제품을, 용매는 덕산화학(Korea)과 Fisher (USA)사

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Human normal fibroblast는 국내 

MTT사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기기

로는 aspirator (EYELA, Japan), evaporator (EYELA, 

Japan),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사

용하였다.

2.2. 다당 추출  분리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우슬 400 g과 증류수 1 L를 넣

고 heating mantle을 이용하여 6 h 동안 가열하여 추출

하였다(3회 반복). 추출물은 실온에서 식힌 후, 여과지

(No. 2, Whatman, UK)와 aspirator를 이용하여 진공 여

과하였다. 여과한 추출액은 evaporator를 사용하여 농축

하였다. 농축액 500 mL을 비이커에 넣고, 에탄올 1,500 

mL을 첨가하여 약 75 %의 에탄올 용액으로 만든다. 이 

용액을 냉장고에 4 ℃ 저온으로 24 h 동안 보관하면서 

다당 침전물이 생기는지 관찰한다. 침전된 다당 분획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분리한 후,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분말로 만들어 보관 및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항산화 효과

  2.3.1. Mn-SOD 생성 억제 효과 실험

  DMEM 과 Ham's F-12 media를 3 : 1의 비율로 조성

하고 FBS를 10 % 농도의 배양액에서 human normal fi-

broblast를 배양하였다. Fibroblast를 12-well plate에 분

주한 후 24 h 동안 배양한다. 그 후 2 × 10-4 M의 H2O2를 

N. control을 제외한 모든 well에 처리한다. 8 h 후 배양

액을 교환해주며 sample을 처리하여 48 h 동안 배양하였

다. 상등액을 취하여 배양액 중으로 유리된 Mn-SOD

를 ELISA kit로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

하였다.

2.4. 항염 효과

  2.4.1. IL-1α 생성 억제 효과 실험

  DMEM 과 Ham's F-12 media를 3 : 1의 비율로 조성

하고 FBS를 10 % 농도의 배양액에서 human normal fi-

broblast를 배양하였다. Fibroblast를 12-well plate에 분

주한 후 24 h 동안 배양한다. 그 후 2 × 10-4 M의 H2O2를 

N. control를 제외한 모든 well에 처리한다. 8 h 후 배양

액을 교환해주며 sample을 처리하여 48 h 동안 배양하였

다. 이 중 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배양액 중으로 유리된 

IL-1α를 ELISA kit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2.4.2. IL-6 생성 억제 효과 실험

  DMEM과 Ham's F-12 media를 3 : 1의 비율로 조성

하고 FBS를 10 % 농도의 배양액에서 human normal fi-

broblast를 배양하였다. Fibroblast를 12-well plate에 분

주한 후 24 h 동안 배양한다. 그 후 2 × 10-4 M의 H2O2를 

N. control을 제외한 모든 well에 처리한다. 8 h 후 배양

액을 교환해주며 sample을 처리하여 48 h 동안 배양하였

다. 이 중 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배양액 중으로 유리된 

IL-6를 ELISA kit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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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하였다.

  2.4.3. COX-2 생성 억제 효과 실험

  DMEM과 Ham's F-12 media를 3 : 1의 비율로 조성

하고 FBS를 10 % 농도의 배양액에서 human normal fi-

broblast를 배양하였다. Fibroblast를 12-well plate에 분

주한 후 24 h 동안 배양한다. 그 후 2 × 10-4 M의 H2O2를 

N. control을 제외한 모든 well에 처리한다. 8 h 후 배양

액을 교환해주며 sample을 처리하여 48 h 동안 배양하였

다. 이 중 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배양액 중으로 유리된 

COX-2를 ELISA kit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2.4.4. Total NO (Nitric Oxide) 생성 억제 효과 실험

  DMEM과 Ham's F-12 media를 3 : 1의 비율로 조성

하고 FBS를 10 % 농도의 배양액에서 human normal fi-

broblast를 배양하였다. Fibroblast를 12-well plate에 분

주한 후 24 h 동안 배양한다. 그 후 2 × 10-4 M의 H2O2를 

N. control를 제외한 모든 well에 처리한다. 8 h 후 배양

액을 교환해주며 sample을 처리하여 48 h 동안 배양하였

다. 이 중 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배양액 중으로 유리된 

total NO를 ELISA kit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정량하였다.

3. 결과  고찰

3.1. 항산화 효과

  3.1.1. Mn-SOD 생성 억제 효과

  라디칼 생성에 의해 생체 내에서 항산화 효소인 

Mn-SOD의 활성이 증가되는데, 라디칼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이 존재하면 그 활성은 정상 수준으

로 회복[17]되므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우슬 다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우슬 다당 추출물

이 농도 의존적으로 Mn-SOD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그

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µg/mL에서는 8 %, 50 

µg/mL에서는 30 %의 효과를 나타내어 농도 의존적으

로 Mn-SOD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1).

3.2. 항염 효과

  3.2.1. IL-1α 생성 억제 효과

  IL-1은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되는 염증 매개

Figure 1. Effect of polysaccharide from Acyranthes bidenta-

ta on H2O2 induced Mn-SOD in human fibroblast cell. N. con-

trol : negative control (H2O2, -), P. control : positive control 

(H2O2, +).

성 cytokine이다. IL-1은 두 개의 유전자 산물인 IL-1α

와 IL-1β가 있다. IL-1α는 전염증성조절인자(pro-in- 

flammatory mediator)로 작용하는 세포간 신호물질로, 

피부가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염증 반응의 일환

으로 대식세포, 단핵세포 등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 등이 생산한다[8]. 피부 이상 

반응을 유발하는 인자에는 화학물질, 세정제, 자외선 등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피부 보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하

여 인위적으로 IL-1α의 생성을 유도시킨 후 우슬 다당 

추출물이 IL-1α의 생성을 억제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우

슬 다당 추출물이 IL-1α 생성 억제 효과를 강하게 나타

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µg/mL에서 

20 %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50 µg/ mL에서 40 %의 

IL-1α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2).

  3.2.2. IL-6 생성 억제 효과

  IL-6는 감염과 조직 손상에 따른 생체의 주요한 반응 

매개물질로서, 23 ∼ 30 kD의 다양한 크기를 갖는 인산

화 당단백 폴리 펩타이드이다. IL-6 유전자 발현은 

TNF-α, IL-1, IFN과 같은 다양한 염증반응성 매개물질

에 의해 자극된다. 일반적으로 IL-6은 섬유아세포, 단핵

세포, 대식세포, 내피세포, 각질세포, 자궁 내막 간질세

포에서 생성되어 급성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우슬 다당 추출물이 

IL-6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5 µg/mL에서 10 %의 효과를 나타내

었고, 50 µg/ mL에서 30 %의 IL-6 생성 억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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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polysaccharide from Acyranthes bidenta-

ta on H2O2 induced IL-1α in human fibroblast cell. N. con-

trol : negative control (H2O2, -), P. control : positive control 

(H2O2, +).

Figure 3. Effect of polysaccharide from Acyranthes bidenta-

ta on H2O2 induced IL-6 in human fibroblast cell. N. control 

: negative control (H2O2, -), P. control : positive control 

(H2O2, +).

나타내었다(Figure 3).

  3.2.3. COX-2 생성 억제 효과

  Prooxidant나 proinflammatory stimuli에 의해 NF-κB

의 활성화를 경유하여 생성되는 COX-2는 prosta- 

glandin 합성을 증가시켜 염증반응에 있어서 중추적 역

할을 한다[21,22]. 우슬 다당 추출물이 COX-2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µg/mL에서 6 %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50 µg/mL에서 20 

%의 COX-2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4). 

Figure 4. Effect of polysaccharide from Acyranthes bidenta-

ta on H2O2 induced COX-2 in human fibroblast cell. N. control 

: negative control (H2O2, -), P. control : positive control 

(H2O2, +).

  3.2.4. Total NO (Nitric Oxide) 생성 억제 효과

  Nitric oxide (NO)는 무기 저분자 라디칼로서 신경전

달 기능, 혈액응고 및 혈압 조절 기능, 암세포에 대항하

는 면역 기능 등의 역할이 알려져 있으며,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합성된다. 

NOS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constitutive NOS (cNOS)와 병리학적인 상황에서 유도

되는 inducible NOS (iNOS)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분

류된다[23,24]. iNOS는 원충, 세균이나 암세포를 사멸시

키기 위한 숙주의 방어기전으로 다량의 NO를 만들어내

지만 정상 농도의 수천 배에 달하는 NO는 오히려 자가 

면역질환이나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5]. 과량

의 NO는 cyclooxygenase (COX)의 활성을 촉진시켜

[26], prostaglandin 등의 생합성을 유도하여 염증반응을 

심화시키고[27], 패혈증 환자에게서 septic shock를 일으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또한 NO는 superoxide 

anion (O2
-)와 쉽게 반응하여 매우 반응성이 높고 독성

이 강한 산화제인 peroxynitrite (ONOO-)를 생성한다

[29]. 우슬 다당 추출물이 total NO 생성 억제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µg/mL에서 

16 %, 50 µg/mL에서 30 % 정도의 total NO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5). 

4. 결    론

  본 연구는 우슬 다당 추출물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산화(Mn-SOD 생성 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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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polysaccharide from Acyranthes bidenta-

ta on H2O2 induced Total NO in human fibroblast cell. N. con-

trol : negative control (H2O2, -), P. control : positive control 

(H2O2, +).

항염(IL-1α, IL-6, COX-2, total NO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Mn-SOD 생성 억제 실

험에서 2.5 µg/mL에서 8 %, 50 µg/mL에서 30 %의 효

과를 나타내었다. 항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IL-1α, IL-6, COX-2 그리고 total NO 생성 억제 실험에

서 실시하였다. IL-1α 생성 억제 실험결과 2.5 µg/mL에

서 20 %, 50 µg/mL에서 40 %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IL-6 생성 억제 실험결과 2.5 µg/mL에서 10 %, 50 

µg/mL에서 30 %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COX-2 생성 억

제 실험결과 2.5 µg/mL에서 6 %, 50 µg/mL에서 20 %

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total NO 생성 억제 실험결과 2.5 

µg/mL에서 16 %, 50 µg/mL에서 30 %의 효과를 나타

내어 우슬 다당 추출물은 Mn-SOD, IL-1α, IL-6, 

COX-2, total NO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해 농도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슬 다당 추출물은 

항산화(Mn-SOD 생성 억제) 및 항염(IL-1α, IL-6, 

COX-2, total NO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진 화장품 원료

로서의 개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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