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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lifespan extension effects of leonurine and its synthetic frag-

mental analogs using Caenohabditis elegans model system. Leonurine significantly prolonged the lifespan of C. elegans in a

dose-dependent manner. To dissect th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between leonurine and lifespan extension activity,

seven novel fragmental analogs were synthesized and evaluated. Our study revealed that benzoate part of leonurine is

responsible for its lifespan extension property rather than quanidine mo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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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aging)는 생명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의 구조 및

기능이 쇠퇴, 감소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률이 증가되는 현

상이다. 노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에서,

노화의 원인을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세포손상의 축적으로 설명하는 산화스트레스 이론(oxidative stress

theory)이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를 살펴볼 때 신빙성이 있는 이

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1) 이와 같은 산화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ROS의 제거 및 생성억제 효능을 갖는 천연 및 합성

항산화제(antioxidant)를 이용하여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

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레오누린(leonurine, 1)은 자궁 수축효과를 나타내어 오랫동안

약초로 사용되어 온 익모초(Chinese motherwort; Leonurus

Artemisia)의 잎에서 분리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다.4) 최근 연구

에 따르면 레오누린은 심근보호 효과 및 허혈성 심근경색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심근 보호 효과는 레오누린의 항산

화 활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항산화 활성과 수명연장의 상관관계 및 레오누린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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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 Structure of leonurine (1) and strategy for synthesis of

fragmental ana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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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활성에 착안하여, 레오누린의 수명연장 효과를 예쁜꼬마선

충(Caenorhabditis elegans)을 이용하여 평가해보았다. 예쁜꼬마

선충은 수명과 세대가 짧고 다루기 쉬우며 포유류와도 많은 구

조적, 유전자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화 관련 연구를

위한 좋은 동물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레오누

린의 분절 유도체들(fragmental analogs)을 합성하고 그 유도체

각각의 수명연장 효과를 평가해봄으로써 레오누린의 구조와 수

명연장 활성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보고자 하였다(Fig. 1).

재료 및 실험 방법

1H-NMR 및 13C-NMR spectra는 JEOL JNM-LA 300 MHz,

Brucker Analytik ADVANCE digital 400, ADVANCE digital

500 또는 JEOL ECA-600 Spectrometer로 측정하였으며, chemical

shift는 ppm(parts per million)으로, coupling constant는 Hz

(hertz)로 나타내었다. Low resolution mass spectra는 VG Trio-

2 GC-MS를, High resolution mass spectra는 JEOL JMS-AX

505WA를 사용하여 m/z로 나타내었다. Column chromatography

용 silica gel(230~400 mesh, Merk)를 사용하였고 TLC(Thin

Layer Chromatography)는 Kieselgel 60 F254 plate(Merk)를 사

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무수 용매 중 methylene chloride

는 potassium hydride를 이용하여 증류하여 사용하였고, 언급하

지 않은 시약은 부차적인 정제과정 없이 시판품을 사용하였다.

레오누린은 시그마 알드리치(Cat. No.: SML0670)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예쁜꼬마선충인 C. elegans(N2:wild type)는

E. coli OP50를 도말한 Nematode Growth Medium(NGM)

agar plate에서 20oC에서 배양하였다. 약물이 예쁜꼬마선충의 수

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lifespan assay를 수행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NGM plate로부터 egg만을 분리하여 시료 또

는 0.05% DMSO가 포함된 NGM plate에 옮겨 배양하였고 매

일 platinum wire의 끝으로 자극하였을 때의 반응을 통해 생존

여부를 검정하였다. 선충은 2일마다 새로운 NGM plate로 옮겨

배양되었다. 통계 자료의 값은 평균값±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Log-rank test 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Butyl 4-hydroxy-3,4-dimethoxybenzoate (2)

Syringic acid 9(105 mg, 0.52 mmol)의 n-butanol(5 ml) 용액

에 황산 한 방울을 첨가한 후 가열환류하였다. 반응 완결 후 감

압 농축하여 잔사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EtOAc : n-hexane=

1 : 10)로 정제하여 흰색의 고체상의 화합물 2(125 mg, 94%)를

얻었다.
1H NMR(CDCl3, 300 MHz) δ 7.28(s, 2H), 5.89(s, 1H), 4.29

(t, 2H, J=6.6 Hz), 3.92(s, 6H), 1.78~1.69(m, 2H), 1.51~1.39

(m, 2H), 0.96(t, 3H, J=7.3 Hz); 13C NMR(DMSO-d6, 100

MHz) δ 166.4, 146.6, 146.6, 139.1, 121.5, 106.7, 106.7, 64.9,

56.4, 30.9, 19.3, 13.8; LRMS(FAB) m/z 255(M+H+); HRMS

(FAB) calcd for C13H19O5
+(M+H+): 255.2864; found 255.2872.

N,N'-Boc-N''-(4-hydroxybutyl)guanidine (13)6)

문헌에 보고된 방법을 이용하여 흰색 고체의 N,N'-Boc-N''-(4-

hydroxybutyl)guanidine 13(1.28 g, 92%)을 4-amino-1-butanol

(540 mg, 6.06 mmol)과 N,N'-Boc-2-methyl isourea(1.76 g, 6.06

mmol)로부터 합성하였다.6)

1H NMR(CDCl3, 300 MHz) δ 11.52(s, 1H), 8.46(s, 1H),

3.67~3.71(m, 2H), 3.44~3.49(m, 2H), 1.59~1.77(m, 4H),

1.50(s, 9H), 1.50(s, 9H).

tert-Butyl (tert-butoxycarbonylamino)(butylamino)meth-

ylenecarbamate (12)

N,N'-Boc-N''-(4-hydroxybutyl)guanidine(13)과 같은 방법으로

n-butylamine(22 mg, 0.3 mmol)과 N,N'-Boc-2-methyl isourea

(88 mg, 0.30 mmol)으로 목적화합물 12(88 mg, 93%)를 합성하

였다.
1H NMR(CDCl3, 300 MHz) δ 11.22(s, 1H), 8.38(s, 1H),

3.52~3.50(m, 2H), 1.58~1.75(m, 4H), 1.51(s, 9H), 1.52(s,

9H), 0.89(t, 3H, J=7.2 Hz); LRMS(FAB) m/z 316(M+H+).

일반 합성법-1(Boc deprotection)

기질(1 equiv.)의 CH2Cl2 용액(0.1 M)에 상온에서 TFA(tri-

fuoroacetic acid; 10 equiv.)를 적가하였다. 동일한 온도에서 TLC

로 확인하였을 때 기질이 사라질 때까지 교반한 후 감압농축하

였다. 잔사를 크로마토그래피(CH2Cl2 : MeOH=10 : 1~5 : 1)로

정제하여 목적 화합물을 얻었다.

1-Butylguanidine (7)

N,N'-Boc-guanidine 12(40 mg, 0.13 mmol)으로부터 일반 합성

법-1을 이용하여 무색액체의 1-butylguanidine 7(12 mg, 81%)를

얻었다.
1H NMR(CD3OD, 300 MHz) δ 3.07(t, 2H, J=7.0 Hz), 1.52~

1.42(m, 2H), 1.36~1.24(m, 2H), 0.87(t, 3H, J=7.3 Hz); 13C

NMR(CD3OD, 150 MHz) δ 159.5, 43.0, 32.7, 21.6, 14.7; LRMS

(FAB) m/z 116(M+H+); HRMS(FAB) calcd for C5H13N3
+

(M+H+): 116.1182; found 116.1192.

1-(4-Hydroxybutyl)guanidine (8)

N,N'-Boc-guanidine 13(40 mg, 0.12 mmol)으로부터 일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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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을 이용하여 무색액체의 1-butylguanidine 8(12 mg, 79%)를

얻었다.
1H NMR(CD3OD, 300 MHz) δ 3.59(t, 2H, J=6.1 Hz), 3.20

(t, 2H, J=7.0 Hz), 1.70~1.53(m, 4H); 13C NMR(CD3OD, 125

MHz) δ 159.4, 63.1, 43.1, 31.2, 27.4; LRMS(FAB) m/z 132

(M+H+); HRMS(FAB) calcd for C5H14N3O
+(M+H+): 132.1131;

found 132.1139.

일반 합성법-2(amide coupling reaction)

Alcohol 13(1 equiv.)와 acid(1.5 equiv.)의 CH2Cl2 용액에 상온

에서 N,N'-diisopropylcarbodiimide(DIC; 2 equiv.)와 4-(dimethyl-

amino)pyridinium-4-toluene sulfonate(DPTS; 2 equiv.)를 가하

였다. 동일한 온도에서 TLC로 확인하였을 때 기질이 사라질 때

까지 교반한 후, CH2Cl2와 NaHCO3 수용액을 가하였다. 유기층

을 물로 3회 세척 후 MgSO4를 이용하여 건조 및 감압농축하였

다. 농축한 잔사를 정제과정 없이 다음반응에 사용하였다.

4-Guanidinobutyl 4-hydroxybenzoate (3)

Alcohol 13(100 mg, 0.30 mmol)과 4-acetoxybenzoic acid(82

mg, 0.45 mmol)을 이용해 일반합성법-2와 일반합성법-1을 연속

수행하여 목적하는 benzoate 3(39 mg, 52%)를 합성하였다.
1H NMR(CD3OD, 300 MHz) δ 7.77(d, 2H, J=9.0 Hz), 6.72

(d, 2H, J=9.0 Hz), 4.22(t, 2H, J=6.2 Hz), 3.15(t, 2H, J=6.8

Hz), 1.76~1.63(m, 4H); 13C NMR(CD3OD, 75 MHz) δ 176.1,

164.5, 158.1, 133.5, 133.5, 132.3, 117.0, 117.0, 65.8, 42.9,

27.9, 27.4; LRMS(FAB) m/z 252(M+H+); HRMS(FAB) calcd

for C12H18N3O3
+(M+H+): 252.1343; found 252.1352.

4-Guanidinobutyl benzoate (4)

Alcohol 13(100 mg, 0.30 mmol)과 benzoic acid(55 mg, 0.45

mmol)을 이용해 일반합성법-2와 일반합성법-1을 연속 수행하여

목적하는 benzoate 4(52 mg, 73%)를 합성하였다.
1H NMR(CD3OD, 300 MHz) δ 7.93~7.91(m, 2H), 7.54~

7.49(m, 1H), 7.41~7.36(m, 2H), 4.28(t, 2H, J=6.2 Hz), 3.16

(t, 2H, J=6.8 Hz), 1.79~1.65(m, 4H); 13C NMR(CD3OD, 125

MHz) δ 176.2, 168.8, 135.1, 132.3, 131.3, 131.3, 130.4, 130.4,

66.2, 42.9, 27.8, 27.4; LRMS(FAB) m/z 236(M+H+); HRMS

(FAB) calcd for C12H18N3O2
+(M+H+): 236.1394; found 252.1399.

4-Guanidinobutyl 3,5-dimethoxybenzoate (5)

Alcohol 13(100 mg, 0.30 mmol)과 3,5-dimethoxybenzoic

acid(82 mg, 0.45 mmol)을 이용해 일반합성법-2와 일반합성법-1

을 연속 수행하여 목적하는 benzoate 5(67 mg, 76%)를 합성하

였다.

1H NMR(CD3OD, 300 MHz) δ 7.13(d, 2H, J=2.4 Hz), 6.72

(t, 1H, J=2.4 Hz), 4.35(t, 2H, J=6.2 Hz), 3.81(s, 6H), 3.19(t,

2H, J=7.3 Hz), 1.85~1.73(m, 4H); 13C NMR(CD3OD, 125

MHz) δ 168.6, 163.2, 163.2, 159.5, 134.1, 109.0, 109.0, 106.8,

66.4, 56.8, 56.8, 42.9, 27.8, 27.4; LRMS(FAB) m/z 296

(M+H+); HRMS(FAB) calcd for C12H22N3O4
+(M+H+): 296.1605;

found 296.1613.

4-Guanidinobutyl acetate (6)

Alcohol 13(100 mg, 0.30 mmol)과 acetic acid(82 mg, 0.45

mmol)을 이용해 일반합성법-2와 일반합성법-1을 연속 수행하여

목적하는 acetate 6(40 mg, 77%)를 합성하였다.
1H NMR(CD3OD, 300 MHz) δ 4.00(t, 2H, J=6.1 Hz), 3.11

(t, 2H, J=6.8 Hz), 1.93(s, 3H), 1.63~1.53(m, 4H); 13C NMR

(CD3OD, 150 MHz) δ 173.9, 159.5, 65.8, 42.9, 27.6, 27.3,

21.6; LRMS(FAB) m/z 174(M+H+); HRMS(FAB) calcd for

C7H16N3O2
+(M+H+): 174.1237; found 174.1247.

실험 결과 및 고찰

우선 예쁜꼬마선충 model을 이용하여 익모초의 주성분인 레

오누린과 그 분절 유도체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레오누린의 수명연장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lifespan assay를 수

행한 결과 control군의 경우 평균 수명이 14.46±0.28인 반면 레

오누린 50 μM 투여군은 16.11±0.35, 100 μM 투여군은 16.90±

Fig. 2 − Effects of leonurine on lifespan expansion of C. elegans;

Worms were grown in the NGM agar plate at 20oC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leonurine. The number of worms

used per each lifespan assay experiment was 50 and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repeated (N=3). The

mortality of each group was determined by daily counting of

surviving and dead animal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curves was analyzed by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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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로 레오누린 투여에 의해 선충의 평균수명이 각각 11.36%

및 16.80%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레오누린은 산성 phenolic hydroxy를 갖는 dimethoxybenzoate

(syringic acid) 부분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guanidine 부분으로 이

루어져 생체 내에서 Zwitter 이온 형태를 이루는 천연물이다.7)

본 연구에서는 레오누린의 benzoate 부분 및 guanidine 부분의

변형을 통하여 leonurine의 구조적 분절 유도체를 합성하고 이

들에 대한 수명연장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레오누린의 수명연장

활성에 대한 pharmacophore를 규명하고 향후 신규 레오누린 구

조기반 수명연장 활성 물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자 하였다.

Schem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기성의 guanidine 부분이 제

거된 유도체 2는 황산 촉매 조건에서 n-butanol과의 피셔 에스

테르화(Fischer esterification) 반응을 통하여 합성할 수 있었다.

산성부분인 benzoate 부분 변형 유도체를 합성하기 위하여

Boc(tert-butoxycarbonyl)으로 protection된 guanidinobutyl 중간

체 12와 13을 각각 butylamine 10과 11로부터 알려진 방법6)을

이용하여 높은 수율로 합성하였다. Trifluoroacetic acid(TFA)를

이용한 deprotection 반응을 통하여 N,N'-Boc-guanidine 12과

13으로부터 benzoyl부분이 제거된 유도체 7과 8을 합성하였다.

연속된 N,N'-Diisopropylcarbodiimide(DIC)와 4-(dimethylamino)

pyridinium-4-toluene sulfonate(DPTS)를 이용한 coupling 반응6)

과 deprotection 반응을 통하여 4-hydroxybutyl)guanidine 중간

체 13으로부터 benzoate 부분이 변형된 유도체들(3~6)을 적절

한 수율로 합성하였다.

레오누린 및 유도체들(2~8)의 lifespan assay 결과를 Table I

에 나타내었다. Guanidine 부분이 제거된 유도체 2는 레오누린

대비 동등이상의 평균 수명(12.54% vs 15.06%) 및 최대수명(28

일로 동일) 연장 효과를 나타냄을 관찰하였다. 이에 반하여,

benzoate 부분의 치환기가 제거 및 변형된 유도체들(3~8)에서

는 전반적으로 활성이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Dimethoxybenzoate

유도체 5는 유의적인 평균 수명연장 효과(7.23%)를 나타내는데

반해, dimethoxy기가 제거된 유도체(3, 4 및 6)에서는 평균 수

명연장 효과가 소실됨을 관찰하였다. 이에 레오누린의 산성

Scheme 1 − Synthesis of the fragmental analogs of leonurine (2~8).

Table I − Effects of leonurine and its fragmental analogs on lifespan expansion of C. elegans, Mean lifespan presented as mean±S.E.M. Change

in mean lifespan w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No. Mean lifespan (day) Maximum lifespan (day) Change in mean lifespan (%) Log rank test

Control 14.67±0.38 24 - -

1 16.51±0.46 28 12.54 p=0.002**

2 16.88±0.43 28 15.06 p<0.001***

3 14.88±0.35 23 01.43 p=0.933

4 14.54±0.31 22 −0.89 p=0.389

5 15.73±0.38 24 07.23 p=0.046*

6 14.95±0.35 23 01.91 p=0.738

7 15.26±0.38 26 04.02 p=0.304

8 15.56±0.42 24 06.07 p=0.133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한 레오누린과 그 합성 분절 유도체의 수명연장 효과 연구 145

Vol. 60, No. 3, 2016

benzoate 부분이 수명연장 활성에 염기성 guanidine 부분보다 중

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도 dimethoxy기를 갖는 benzoate

구조가 수명연장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고찰

익모초 유래의 천연 항산화 물질인 레오누린의 수명연장 효과

를 예쁜꼬마선충(C. elegan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

적으로 레오누린이 수명연장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레오누린의 분절 유도체들을 합성하고 그 수명연장 효능을 비교

함으로써 수명연장 활성에 대한 간단한 레오누린의 구조-활성관

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조 단순

화 및 구조 최적화 과정을 통한 레오누린 기반 신규 수명연장 선

도물질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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