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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iscover the skin wrinkle reducing components in the seeds of Arctium
lappa. The isolation of a methylene chloride-soluble fraction of 70% ethanol extract from the seeds of
Arctium lappa using a procollagen type-1 synthesis and MMP-1 activity resulted in the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four lignin compounds: arctiin, arctigenin, matairesinol, and diarctigenin. All struc-
tures were confirmed via NMR and MS spectroscopic data. To determine cell viability and procollagen
type-1 synthesis, human dermal fibroblasts were treated with 10-100 μM. As a result, none of the four
compounds showed cytotoxicity up to 50 μM. We also investigated their procollagen type-1 synthesis
and MMP-1 inhibition activity and found that arctiin had the highest activity in terms of both pro-
collagen synthesis and MMP-1 inhibition among all four compounds. Putting all the data together, we
suggest that arctiin be used in cosmetics as an anti-wrinkl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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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호르몬 분비의 감소와

세포들의 기능과 활성이 저하되어 생체 구성 단백질들의 생합

성이 감소하여 생기는 내재적 노화 과정과 공기, 약물, 자외선

에 의해 피부가 얇아지며, 주름이 증가되어 탄력이 감소하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노화과정으로 나누어진다[4,11]. 특히 자

외선(ultraviolet, UV)은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고 기미,

주근깨, 피부 색소 침착 등의 노화 현상을 촉진[29] 및 피부암

등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13], 피부조직의

교원질 중 탄력섬유인 collagen과 elastin을 분해하여 피부 탄

력이 떨어지고 주름을 유발시켜 표면을 거칠게 한다[9].

Collagen, elastin, proteoglycan, fibronectin 및 laminin 등

진피의 세포외 기질은 대부분 섬유아세포(fibroblast)에서

만들어지며 세포 밖으로 분비된 후 3중 나선구조형태인 colla-

gen이 만들어진다[2]. collagen은 피부에 강도와 장력을 부여

함으로써, 외부의 자극이나 힘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

을 하며 collagen의 감소는 피부의 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2].

생체 내에서 collagen과 같은 세포외 기질의 합성과 분해는

적절하게 조절되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합성이 감소하고,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다양한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이 촉진된다. MMP는

extracellular matrix (ECM, 세포외 기질)과 basement mem-

brane (BM, 기저막)의 분해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의 family로

구조와 기능적 특성에 따라 interstitial collagenase, stro-

melsin, gelatinase, membrane-type MMP (MT-MMP) 등 네

가지의 subfamily로 나누어진다. MMP는 활성 중심부에 아연

을 가지는 금속단백분해효소로 생체 내에서 잠재성 전효소

(zymogen) 형태로 분비된다[7,18]. 효소활성을 가지기 위해서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 아미노 말단 부위가 절단, 활성화 되며

활성화된 MMP는 2α-macroglobulin이나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 (TIMP)와 같은 저해제에 의해 활성이 조절

되고 피부의 keratinocyte, fibroblast를 포함한 대다수의 많은

세포들이 MMP를 분비한다[27]. Fisher 등[6]은 UV 조사에도

피부내의 MMP 활성이 증가되며, 증가된 MMP들이 진피층의

collagen을 붕괴시킴으로써, 피부 광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우방자(Arctium lappa seed)는 오실, 대력자, 서정자, 우자

등으로도 불리는 국화과에 속하는 우엉의 성숙한 과실로 아시

아 및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1,5,21]. 우방자에 대한

연구로는 돌연변이 유발 감소 효과[22], acetaminophen에 의

해 유발되는 간 손상에 대한 보호 기능[20], 항 알러지 작용에

관한 연구[24], 우방자 추출물의 compound 48/80 유도 비만

세포 활성화와 혈관 투과성 억제 효과[17]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방자를 활용한 주름개선물질과 피부노화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방

자 추출물로부터 주름개선에 활성을 갖는 4종의 lignans계 물

질을 분리, 동정 및 이 화합물의 주름개선 활성을 확인한 결과

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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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wrinkle effects of the ethanolic extracts of Arctium lappa L. seed and its n-hex layer, MC layer, EtOAc layer and

water layer (100 µg/ml)

Collagen type-1 synthesis (%)
a

MMP-1 inhibition (%)

70% EtOH ext.

n-hexane layer

MC layer

EtOAc layer

Water layer

Adenosineb

111.2±2.1

105.3±1.4

121.8±0.6

108.2±1.1

101.1±0.9

110.1±2.8

85.1±1.1

83.2±0.4

70.1±1.2

79.7±1.8

89.1±2.1

80.1±0.9
a

Data represent the mean±threes replications
b

Adenosine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Arctium lappa seed (1.0 Kg)

70% EtOH, rt,5 days
Concentration
n-Hexane

n-Hexane ext
(62.3 g)

MC

EtOAc

H2O ext.
(130.1 g)

EtOAc ext. 
(13.6 g)

EA-B

Silica gel cloumn 
Sephadex LH 20
Recrystallization

MC ext.
( 101.4  g)

MC 1-2, 2, 5-1

Fig. 1. The isolation flow chart from Arctium lappa L. seed extract.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시료로 사용한 우방자는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표본시료는 ㈜코리아나화장품 신소재 개발팀

에 보관되어 있다. 그 외 collagen 생합성 측정에 사용된 시약

은 procollagen typeⅠC-peptide EIA kit (Takara bio, Japan)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MMP-1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MP-1 kit (Amersham Bioscience, NJ, USA),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는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human fibro-

blast세포로 HS68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한 시약

은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0.25% tryp-

sin,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1% penicillin/ strepto-

mycin (100 U/ml)은 Hyclone (Logan, UT, USA)에서 구입하

여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률 측정에 사용된 시약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bro-

mide (MTT)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및 분획

우방자 1 kg를 분쇄기를 이용하여 잘게 파쇄한 후 70% 에탄

올 7 L에 상온에서 5일간 2회 반복 추출한 뒤,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여 농축액 약 1kg을 얻었다. 이후

용매추출법(solvent extraction method)을 이용하여 극성도가

낮은 n-hexane으로 추출한 후, 다시 methylene chloride (MC)

와 ethyl acetate (EtOAc)용매로 순차적으로 추출하였다. 각

용매 추출 분획을 감압 농축하여 n-hexane 가용분획(약 62.3

g), MC 분획(약 101.4 g), EtOAc분획(약13.6 g), H2O가용분

(130.1 g)을 각각 얻었다. 각 분획물에 대해 피부노화와 관련이

있는 procollagen type-1 synthesis, MMP-1 activity assay를

시행한 결과 Table 1과 같았으며, 강한 활성을 보이는 MC 분

획물과 EtOAc분획물에 대해 activity-guided isolation을 수행

하여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를 실시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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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물질 분리

Methylene chloride (MC) 가용분획물을 silica gel chroma-

tography (230 mesh, Merck)로 MC:MeOH (30:1→5:1)의 조건

으로 이동상을 흘려주면서 TLC (Kiesel gel 60 F254) plate

(MC:MeOH (10:1))에서 Rf 값이 0.71, 0.65, 0.23 값인 물질을

분리하였다. 이때 사용한 UV lamp 파장은 254 nm 이었다.

각각의 물질을 sephadex LH-20 resin에서 이동상으로

MC:MeOH (1:1)의 조건으로 재 분리하였다. 이후 EtOH/EA

용매에서 재결정하여 순수한 화합물(MC1-2, MC2, MC 5-1)을

얻었다. EtOAc 가용분획물을 silica gel chromatography

(EA:MeOH=1:1), sephadex LH-20 (MC:MeOH=1:1)의 조건으

로 분리 후 EtOH/EA조건으로 재결정하여 순수한 화합물

EA-B를 얻었다. 화합물들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HNMR,
13

CNMR, LC-Mass, IR 등의 기기분석을 실시하여 구조를 동정

하였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독성 측정은 Carmichael 등[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였다. HS68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이 되게

180 μl 분주하고, 시료를 농도 별로 조제하여 20 μl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대조군은 시

료와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20 μl를 첨가하여

3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imethyl sulf-

oxide (DMSO)를 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뒤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rocollagen type-Ⅰ생합성 kit 측정

세포를 1×104 cells/well 농도로 96well plate에 접종한 후,

각 well에 시료를 첨가하여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이렇게 실험한 세포의 배양액을 모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액 내 collagen 생합성 정도는 procollagen type-ⅠC

peptide(PIP) EIA kit (Takara Bio, Japan)을 사용하여 propep-

tide의 양을 측정하였다.

MMP-1 저해활성 kit 측정

세포를 1×10
4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접종한 후,

각 well에 시료를 첨가하여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이때 MMP-1의 활성을 높이기 위하여 TNF-α를 10 ng/ml

의 농도로 첨가하였다. 세포의 배양액을 수거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으며 Gross B.E. 등[10]의 방법에 따라 matrix metal-

loproteinase-1 biotrack activity assay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통계처리

결과 통계처리는 SPSS 10.0 (Evanston, IL, USA)을 사용하

였으며, 유의차 검증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후 α=0.05 수준에서 Tukey’s HSD test에 의해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활성물질 분리 결과

우방자로부터 주름개선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분리, 정제하

여 4개의 물질을 분획 하였다(Fig. 2). 그 중 화합물 MC-5-1은

major 성분으로 백색의 분말을 얻었으며, 우선 습식법으로

flavonoid 검출시약인 FeCl3과 반응성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lavonoid류가 아님을 확인 하

였다. 또한 UV spectrometer를 측정한 결과 280 nm 근처에서

특정 peak의 흡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aromatic ring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HNMR 측정결과 OCH3기

의 proton signal (δ 3, 79, 3.75)이 single로 보였으며, glucose

와 관련된 proton peak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3

CNMR에서

carbonyl group의 181.23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aromatic

ring에 관련된 proton들이 서로 coupling하고 있는 것도 확인

하였다. 또한 3.71-3.68(m), 3.49-3.46(m)이
1
H 로 chiral carbon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LC mass를 통해 분자량

을 측정결과 [534+Na]이 붙어 있는 557.44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data[26]와 비교 하였을 때 문헌 치와 일치하였

고, 표준품과 HPLC data를 직접 비교하여 화합물 MC 5-1은

arctiin으로 동정하였다.

화합물 MC 1-2는 무결정의 백색의 분말로 FeCl3과 반응성

을 확인한 결과 반응하지 않아 flavonoid 화합물이 아님을 확

인하였다. 280 nm부근에서 강한 UV 흡수 spectrum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페놀화합물임을 알 수 있었다. IR

측정결과 3,400 cm
-1
부근에서 특성흡수를 나태는 것으로 보아

hydroxy group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alkyl group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H,
13

CNMR에서

보여 지는 peak의 MC 5-1화합물(arctiin)과 glucose group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spectrum은 모두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LC mass 측정결과 [M+] 373임을 확인하였고 기존에

발표된 data [16]와 비교하였을 때 문헌 치와 일치하였다. 표준

품과 HPLC data를 직접 비교하여 화합물 MC 1-2은 arctige-

nin으로 동정하였다.

화합물 MC2는 무결정의 백색 분말로 FeCl3과 반응성을 확

인한 결과 반응하지 않아 flavonoid 화합물이 아님을 확인하

였다. 또한 280 nm 부근에서 강한 UV 흡수 spectrum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페놀화합물임을 알 수 있었다. IR

측정결과 3400cm
-1
부근에서 특성흡수를 나태는 것으로 보아

hydroxy group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
H,

13CNMR NMR spectra은 화합물 MC 1-2와 비교하였을 때

OCH3기의 proton singnal (3.73)과 그들의 carbon peak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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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in
Arctigenin

  

Matairesinol Diarctigenin

Fig. 2. The Structure of isolated compounds from Arctium lappa seed.

Compound MC 5-1 (Arctiin)
1H NMR (CD3OD, 400mHz) δ7.05(d, J=8.0 Hz), 6.82(d, J=8.8Hz), 6.75(d, J=1.6 Hz), 6.65(dd, J=2.0, 8.4 Hz), 6.61(d, J2.03-2.67(dd, =1.6 Hz),

6.59(d, J=1.6 Hz), 4.86(d, J=4.0), 4.18(dd, J=4.0, J=4.8Hz), 4.69(q, J=14.0), 3.84(d, J=0.8), 3.79(s), 3.75(s), 3.71-3.68(m), 3.49-3.46(m), 3.41-3.39(m),

3.35-3.31(m), 3.30-2.85(m),2.83-2.67(dd, J=1.0, 5.2 Hz), 2.57-2.55(m), 13CNMR(CD3OD,100mHz)δ181.23, 149.49, 149.31, 145.69, 133.08, 131.56,

121.81, 120.92, 116.70, 113.64, 112.45, 111. 91, 76.99, 76.66, 73.74, 71.73, 70.16, 61.34, 55.53, 55.34, 46.40, 41.32, 37.72, 34.23

Compound MC 1-2 (Arctigenin)
1H NMR (CD3OD, 400mHz) δ6.80(d,J=8.8Hz), 6.70(dd, J=8.0,2.0Hz), 6.62(dd, J=8.0,2.0Hz), 6.60(dd, J=8.0,2.0Hz), 6.74(d, J=2.0Hz), 6.84(d,

J=8.0Hz) 4.09(dd, J=8.8,7.5Hz), 3.87(dd,J=8.3,7.5Hz), 3.73(s), 3.71(s), 3.70(s), 2.82(dd, J=14.0,5.5Hz), 2.74(dd, J=14.0,7.0Hz), 2.47(m), 13C NMR

(CD3OD, 100mHz) δ131.27, 111.82, 148.68, 147.33, 113.43, 120.38, 36.92, 40.84, 70.71, 128.91, 112.37, 147.44, 145.14, 115.31, 121.59, 33.75, 45.68,

178.48, 55.54, 55.45, 55.34

Compound MC 2 (Matairesinol)
1
H NMR (CD3OD, 400mHz) δ6.80(d,J=8.8Hz), 6.70(dd,J=8.0,2.0Hz), 6.62(dd,J=8.0,2.0Hz), 6.60(dd,J=8.0,2.0 Hz)6.74(d,J=2.0Hz)6.84(d,J=8.0Hz)

4.09(dd,J=8.8,7.5Hz), 3.87(dd,J=8.3,7.5Hz) ,3.71(s), 3.70(s), 2.82(dd,J=14.0, 5.5Hz), 2.74(dd,J=14.0,7.0Hz), 2.47(m) 13C NMR (CD3OD, 100mHz)

δ131.27, 111.82, 148.68, 147.33, 113.43 120.38, 36.92, 40.84, 70.71, 128.91, 112.37, 147.44, 145.14, 115.31, 121.59, 33.75, 45.68, 178.48, 55.45,

55.34

Compound EA 5 (Diarctigenin)
1
H NMR (CD3OD, 400mHz) δ6.80(d,J=8.8Hz), 6.62(dd,J=8.0,2.0Hz), 6.60(dd,J=8.0,2.0Hz)6.74(d,J=2.0Hz)6.84(d,J=8.0Hz) 4.09(dd,J=8.8,7.5Hz),

3.87(dd,J=8.3,7.5Hz) ,3.73(s), 3.71(s), 3.70(s), 2.82(dd,J=14.0,5.5Hz), 2.74(dd,J=14.0,7.0Hz), 2.47(m) 13C NMR (CD3OD, 100mHz) δ131.27, 111.82,

148.68, 147.33, 113.43, 120.38, 36.92, 40.84, 70.71, 128.91, 112.37, 147.44, 145.14, 121.59, 33.75, 45.68, 178.48, 55.54, 55.45, 55.34

(55.54)을 제외하고 나머지 peak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화합물은 arctigenin과 유사한 lignan화합물인 mat-

airesinol 화합물로 동정 할 수 있었으며 표준품과 HPLC data

를 직접 비교하여 재확인하였다.

화합물 EA-B는 EA 분획에서 분리한 화합물로 무결정의 백

색의 물질을 얻었으며 기기분석 값들이 화합물 MC 1-2, 2, 5-1

과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arctigenin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spectra를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1
H NMR측

정결과 aromatic ring에 붙어 있는 coupling 값이 변화한 것을

확인 하였고, LC-mass측정 결과 분자량이 [M+] 값인 742임을

확인 하였고, 기존에 발표된 data[8]와 비교 하였을 때 문헌

치와 일치하여 화합물 EA-B는 diarctigenin으로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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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assay에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

우방자에서 분리한 4가지 lignan 화합물이 human dermal

fibroblast HS68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Lignan 화합물을 50 μM에서 시험한 결과 생물

학적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농도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Procollagen type Ⅰ 생합성 kit 측정

진피층은 90%가 collagen으로 구성되어 있어 collagen의 감

소는 피부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탄력섬유인 col-

lagen은 망상구조로 존재하며 털을 세워주는 기모근과 함께

진피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가지 아형이 알려져 있

고, 15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α-chain을 가지는 동종 또

는 이종 삼중나선 구조를 형성한다[14]. 특히 진피 중에는 col-

lagen type Ⅰ, Ⅲ, Ⅳ, Ⅴ가 가장 많고, type Ⅴ는 type Ⅰ과

Ⅲ은 hybrid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procollagen이라는 전구

물질의 형태로 합성된다. procollagen은 아미노 말단과 카르

복시 말단에 propeptide라는 peptide 염기서열을 포함한다.

propeptide는 소포체내에서 procollagen 분자의 folding을 도

와줌과 동시에 collagen 중합반응이 일어날 때 collagen 분자

로부터 절단, 분리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propeptide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세포 내에서의 collagen 생합성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다[25]. 주름개선 활성을 나타낸 우방자의 70%

EtOH추출물을 유기용매별로 순차 추출하여 활성을 관찰하였

을 때, methylene chloride 층이 대조군에 비해 collagen 생합

성량이 증가하였다. Table 1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col-

um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activity-guided isolation을

수행하였다. 우방자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4종의 화합물을 처

Fig. 3. Cell viability of HS68 fibroblast cells after treatment with

compounds from Arctium lappa L.seed. Control cell were

incubated with vehicle alone. The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Significant as

compared to control. *p<0.05, **p<0.01, ***p<0.001).

리하여 배양했을 때 collagen 생합성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실험 결과 arctiin > diarctigenin > arctigenin > mat-

airesinol 순으로 collagen 생합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4가지 lignan 계열의 화합물들 중 arctiin의 경우 50 μM의

농도에서 시료를 처리하지 않는 군에 비해 약 29% 정도 유의

차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여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ollagen 합성은 activator protein-1(AP-1)과 nu-

clear factor κB(NF-κB)의 활성화에 의해 저해되고, 이와 함께

염증반응의 증가로 인해 피부를 구성하는 지질, 단백질, 핵산,

효소 등이 손상되어 노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collagen합성과

염증반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Lee

등[1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rctiin은 NF-κB 경로에 영향을

미쳐 COX-2 발현을 억제 시킨다는 보고한 바 있는데, 위의

결과를 보아 arctiin의 콜라겐 생합성은 항염증 작용에 의해

NF-κB의 활성화를 억제시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MMP-1 저해활성 kit 측정

체내에서 생성되는 수종의 MMPs 가운데 MMP-1은 colla-

gen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protease로서 MMP-1의 활성을

억제하여 collagen의 분해를 감소시키면, 피부조직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28]. MMP-1 저해활성 또한 procollagen 생합성 측정과 같

이 methylene chloride 층이 MMP-1 저해활성이 가장 우수하

였고, 이를 chromatography를 통해 activity-guided isolation

을 수행하였다. 우방자로부터 분리된 4종의 화합물을 처리하

였을 때 MMP-1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TNF-α

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 처리한 군은 각각 68.7 ng/ml, 107.1

ng/ml의 MMP-1을 생산하여 TNF-α를 처리함으로써 MMP-1

Fig. 4. Procollagen synthesis of human dermal fibroblast treated

with compounds from Arctium lappa L. seed. Control cell

were incubated with vehicle alone. The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Significant

as compared to control.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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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 of compounds from Arctium lappa L.seed

the expression of MMP-1 in the UVB irradiated human

dermal fibroblasts. Control cell were incubated with ve-

hicle alone. The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Significant as compared to

control. *p<0.05, **p<0.01, ***p<0.001).

양이 활성화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rctiin > diarctigenin

> matairesinol > arctigenin 순으로 MMP-1 활성을 저해시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방자 정제물 4종 모두 MMP-1 생산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하였으며, 특히 arctiin의 경우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시50 μM의 농도에서 약 23.2% 정도

MMP-1 생성을 저해하여 4종의 화합물 중 가장 우수하였다.

최근 arctiin은 항염증 효과 외에는 주름개선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arctiin을 활용하여 주름개선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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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방자에서 분리한 주름개선 화합물

황주영1․박태순1․김동희1․황은영1․이정노2․이지영2․이강태2․이건국2․손준호1*

(
1
한국한방산업진흥원,

2
코리아나화장품)

본 연구에서는 우방자를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n-hexane, methylene chloride, ethyl acetate

로 순차용매 분획하였다. 각 분획물에 대해 activity-guided isolation을 수행하여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를 실시하

였다.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silica gel chromatography (230 mesh), sephadex LH 20, recrystallization method

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는 NMR 스펙트럼 데이터 해석하였고 arctiin, arctigenin, dia-

rctigenin, matairesinol 으로 동정하였다. 이들을 human dermal fibroblast HS68 세포에 처리하여 얻어진 상등액

은 ELISA kit를 활용하여 procollagen type Ⅰ생합성과 MMP-1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procollagen

type Ⅰ생합성과 MMP-1 저해활성 결과 모두 arctiin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방

자에서 분리한 리그난 화합물들을 이용하여 주름개선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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