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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연교(連翹)는 물푸레나무과(Oleaceae)에 속하는 다년생 목본식물로, 개나리 열매

(Forsythia spp.)를 기원으로 하는 한약재이다. 종창, 임질, 통경, 이뇨, 치질, 결핵, 옴, 해

독 등에 효능이 있으며, 청열해독(淸熱解毒), 소종산결(消腫散結), 청열이뇨(淸熱利尿) 등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성개나리는 국내 의성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토착

화된 약용식물로 열매를 지역특산 한약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교의 표준물질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종별, 품질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 연교에 많이 함유하는 것으

로 알려진 matairesinoside, arctiin, forsythiaside 3가지 주성분에 대하여 열매 채취 시기

별 함량변화를 분석하고 중국개나리와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의성개나리(F. viridissima L.)의 열매는 신물질연구소 내에서 재배 수확한 것으로서 열
매의 숙기에 따라 청색기(Sep. 25), 청황색기(Oct. 15), 황색기(Nov. 5)로 구분하여 채취한 
후 음건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것을 마쇄하여 사용하였으며, 중국개나리(F. Suspensa 
Vahl.)의 열매는 대구약령시장에서 구입한 후 마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 실험방법

Matairesinoside, arctiin, forsythiaside의 표준품은 영남대 약학대학 천연물 연구실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들 표준품을 이용한 검량선에 의하여 각 함량을 정량하였다. 시

료추출은 마쇄시킨 연교 1g을 50㎖의 MeOH에 넣은 후 실온에서 30분 정도 방치시킨 다

음 1시간 동안 sonicating 후 0.2㎛ Membrane filter로 여과, 20㎕를 취하여 HPLC(Dionex

Co.)로 분석하였다. 칼럼은 SunFire TMC18(4.6×150mm, 5㎛, Waters), 검출기는 PDA

2996(Waters)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측정파장 280nm, 327nm, 유속 0.8ml/min, 이동상

용매 A(20%MeOH with 0.1% acetic acid)와 용매 B(100% MeOH)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Results)

 의성개나리 열매의 채취시기별 matairesinoside, arctiin, 그리고 forsythiaside의 함량을

정량 분석한 결과 채취시기가 늦을수록 matairesinoside와 arctiin의 함량은 높았으며,

matairesinoside 보다는 arctiin의 함량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의성개나리에서는

forsythiaside가 검출되지 않았다. 의성개나리 열매(연교)의 적정 수확시기는 11월경 황색

기 이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한약전한약규격집에 forsythiaside를 함유하지 않

는 의성개나리와 함유한 중국개나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forsythiaside는 항균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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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Harvesting time Matairesinoside(%) Arctiin(%) Forsythiaside(%)

Forsythia viridissima
Sep.25 tr* 0.14 -

Oct..15 0.09 0.25 -

Nov.05 0.26 1.02 -

Forsythia suspensa market - - 0.21

tr* : trace

A

B

Matairesinoside (rt 16.8)
Arctiin (rt 18.2)C

Forsythiaside(rt 15.9)
D

Fig. 1.  Comparison of HPLC chromatogram patterns of Forsythia Fruit(A: green 
pod, B: greenish yellow pod, C: yellow pod of Forsythia viridissima L., D: pod of 
F. suspensa Vahl.) 
Table 1. Comparison of three major chemical components between two Forsythia 
spe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