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ppl Biol Chem (2015) 58(1), 13−19

http://dx.doi.org/10.3839/jabc.2015.004

Online ISSN 2234-7941

Print ISSN 1976-0442

Original Article: Bioactive Materials

Phytoecdysones from the Roots of Achyranthes japonica Nakai and their 
Anti-atopy Activity

Ki Ohk Kim · Chang-Sub Ku · Min-Jin Kim · Yhun Jung Park · Hyung Won Ryu  

· Hyuk-Hwan Song · Jung Hee Kim · Sei-Ryang Oh*

우슬의 뿌리로부터 Phytoecdysones의 분리와 항 아토피 효과

김기옥 · 구창섭 · 김민진 · 박윤정 · 류형원 · 송혁환 · 김정희 · 오세량*

Received: 11 August 2014 / Accepted: 30 September 2014 / Published Online: 31 March 2015

©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5

Abstract The roots of Achyranthes japonica Nakai were

extracted with 100% aqueous and concentrated subfraction was

separated with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based

activity profiling. Three compounds were isolated from the

subfraction 5 through the repeated prep-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olumn chromatograph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hysico-chemical and spectroscopic data including NMR and

MS,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 compounds were determined as

ecdysterone (1), 25S-inokosterone (2), and 25R-inokosterone (3).

Three phytoecdysones were showed weak inhibitory activity for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expression levels in

tumor necrosis factor (TNF)-α plus IFN-γ induced HaCaT cells,

respectively. However, those compounds 1-3 were exhibited the

most potent inhibition (80–95% at 200 µg/mL) against TNF-α

expression levels in A23187 plus phorbol-myrisrate acetate-induced

RBL-2H3 cells. As result, 100% aqueous extract of A. japonica has

an excellent anti-atopy activity. It could be used to a large range of

functional anti-atopy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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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접촉 증가, 모유 수유의 감소, 항생

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

다(Wollenberg 등, 2000; Park과 Park, 2007). 아토피피부염은

환경적인 원인과 유전적인 원인이 모두 관여하는 질환으로 최

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토피피부염 또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 자녀의 약 40%가 아토피피부염

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병력이 있는 자녀의 경우

약 70%가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Marsh

등, 1994). 아토피피부염의 주요증상은 소양증, 피부 건조증, 안

면 홍조 또는 창백, 전방 피막하 백내장, 원추 각막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난다(Kim과 Pyun, 2002). 피부 병변의 분포는 환자의

연령, 유발물질과의 접촉 기간에 따라 다양하며 초기 병변은 얼

굴, 두피, 사지의 신전 부위에 주로 나타나며 만성화가 되면 사

지의 굴곡 부위로 주로 나타난다(Beltrani, 1999).

우슬(Achyranthis Radix)은 아시아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

는 다년초 식물인 쇠무릎(Achyranthes bidentata) 또는 우슬

(Achyranthes japonica)의 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비름과

(Amaranthaceae)에 속한다. 한방에서 알려진 우슬의 약리작용으

로 부종, 진통작용, 혈압강하, 이뇨작용, 류머티스 등 면역반응

에 대한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하였다(Han 등, 2005; Bang 등,

2012). 우슬에는 항보체 효과를 갖는 oleanolic acid계 sap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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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량 함유되어 있으며 oleanolic acid bisdesmoside, 3-β-D-

glucopyranosyl-olean-12-en-28-O-β-D-glucopyranosyl ester가 분

리 보고 되었다(Jung 등, 2012). 그 외에 중추 미각계의 신호전

달을 억제하는 γ-aminobutyr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며(Hahn과

Lee, 1991; Kim 등, 2005; Joycharat 등, 2013), 곤충 변태 호

르몬인 ecdysterone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Feng 등, 2012). 그 밖에 steroid 계열인 β-sitosterol, stigmasterol,

stigmasterol glycoside, rubrosterone 등과 triterpenoid 계열의

inkosterone과 같은 화합물들이 보고 되어있다(Hahn과 Lee,

1991; Nakagawa 등, 1995).

본 연구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 할 목적으로 열수추출 방법을

통해 우슬의 성분을 추출한 후 ultra-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phy (UPLC)와 연계한 유도 활성 분획법(active-guided

fractionation)을 이용해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3종의 phyto-

ecdysones 성분에 대하여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비만세포(RBL-

2H3 cell)에서의 tumor necrosis factor (TNF)-α 억제 효과와 각

질형성세포 (HaCaT cell)에서의 아토피피부염의 타겟 표적으로

알려진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TARC),

macrophage-derived chemokine (MDC) 형성 억제 효과를 검정

함으로써 우슬의 추출물 및 단일 화합물들의 기능성화장품 소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 된 우슬(Achyranthis Radix)은 2013

년 제주도에서 구매한 것으로, (주) 콧데(http://www.cotde.co.kr/)

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분리에 사용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phy (HPLC)용 MeOH과 n-BuOH은 Wintech (Korea)

에서 구매하였으며 분획물의 분리에 사용된 Diaion HP-20은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 (Japan)에서 구매하였다. Pre-

parative-HPLC는 Gilson, Inc., France 컬럼은 YMC-pack ODS

AQ-HG, (20×250 mm, 10 µm, Japan)을 UPLC는 Waters (Micro-

mass UK Ltd., UK), high resolution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HRESIMS)는 Waters Q-TOF Premier mass

spectrometer (Micromass UK Ltd., UK), NMR spectrum은
400 MHz FT-NMR spectrometer (Varian UNITY 400 NMR

system Varian, USA)로 1H-NMR - 400 MHz, 13C-NMR -

100 MHz에서 측정하였다. NMR 용매는 pyridine-d6, CD3OD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USA)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RBL-2H3과 HaCaT cell은 한국 세포주 은행(Korea

Cell Line Bank)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포배양 위한 배지는

1% antibiotic (Gibro, USA)와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ro, USA)이 함유된 Dul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를 사용하였다. HMC-1의 염증 유도 및 세포 생존율의

측정을 위한 phorbol-myrisrate acetate (PMA), calcium iono-

phore A23187,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와 dimethl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Microplate reader는 SpectraMax

M5 (Molecular Devises, USA)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필요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우슬 추출물 및 분획물 제조. 우슬의 추출은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있어서 추출물의 공정의 편의성을 위해 열수추출

방법을 통해 추출하였다. 건조된 우슬 782 g을 잘게 분쇄하여

증류수 10 L와 함께 90oC의 온도로 30분간 진탕하여 열수 추

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은 모두 감압 농축하여 열수 추출물

(140.9 g, 18%)을 얻었다. 얻어진 열수 추출물에 H2O를 2 L을

가하여 현탁 시키고 동량의 n-BuOH (2 L×3)을 넣어 H2O층과

n-BuOH층으로 분획 후 감압 농축하여 각각 H2O (17.5 g)과 n-

BuOH (6.8 g) 분획 층을 얻었다.

n-BuOH 분획물로부터 활성성분 분리. n-BuOH 분획물(6.8 g)

을 Diaion HP-20 칼럼(5×70 cm, MeOH: DW = 0% → 20% →

40% → 60% → 80% → 100%)을 실시하여 총 6개 분획물(Fr. 1-

6)을 얻었다. 이들 중 TNF-α 저해 효과가 가장 강한 분획물 5

를 반복적으로 prep-HPLC (YMC-Pack ODS AQ-HG, 250×20

mm, 10 µm)를 실시하였으며 254 nm 파장에서 유도활성 분획

법(active-guided fractionation)을 이용하여 ecdysterone (1),

25S-inokosterone (2)와 25R-inokosterone (3) 화합물 3종을 분

리하였다.

UPLC-QTOF-MS 분석과 구조 동정. 분리된 성분의 질량분

석에는 UPLC-QTOF-MS은 1.7 µm, 2.1×100 mm, ACQUITY

UPLC C18 BEH column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column은 35oC 를 유지하였다. 유속은 0.4 mL/min이며 A용매

는 0.1% D.W, B용매는 0.1% acetonitrile를 이용하여 0-1 min

10% B, 1–12 min 98% B, 12–13.4 min 98% B, 13.4–13.5

min 10% B 조건으로 흘렸으며 시료는 2 µL (1 mg/mL) 주입

하였다. 분석에는 electron spray ionization (ESI) mode에서

negative로 수행하였다. 분리된 화합물 3종은 1H-, 13C-NMR과

2D NMR인 COSY, BMQC, HMBC를 통해 구조분석 하였으

며, 이전의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구조분석 확인하였다(Rueda 등,

2014).

화합물 1 (ecdysterone): white amorphous powder; mp. 236−

238oC; UV λmax (MeOH) 242 nm; HRESIMS m/z 497.3007

[M-H]−; 1H-NMR (400 MHz, CD3OD, δH): 62.5 (1H, d, J = 2.2

Hz, H-7), 4.21 (1H, br. s, J = 2.4 Hz, H-3), 4.17 (1H, m,

H-2), 3.31 (1H, d, J = 10.4 Hz, H-22), 3.14 (1H, m, H-9),

2.38 (2H, m, H-17), 2.38 (1H, m, H-5), 2.13 (2H, m, H-

15b), 2.02 (2H, m, H-16b), 1.97 (2H, m, H-12b), 1.85 (2H,

m, H-15a), 1.83 (2H, m, H-4b), 1.79 (2H, m, H-11b), 1.75

(2H, m, H-16a, 24b), 1.71 (2H, m, H-1b), 1.67 (2H, m,

H-11a), 1.66 (2H, m, H-4a), 1.61 (2H, m, H-12a), 1.42

(2H, m, H-1a), 1.28 (2H, m, H-23a), 1.18 (3H, s, H-26,

27), 0.96 (3H, s, H-19), 0.89 (3H, s, H-18); 13C-NMR (100

MHz, CD3OD, δc), 206.4 (C-6), 168.0 (C-8), 122.1 (C-7),

85.2 (C-14), 78.4 (C-22), 77.9 (C-20), 71.3 (C-25), 68.7 (C-

2), 68.5 (C-3), 51.7 (C-5), 50.5 (C-17), 48.8 (C-13), 42.4

(C-24), 39.3 (C-10), 37.3 (C-1), 35.1 (C-9), 33.0 (C-4),

32.5 (C-15), 31.7 (C-12), 29.7 (C-27), 29.0 (C-26), 27.3 (C-

23), 24.4 (C-19), 21.5 (C-11), 21.5 (C-21), 21.1 (C-16),

18.0 (C-18).

화합물 2 (25S-inokosterone): white amorphous powder; mp.

242–244oC; UV λmax (MeOH) 242 nm; HRESIMS m/z

497.3011 [M-H]−; 1H-NMR (400 MHz, pyridine-d6, δH): 6.26

(1H, d, J = 1.7 Hz, H-7), 4.23 (1H, br. s, H-3), 4.18 (1H,

m, H-2), 3.85 (1H, d, J = 10.4 Hz, H-22), 3.76 (1H, dd,

J = 10.0, 5.2 Hz, H-26b), 3.64 (1H, dd, J = 10.0, 6.4 Hz, H-

26a), 3.60 (1H, s, H-9), 2.95 (1H, t, J = 9.2 Hz, H-17),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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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m, H-15a), 2.46 (2H, m, H-16a), 2.17-2.24 (1H, m, H-

5), 2.17 (2H, m, H-12a, 24a), 2.15 (2H, m, H-1), 2.08 (2H,

m, H-16b), 2.04 (2H, m, H-4a, 15b), 1.94 (2H, m, H-23a),

1.93 (2H, m, H-1b), 1.92 (2H, m, H-12b), 1.88 (2H, m, H-

11a), 1.82 (2H, m, H-4b), 1.81 (1H, m, H-25), 1.73 (2H, m,

H-11b), 1.63 (2H, m, H-23b), 1.59 (3H, s, H-21), 1.41 (2H,

m, H-24b), 1.22 (3H, s, H-18), 1.07 (3H, s, H-19), 1.04

(3H, d, J = 6.4 Hz, H-27); 13C-NMR (100 MHz, pyridine-d6,

δc), 203.7 (C-6), 166.4 (C-8), 121.9 (C-7), 84.2 (C-14), 77.3

(C-22), 76.8 (C-20), 69.0 (C-3), 68.1 (C-2), 67.4 (C-26), 51.4

(C-5), 50.1 (C-17), 48.2 (C-13), 38.7 (C-10), 38.1 (C-1), 36.8

(C-25), 34.5 (C-9), 32.5 (C-4), 32.1 (C-15, 24), 31.8 (C-12),

30.3 (C-23), 24.5 (C-19), 21.7 (C-21), 21.5 (C-16), 21.2 (C-

11), 17.9 (C-18), 17.8 (C-27).

화합물 3 (25R-inokosterone): white amorphous powder;

mp. 242-244oC; UV λmax (MeOH) 242 nm; ESI-MS m/z

497.3000 [M-H]−; 1H-NMR (400 MHz, pyridine-d6, δH): 6.26

(1H, d, J = 1.7 Hz, H-7), 4.23 (1H, br. s, H-3 ), 4.18 (1H,

m, H-2), 3.85 (1H, d, J = 10.4 Hz, H-22), 3.76 (1H, dd,

J = 10.0, 5.2 Hz, H-26b), 3.64 (1H, dd, J = 10.0, 6.4 Hz,

H-26a), 3.60 (1H, s, H-9), 3.01 (2H, m, H-24b), 2.95 (1H,

t, J = 9.2 Hz, H-17), 2.60 (2H, m, H-15a), 2.46 (2H, m,

H-16a), 2.48 (2H, m, H-24a) 2.17-2.24 (1H, m, H-5), 2.17

(2H, m, H-12a), 2.15 (2H, m, H-1), 2.08 (2H, m, 16b),

2.04 (2H, m, H-4a, 15b), 1.94 (2H, m, H-23a), 1.93 (2H,

m, H-1b), 1.92 (2H, m, H-12b), 1.88 (2H, m, H-11a), 1.82

(2H, m, H-4b), 1.81 (1H, m, H-25), 1.73 (2H, m, H-11b),

1.63 (2H, m, H-23b), 1.59 (3H, s, H-21), 1.22 (3H, s, H-

18), 1.07 (3H, s, H-19), 1.04 (3H, d, J = 6.4 Hz, H-27);
13C-NMR (100 MHz, pyridine-d6, δc), 203.7 (C-6), 166.4 (C-

8), 121.9 (C-7), 84.2 (C-14), 77.3 (C-22), 76.8 (C-20), 69.0

(C-3), 68.1 (C-2), 67.4 (C-26), 51.4 (C-5), 50.1 (C-17),

48.2 (C-13), 38.7 (C-10), 38.1 (C-1), 36.8 (C-25), 34.5 (C-

9), 32.5 (C-4), 32.1 (C-15, 24), 31.8 (C-12), 30.3 (C-23),

24.5 (C-19), 21.7 (C-21), 21.5 (C-16), 21.2 (C-11), 17.9 (C-

18), 17.8 (C-27).

세포배양. 항 아토피 실험에서 사용한 human keratinocyte cell

line인 HaCaT cell와 rat basophilic leukemia cell인 RBL-2H3

cell을 사용하였으며 배양 접시에 배양 후 1% penicillin (100

IU/mL), streptomycin (100 µg/mL), 10% FBS이 함유된 DMEM

배지를 넣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으며 4일에

한번씩 계대 배양을 하였다.

세포 증식률 및 독성 평가. 시료가 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진행 하였다. HaCaT cell

과 BRL-2H3 cell을 1% antibiotic과 10% FBS가 첨가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각각 3.0×105 cells/mL, 2.0×105 cells/

mL 로 96 well plate에 넣고 18시간 배양 후 시료를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이 후 MTT용액 50 µ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배양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DMSO 200 µL

를 가하여 침전물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40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 군에 대한 평

균 흡광도 값을 구하였으며, 대조군의 흡광도 값과 비교하여 세

포성장률을 평가하였다. Proliferation Index (%) =시료 흡광도

/control 흡광도 × 100

TARC, MDC 생성 억제 활성 측정. HaCaT cell을 3.0×105

cells/mL로 24 well plate에 심은 다음, 18시간 동안 배양하고,

IFN-γ (10 µg/mL)와 TNF-α (10 µg/mL) 시료 용액을 처리 후

24시간 배양한다(Sung 등, 2012). 이후 세포 배양 배지를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상층액의 TARC, MDC 생합성량을 측정하였

다. 모든 시료는 정량 전까지 냉동보관 하였다. TARC, MDC는
human enzyme-linked immnunosorbent assay (ELISA) kit

(R&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그 양을 측정하였다.

TNF-α 생성 억제 활성 측정. Mast cell인 RBL-2H3 cell을

2.0×105 cells/mL의 밀도로 24 well plate에 심은 다음, 18시

간 동안 배양하고, PMA 1 µg/mL와 A23187 1 µM 시료용액

을 넣은 후 24시간 배양한다(choi 등, 2012). 이후 세포 배양

배지를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상층액의 TNF-α 합성량을 측

정 하였다. 모든 시료는 정량 전까지 냉동보관 하였다. TNF-

α는 rat (ELISA) kit (R&D System)를 이용하여 그 양을 측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UPLC-based TNF-α 유도활성 분획. 열수 추출하여 얻어진

우슬 추출물(140.9 g)에 대하여 n-BuOH으로 분획하고 그 중 n-

BuOH분획물을 Diaion colum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MeOH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0% → 20% → 40% → 60% →

80% → 100%로 흘려 총 6개의 분획물(Fr. 1-6)을 얻었다. 얻어

진 6개의 분획물에 대한 UPLC 분석을 위해 1.7 µm, 2.1×100

mm, ACQUITY UPLC C18 BEH column을 수행하였다(Fig.

1A). 항 아토피 효과를 확인하기 앞서 RBL-2H3 cell의 세포독

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 생장률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 분획물 1, 6을 제외한 모든 분획물(Fr. 2-5)

에서 100% 생존율을 나타내어 동일한 농도에서 항 아토피 효

과를 측정하였다(Fig. 1B). RBL-2H3 cells에서 분비되는 TNF-

α의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PMA 및 A23187을 처리한 실험

군에서 생성이 증가하였으며, 분획물(Fr. 1-6)을 함께 처리 했을

때 분획물 5에서 가장 우수한 TNF-α 저해활성 효과를 나타내

었다(Fig. 1C). 분획물 5에서 유효 화합물들을 분리하고자 하였

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언급하였다.

n-BuOH 분획물로부터 활성성분 분리. 우슬 n-BuOH 분획물

에서 얻은 6개의 분획물 중 TNF-α 저해 활성이 가장 높은 분

획물 5의 분리를 위해 prep-HPLC를 진행하였다. 분리하기 위해

prep-HPLC에 ODS column (YMC-pack ODS AQ-HG, 250

×20 mm, 10 µm)을 이용하여 용매 A는 H2O, B 용매는 ACN

을 이용하여 0-1 0min 15% B, 15-30 min 30%, 30-35 min

98% B, 35-40 min 25% B 용매조건으로 3종의 phytoecdysones

인 ecdysterone 1, 25S-inokosterone 2, 25R-inokosterone 3을

얻었다(Scheme 1).

Phytoecdysones 분리 및 구조 분석. 상기 분리한 화합물 3종

은 모두 HR-ESIMS에서 m/z 479.3009 [M-H]−의 분자 이온

peak을 나타내었으며 분자식은 3종 모두 C27H44O7으로 확인되

어 fragments pattern이 동일하여 유사한 골격을 가지는 화합물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Table 1). 분리된 화합물 3종은

1D NMR (1H, 13C, DEPT)과 2D NMR (COSY, HMQC,

HMBC) 분석을 통하여 ecdysterone (1), 25S-inokosterone (2),

25R-inokosterone (3)임을 각각 구조 분석하였고 이전 참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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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과 비교하여 동일함을 확인하였다(Nakagawa 등, 1995;

Balazs 등, 2013).

TNF-α 생성 억제. 비만세포는 세포질 내에 과립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세포로 과립내의 싸이토카인 등을 분비하면서 알

레르기 염증의 초기반응과 후기 반응을 일으킨다(Puxeddu 등,

2003).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인해 활성화된 비만세포는 혈관확

장 물질인 histamine과 pro-inflammatory cytokine인 IL-3, IL-4

IL-5, IL-6, IL-8, TNF-α 등의 분비를 자극하며(Kim 등, 2013)

이 중 TNF-α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 여러 cytokine의 생성과

괴사에 작용 함으로써 아토피피부염에 영향을 미친다(Baugh과

Bucala, 2001). 이번 실험에 사용된 RBL-2H3 cells은 결체조직

과 점막에 존재하면서 외부 자극에 의해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를 생산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등,

2012). 분리된 3종의 화합물들에 대한 독성평가 결과 세포 생

존율이 95% 이상임을 확인 하였으며(Fig. 3A), 동일 농도에서

3종의 화합물들에 대한 TNF-α 효과를 측정한 결과, 화합물 2

는 80% 정도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화합물 1과 3은 90-

95%의 매우 우수한 TNF-α 저해활성이 확인되었다(Fig. 3B). 우

슬의 활성분획에서 분리된 단일성분들은 이전 연구를 통해 상

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luteolin과 비교할 때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10%이상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수한 항염증 효과

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Chen 등, 2010; Choi 등, 2010).

TARC 및 MDC 생성 억제.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에서 발생하

는 면역학적 질환으로 알레르기 면역반응의 표적인 각질형성세

포를 자극하여 발생한다. 각질형성세포에 존재하는 thymic

stromal lymohopo (TSLP)는 포유류의 면역계를 구성하는 수지

상세포를 자극해서 TARC와 MDC 생성을 증가 시키는데 이러

한 chemokine의 농도는 아토피피부염의 증상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oumelis 등, 2002). 그러므로

TARC와 MDC의 발현을 유도한 각질형성세포에 감소량을 측정

하여 아토피 억제 효능을 확인 할 수 있다(Lee 등, 2011;

Kwon 등, 2012). 항 아토피 매개 물질에 대한 실험을 하기에

앞서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농도 (200 µg/mL)에서

MTT assay를 이용하여 HaCaT cells의 세포 생존율을 평가한

결과 3종 화합물 모두 98%이상 세포생존율을 나타내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Fig. 4A). 항 아토피 효능 평가로서는 각질

형성 세포인 HaCaT cell에 IFN-γ 및 TNF-α 처리를 통하여

TARC와 MDC의 생성을 확인하였고 분리된 화합물 3종을 처

Fig. 1 UPLC-based inhibitory activity profiling of a fractions 1-6 from
Achyranthes japonica Nakai (A), for cell viavility (B) and TNF-α
expression levels (C) in A23187 plus PMA-induced RBL-2H3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fraction (Fr.1-5, 200 µg/mL; Fr.6, 100 µg/mL)
for 1 h prior to PMA (1 µg/mL) + A23187 (1 µM). Result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0.005, **p <0.001
compared with co-treatment with A23187 and PMA.

Scheme 1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fractionation and isolation
of compounds1-3 from Achyranthes japonica Nakai roots.



J Appl Biol Chem (2015) 58(1), 13−19  17

리하여 24시간 배양 후 TARC와 MDC의 생성 억제 측정 하였

다. 그 결과 ecdysterone (1)은 저해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25S-inokosterone (2)와 25R-inokosteron (3)은 각각 51%와

23%의 TARC 발현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한편,

MDC에서는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4C). 구조

활성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본골격에 alkyl 치환기의 형태

에 따라 활성의 양상이 달라졌으며, 특히 25S-inkosterone (2)와

25R-inkosterone (3)는 치환기의 stereo에 따라 저해 활성의 차

이가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의 효과를 확인 한

팔각회향(Illicium verum)과 TARC 생성 억제 효과를 비교 하였

을 때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다(Sung 등, 2012)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우슬의 추출물과 분획물에서 분리한 화합물들

이 천연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슬 열수 추출물을 n-BuOH과 H2O로 용매 분

획 한 후 n-BuOH 분획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여

6개의 소분획물(Fr. 1-6)을 얻었다. 소분획물 6개에 대해 tumor

necrosis factor (TNF)-α 저해활성 검정을 통하여 가장 높은 활

성을 나타낸 분획물 5에서 preparative-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해 3종의 phytoecdysone계열 화합물들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화합물들은 NMR 및 MS 분석을 통해

ecdysterone (1), 25S-inokosteron (2), 25R-inokosteron (3)임을

동정 하였고, 이들의 활성은 TNF-α 생산 저해활성은 200 µg/

mL에서 80–95%의 TNF-α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질

형성 세포에 분리한 3종의 화합물을 처리한 결과 각각 51와

23% 이상의 TARC의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Fig. 2 Mass fragmentation patterns of isolated compounds 1-3 from Achyranthes japonica Nakai. (A) ecdysterone (1); (B) 25S-inokosterone (2); (C)
25R-inokosterone (3).

Table 1 UPLC chromatogrphic, mass spectral and UV-Vis data of phytoecdysones in Achyranthes japonica Nakai

Comp.
UPLC tR

(min)
Calculated

[M-H]−
Detected precursor

ion and/or adduct ions
Error
(ppm)

Molecular
formula

MS/MS
UV-vis

Maxima (nm)
Identification

1 3.40 479.3009 479.3018 1.9 C27H43O7 319 246 ecdysterone

2 3.48 479.3009 479.2999 −1.0 C27H43O7 319 246 25S-inokosterone

3 3.52 479.3009 479.3022 2.7 C27H43O7 319 246 25R-inokost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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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결과로써, 우슬 추출물과 분리된 화합물들에 대한 항 아

토피 활성 결과로 천연물 기능성 식품 또는 화장품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Keywords 아토피·우슬·항·phytoecdys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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