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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ure the possiblility of Achyranthes japonica Nakai 
for a cosmetic material. For this we examined the Anti-oxidation, Anti-inflammation, Anti-wrinkle 
effects of Achyranthes japonica Nakai extract. Each material is extracted from Achyranthes japonica 
Nakai roots(AJNR) and Achyranthes japonica Nakai stalks(AJNS) using 70% ethanol. We carried 
out Nitric oxide assay of the extract with cultured RAW 264.7 macrophage cells, An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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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화장품 소재로서 우슬(Achyranthes japonica Nakai)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슬 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항염증, 항주름 효과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식물 재료는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우슬 뿌리(Achyranthes japonica Nakai roots, AJNR)와 우슬 줄기
(Achyranthes japonica Nakai stalks, AJNS)로부터 추출하였다. RAW 264.7 세포를 배양하여 추출물의
Nitric oxide assay를 진행하였고, 섬유아세포 CCD-986sk를 배양하여 추출물의 MMP-1 assay, Type
I procollagen synthesis assay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항산화 활성은 우슬 뿌리와 우슬 줄기 모
두 우수하였고, 뿌리는 함염증 효과가 월등하게 우수하였으며 줄기는 뿌리에 비해 MMP-1 저해 활성과
Type I procollagen 합성 효과가 조금 더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 우슬 뿌리와 우슬 줄기의 항산화 활
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우수하였고, 뿌리의 항염 활성은 줄기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MMP-1 저해 활성
과 Type I procollagen 합성 효과는 대체적으로 우수하였는데 줄기가 뿌리에 비해 가 조금 더 뛰어났다.
그러므로 우슬은 항산화, 항염증, 항주름의 활성을 갖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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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MMP-1 assay, Type I procollagen synthesis assay of the extract with cultured 
CCD-986sk fibroblast cells. After we measured ABTS+ assay and SOD assay of AJNR and AJNS, 
we knew that effect of anti-oxidant increased as their concentration get higher.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the antioxidant activity of AJNR and AJNS was similarly excellent and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AJN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JNS. The MMP-1 inhibitory 
activity and Type I procollagen synthesis of AJNR and AJNS was generally excellent, AJNS had 
slightly better than AJNR. Therefore I thought it has the chance to play an imfortant role as a 
functional cosmetic material for anti-oxidant, anti-inflammation and wrinkle reduction effects.

Keywords: Achyranthes japonica Nakai, Anti-oxidant, Anti-infammation, Anti-wrinkle, functional 
cosmetics

 

1. 서 론
 
  인류는 예로부터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7년 인간의 생체시계 연구팀에게 돌
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에도 늙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하는 인류의 소망이 나타난다[1, 
2]. 초파리를 이용해 하루의 바이오 리듬을 제어
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는데 이 유전자는 밤에 세
포 내에 특정 단백질을 만들고, 낮에 분해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이 어
떻게 생체 리듬에 적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항산화는 노화설 중 하나로 세포의 노화
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의 산화시켜 세포 구
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3]. 체내 단백질인 콜
라겐의 감소는 피부의 노화에 관여하고[4],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생성이 촉진된다[5]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므로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6]. 항산화 효능을 갖은 
식물들은 야생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일부는 
그 효능이 인정되어 집약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우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가에서는 우슬
을 심어 대량으로 수확하고 있다[7]. 우슬은 쇠무
릎속, 비름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우슬은 국가마다 기원식물이 달
라 국내의 경우 토우슬(Achyranthes japonica 
Nakai), 중국에서는 회우슬(Achyranthes bidentata 
Blume) 등을 사용하고 있다[8]. 우슬은 골관절염 
개선[9] 및 혈행 개선과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
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로 inokosterone, oleanolic 
acid, saponin, ecdysone, β-sitosterol, daucosterol, 
ecdystero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10]. 2018

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 품질표준화 연구사
업단에서 발간한 자료집 우슬 편에서 우슬의 성
분 분리 연구를 하였다. HPLC, LC-MS/MS, 
TLC, HPLC-UV, HPLC-MS/MS 등으로 
ecdysterone, 25S-inokosterone, syringic acid 등
의 지표 성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천우슬의 
70% 에탄올 추출물 실험에서는 항산화 효과와 
항균 작용, 우슬 물 추출물 실험에서는 관절염 
발병 감소와 염증 물질 감소 및 항골다공증, 우
슬 유래 화합물 중 oleanolic acid-3- 
O-gluronic acid diester와 chikusetsusaponin 
Iva methy l ester는 대부분의 6대 암세포주에서 
뛰어난 항암 활성을 나타냈다[11].
  본 연구는 천연물 중 제주도 지역 민간요법으
로 많이 애용되었던 우슬의 항산화 효과와 항염
증 기능, 주름 개선 연구를 통하여 주름 개선용 
화장품 소재로 활용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하여 우수한 화장품 소재로서의 효능을 확
인하였으므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
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2.1.1. 식물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한 우슬은 제주도 제주시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2020년 9월에 채취한 우슬을 
세척하여 건조용 오븐에서 50℃ 조건으로 일주일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건조한 우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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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yranthes japonica Nakai root, AJNR) 
162.7 g과 우슬 줄기(Achyranthes japonica 
Nakai stalks, AJNS)  310.5 g을 잘게 분쇄하였
다. 우슬 뿌리와 줄기로 분리하여 각각 중량의 
10배, 70% 에탄올에 넣어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11]. 추출액은 여과지 (150 mn filter 
Paper, Advantec, Japan)로 3회 여과한 후 회전 
감압증류기 (R-215, Buchi labortechnik AG 
Co., Switzerland)를 사용하여 50℃, 90 rpm의 
조건에서 농축한 후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3일 
동안 건조시켰다. 우슬 뿌리(AJNR)의 추출물을 
감압 농축하여 얻은 시료는 9.9 g으로 수율은 
6.08%, 우슬 줄기(AJNS)는 16.2 g으로 수율은 
5.21%였다.

  2.1.2. 실험 세포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Raw 264.7 mouse 
macrophage는 한국 세포주 은행, CCD-986sk 
fibroblast는 American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FBS (Introgen Therapeutics, USA)
와 1%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 GE 
Healthcare Life Sciences, USA)를 100 ㎍/㎖ 첨
가한 DMEM (Gibco™,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² incubator (Forma™, Thermo Fisher 
Scientific)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radical 소거능 
실험에 이용된 시약은 ABTS (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diammonium salt), Trizma base, Pyrogallol은 
Sigma-Aldrich Co.(Saint Louis, USA)에서 구입
하였다. 세포 독성은 MTT (Sigma- Aldrich Co. 
Saint Louis, USA) 용액과 ELISA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ABTS+ assay  
  AJNR와 AJNS 추출물의 ABTS+ assay는 
Fellegrini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12]. 
ABTS 용액 7.4 mM를 증류수로 용해 후 2.6 
mM potassium persulfate (K2S2O8)와 1:1로 혼
합하고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24시간 후 측정하였
다. ABTS+는 99% 에탄올에 희석시켜 734 nm 
조건에서 흡광도가 0.706±0.001인 것을 이용하
였고, AJNR와 AJNS 추출물은 10, 25, 50, 100 

(㎍/㎖) 농도로 실험하였다. 전자공여효과는 시료 
용액 첨가군와 대조군 (무첨가군) 간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2.2. Superoxide Dismutase assay  
  AJNR와 AJNS 추출물의 SOD assay는 
Marklund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13]. 이 
실험에서는 과산화수소(H₂O₂)로 전환시키는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pyrogallol의 산화된 
양을 측정하여 SOD 유사 활성으로 나타냈다. 
AJNR와 AJNS 추출물은 10, 25, 50, 100 (㎍/
㎖)의 농도로 준비하였다. 2.6 ml의 Tris-HCl 
buffer (50 mM tris+10 mM EDTA, pH 8.5)와 
0.2 ml의 7.2 mM pyrogallol을 각각의 추출물에 
첨가하여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0.1 ml
의 1N HCl을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
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20 nm 조건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SOD 유사 활성은 추출물의 첨가군와 대조군 
(무첨가군)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2.2.3. MTT Assay
  MTT Assay는 Carmichael 등의 세포 생존율
을 측정하는 방법을 응용하였다[14]. 96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와 CCD-986sk 세포를 
각각 5×10³ cells/well의 농도로 0.18 ml 분주
하고, 37℃, 5% 조건으로 CO₂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96 well plate에 
12.5, 25, 50, 100 (㎍/㎖) 농도의 AJNR와 
AJNS 추출물을 각각 0.02 ml씩 첨가한 후 하루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대조군은 추출물과 
같은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5 ㎎/㎖ 농도의 MTT 용액 0.02 ml
를 각 well에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 배양액을 제거한 후 1:1의 비율로 섞은 
DMSO와 에탄올을 각 well에 0.15 ml씩 가하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540 nm 조건에
서 ELI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의 첨가군와 대조군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
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2.2.4. Nitric oxide (NO) assay  
  NO assay는 Marcocci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15]. 6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
를 1×105 cells/well의 조건으로 24시간 동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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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세포 상층액 내의 nitrite 양으로 측정하였
다.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Sigma- 
Aldrich)를 이용하여 2번 세척하고 24시간 배양
한 후 AJNR와 AJNS 추출물을 10, 25, 50 (㎍/
㎖) 농도로 처리하였다. 2시간 후에 1 ㎍/㎖의 
LPS (lipopolysaccaride)를 control과 추출물 well
에 각각 넣어서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상층액 
0.1 ml와 griess reagent 0.1 ml를 1:1로 섞은 후 
10분간 반응시키고 ELISA로 540 nm 조건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NO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2.2.5.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 

synthesis assay 
  MMP-1 synthesis assay는 Gross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16]. CCD-986sk 세포는 
9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의 농도 조건으
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의 배양된 
내용물을 제거하고 10%의 PBS을 1 ㎖ 첨가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이때 MMP-1의 활성을 위
하여 TNF-α를 10 ng/ml 넣고 AJNS와 AJNR
의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첨가하였다.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MMP-1 biotrack activity assay kit 
(Amersham B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2.2.6. Type I procollagen synthesis assay
  Type I procollagen synthesis assay는 Krupsky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17]. CCD- 
986sk 세포를 1×104 cells/well 농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18]. 
10% PBS 를 사용하여 세포를 2회 세척하고 무
혈청 배양액을 첨가하였다. 24시간 후 AJNR와 
AJNS 추출물을 농도 별로 준비하여 48시간 동안 
실험하였다. 각 well의 상등액을 procollagen 
Type-I C-Peptide EIA kit (Takara-Bio Inc.)의 
각 well에 넣어 propetide의 양을 측정하였다.

  2.2.7. 통계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는 SPSS Ver 22,0 버전
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고, 각 군 
간의 차이는 ANOVA (analysis of variance)로 
유의성을 확인한 후, Duncan's multiple test 및 
t-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에
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BTS+ radical 소거 효과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법은 항산화 물질
이 ABTS 양이온과 반응하여 청록색의 라디칼이 
탈색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19]. Van den berg 방법을 응용하여 추
출물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
였는데[20], AJNR(우슬 뿌리)와 AJNS(우슬 줄
기)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는 Fig. 1와 같다. 100 ㎍/㎖와 500 ㎍/㎖ 농도
에서 AJNR은 32.1%와 67.2%, AJNS은 72.9%
와 90.7%로 AJNR보다 AJNS의 항산화 효능이 
우수하였고, 1000 ㎍/㎖ 농도에서는 AJNR 93%, 
AJNS 95.3%로 비슷하게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토우슬 및 회우슬의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들의 항산화 활성을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로 평가한 결과, 회우슬 추출물 및 분획물
이 토우슬 추출물 및 분획물보다는 우수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21].

Fig. 1.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JNR(Achyranthes 
japonica Nakai root) and AJNS 
(Achyranthes japonica Nakai stalks) 
depending on concentration.. AJNS was 
higher in Anti-oxident effect than 
AJN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3.2. Superoxide Dismutase 유사 활성 효과  

  SOD는 활성산소의 소거에 관여하는 효소로, 
SOD에 의해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는 peroxidase 
또는 catalase에 의해 전환됨으로써 항산화 역할
을 하고, 생체를 보호한다[22]. SOD는 소의 적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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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간에서 구리를 함유하는 단백질로 처음 발
견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3]. SOD 유사 활성 측정은 Superoxide와 결합
할 때 자동 산화가 일어나 갈변하는 pyrogallol의 
양을 측정한다. 환원성이 강한 알칼리성 
pyrogallol 수용액은 산소를 흡수하여 흑갈색으로 
반응하는데 이러한 시료의 흡광도 수치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SOD 유사 활성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100 ㎍/㎖ 농도에서 AJNR은 
20.1%, AJNS은 28.1%로 AJNR보다 AJNS의 항
산화 효능이 높았고, 1000 ㎍/㎖ 농도에서는 
AJNR 73.3%, AJNS은 59.8%로 AJNR이 AJNS
보다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Fig. 2. SOD like activity(%) of AJNR and 
AJNS depending on concentration. 
Exceptionally AJNR was higher on 
1000 ㎍/㎖ than AJN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3.3.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측정

  RAW 264.7 세포와 CCD-986sk 세포를 사용
하여 AJNR와 AJNS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각각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MTT assay는 대사과정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
아 탈수소 효소가 노란색의 tetrazolium salt인 
MTT를 분해하여 비수용성인 청자색의 MTT 
formazan 결정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하므로 
살아있는 세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24], 
많은 시료를 객관성 있게 판독할 수 있어 세포 
생존율 측정 실험에 주로 사용된다[25]. AJNR과 
AJNS 추출물의 농도는 12.5, 25, 50, 100 (㎍/
㎖)로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RAW 264.7 세포와 
CCD-986sk 세포 실험 모두 50 ㎍/㎖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AJNR와 AJNS 추출물의 NO 활성, 
MMP-1 저해 활성, Type-1 procollagen 합성량 
측정 농도를 50 ㎍/㎖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하였
고, 세포생존율 실험 결과는 Fig. 3-1, Fig. 3-2
와 같다.

Fig. 3-1. Cell viability of depending on 
concentration of AJNR and AJNS 
using MTT assay(Raw 264.7). The 
data illustrate the mean±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Fig. 3-2. Cell viability of depending on 
concentration of AJNR and AJNS 
using MTT assay(CCD-986sk). The 
data illustrate the mean±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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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of AJNR and AJNS o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LPS for 24 hours in the group with and 
without the extract to determine the NO level. Nor : LPS not influencd 
group, Cont : LPS influencd group. AJNR and AJNS extracted with 70% 
ethanol. The data show the mean±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3.4. Nitric oxide 생성 저해 효과  

  NO(산화질소)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의 외벽의 
주요 성분인 LPS(Lipopolysaccharide)를 매개로 
활성화 되어 L-arginine이 L-citrulline으로 산화
되어 생성되며,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과다한 NO
는 세포의 파괴, 종양 발생, 염증 반응을 증가시
킨다[26]. NO 측정은 Raw 264.7 cell 상층액을 
안전한 질산염으로 환원시켜 분석하였다. 염증원
인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NO와 사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를 생성시켜 염증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다[27]. LPS를 처리한 control
군은 LPS를 무처리 Normal군 보다 4배 정도의 
NO 생성을 보였고, AJNR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헤 12.5, 25, 50 (㎍/㎖)의 농도에서 72.1, 
71.5, 52.8(%)로 NO 생성량이 유의하게 저해되
어 AJNS보다 항염 효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
다(p<0.05). 우슬과 발효 우슬의 용매에 따른 항
염 평가에서는 에탄올로 추출한 발효 우슬 파우
더의 NO 생성 저해율이 대조군에 비해 74%로 
측정되었다[28]. AJNR와 AJNS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NO 생성 저해 효과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3.5. Matrix metallo proteinases-1 

(MMP-1)의 활성 저해 효과

  콜라겐은 피부의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콜라겐의 분해는 피부의 탄력과 주름 생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29]. 콜라겐에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MMP-1 활성을 억제하여 
collagen 분해를 감소시키면 피부 탄력을 강화시
킬 수 있다. AJNS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해 12.5, 
25, 50 (㎍/㎖)의 농도에서 90.1, 82.3, 74.7(%)
의 MMP-1의 활성 저해 효능을 보여 AJNR보다 
더 유의한 항주름 효능을 나타내었다(p<0.05). 
AJNR와 AJNS의 추출물은 자외선에 의한 
MMP-1의 활성을 조절하여 콜라겐 분해를 억제
하고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함으로써 광노화를 억
제하여 피부 노화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임
을 입증하였다. 발효 우슬, 두충, 당귀 복합물 실
험에서도 MMP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30]. AJNR와 AJNS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MMP-1 활성 저해 효과는 다음과 같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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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MP-1 inhibition rate of AJNR and 
AJNS on CCD-986sk fibroblast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JNR and AJNS for 
48 hours. The contents of MMP-1 in 
culture media was determined by the 
MMP-1 ELISA kit as detailed under 
the materials and methods. Nor : 
normal (not UVB), Cont : control 
(UVB, without the extract). The data 
showed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3.6. Type I procollagen 합성 효과 

  피부 진피는 피부의 유연성, 탄력성에 관여하
고 완충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며, 진피의 콜라
겐 합성과 분해는 피부의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피부를 이루는 콜라겐은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아세포에서 procollagen 형태로 합
성되고 자외선에 의해 procollagen의 양이 감소
하면 콜라겐 양이 감소한다. MMP-1의 함량과 
프로펩타이드의 양을 측정하면 활성화된 콜라겐 
함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Type-1 procollagen 
합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AJNR이 50 ㎍/㎖의 농
도에서 112.3%, AJNS은 25, 50 ㎍/㎖에서 
114.2, 122.2(%)의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p<0.05). 자외선에 의한 procollagen 활성을 
조절하여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여 콜라겐 생합성
을 촉진함으로써 광노화의 억제 및 피부 노화 개

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 우슬, 두
충, 당귀 복합물의 효능 실험에서도 collagen 
type Ⅱ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32]. UVB 
(20 mJ/cm2)에 장기간 노출되면 radical에 의해 
MMPs 활성이 증가되고 진피 내의 콜라겐 등을 
분해시켜 노화를 진행시킨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s의 발현을 억제
시키는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AJNR와 AJNS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procollagen 합성량은 다
음과 같다(Fig. 6).  

Fig. 6. Procollagen synthesis of AJNR and 
AJNS on CCD-986sk fibroblasts.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ours in 
DMEM medium containing 10% FBS, 
and they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JNR and AJNS 
for 48 hours. The supernatant was 
collected from each well and typeⅠ
procollagen was determined by ELISA 
kit. Nor : normal (not UVB), Cont : 
control (UVB, without the extract). 
The data showed mean ± SEM of 
three different assays. *p <0.05 
compared with control. 

4. 결 론

  우슬((Achyranthes japonica Nakai)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산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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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항주름 효과에 평가를 실시하였다. AJNR
(우슬 뿌리)와 AJNS(우슬 줄기) 추출물의 
ABTS+ assay에서는 100 ㎍/㎖와 500 ㎍/㎖ 농
도에서 AJNR이 32.1%와 67.2%, AJNS가 
72.9%와 90.7%로 AJNR보다 AJNS가 높게 측정
되었고, 1000 ㎍/㎖ 농도에서 AJNR 93%, AJNS 
95.3%로 뿌리와 줄기 모두 우수한 항산화 활성
이 나타났다. SOD 유사 활성은 100 ㎍/㎖ 농도
에서 AJNR 20.1%, AJNS 28.1%였고, 1000 ㎍/
㎖ 농도에서 AJNR 73.3%, AJNS 59.8%로 
AJNR이 AJNS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AJNR와 
AJNS 추출물을 12.5, 25, 50 ㎍/㎖의 농도로 실
험한 결과, Nitric oxide 저해 활성은 AJNR 추
출물이 72.1, 71.5, 52.8(%)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AJNS보다 AJNR의 항염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MMP-1 저해활성은 AJNS 추
출물이 90.1, 82.3, 74.7(%)로 AJNS가 AJNR보
다 더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p<0.05). 
pro-collagen type-1 합성량은 AJNR이 50 ㎍/
㎖의 농도에서 112.3%, AJNS은 25, 50 ㎍/㎖에
서 114.2, 122.2(%)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p<0.05).
  본 연구로 우슬(Achyranthes japonica Nakai)
의 항노화와 항염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우슬은 주름 개선용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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