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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毒四物湯의 抗炎效果  免疫反應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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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aedoksamultang in RAW 264.7 cells
 

Yang-Ho Kim, Han-Baek Cho
 Dept.  of Oriental Obstetric and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anti-imflammatory effects of 
Haedoksamultang.

 

Method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effects of Haedoksamultang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NO),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and interlukin-1
β(IL-1β)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O synthase(iNOS), 
cyclooxygenase-2(COX-2), TNF-α, and IL-1β in RAW 264.7 cells. 
Haedoksamultang inhibited LPS-stimulated NO production. Western blotting and 
RT-PCR analysis showed that Haedoksamultang suppressed LPS-induced iNOS 
and COX-2 protein and mRNA expression in RAW 264.7 cells. Haedoksamultang 
also suppressed the expression and production of LPS-stimulated TNF-α and 
IL-1β in RAW 264.7 cells.  Haedoksamultang inhibited NF-κB activation in 
LPS-treated RAW 264.7 cells. Moreover, this compound blocked IκB-α 
phosphorylation and nuclear translocation of the cytosolic NF-κB p65 subunit, 
which highly correlated with the production and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Results: Haedoksamultang suppresses that inflammation-associated gene 
expression by blocking NF-κB activa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edoksamultang may be beneficial 
for treating inflammatory disease.

 

Key Words: herbal medicine, anti-inflammatory effect, NO, TNF-α, IL-1β, 
NF-κ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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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解毒四物湯은 朱1)의 《丹溪心法附

餘》에 “治婦人經脈不住, 惑如豆汁, 五色

相雜, 面色痿黃, 臍腹刺痛, 寒熱往來, 崩

漏不止.”라고 하여 최 로 기재된 이래 

부인의 帶下  崩漏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처방으로 黃柏 黃連 黃芩 梔子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縱帶脈以下”의 뜻으로 여성성

기의 분비물을 총칭한다. 生理的인 성기 

분비물은 성기내벽을 항상 습윤시키기는 

하나 외음부까지 유출될 정도로 양이 많

지 않다. 만약 그 양이 증가하여 외음부

까지 유출하고 色과 質에 이상이 나타나

며 악취, 국부의 瘙痒感과 灼熱感, 疼痛 

 腹脹痛 등이 함께 나타나면 병리

인 하로서 성기에 염증이 있음을 의미

하며 일반 으로 하는 병리 인 하

를 의미한다
2)
. 이는 신 는 국부의 

특정한 병인 등에 의해 생식기 이 충

되고 병  분비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세

균이나 원충, 곰팡이균 등의 침입으로 

생식기 이 감염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3).

최근 한약의 항염효과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항염증작용에 

한 실험  연구로 崔4-7) 등의 연구가 있

으나 여성의 생식기 염증성 질환인 하

의 치료에 사용된 解毒四物湯에 한 연

구는 해본 바가 없었다. 

이에 자는 解毒四物湯이 RAW 

264.7세포에서 nitric oxide (NO),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ukin-1β

(IL-1β)의 生成뿐만 아니라 inducible NO 

synthase(iNOS), cyclooxygenase(COX-2), 

TNF-α, IL-1β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으며, 그 기 을 알아보기 해 

nuclear factor-κB(NF-κB) 활성에 미치

는 향을 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實驗 材料  方法

1. 材  料

1) 藥  材

이 실험에서 사용된 약재는 (주)옴니

허 닷컴에서 구입한 것을 精選하여 사

용하 으며, 처방내용은 朱震亨의《丹溪

心法附餘》1)에 하 고, 한 貼의 분량

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Prescription of Haedoksamultang(HST)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e(g)

黃  柏 CORTEX PHELLODENDRI 4

黃  連 RHIZOMA COPTIDIS 4

黃  芩 RADIX SCUTELLARIAE 4

梔  子 FRUCTUS GARDENIAE 4

當  歸 RADIX ANGELICAE SINENS 4

川  芎 RHIZOMA CHUANXIONG 4

白芍藥 RADIX PAEONIAE ALBA 4

熟地黃 RADIX REHMANNIAE PREPARATA 4

Total amoun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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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試  藥

Fetal bovine serum(FBS), RPMI-1640, 

penicilin-streptomycin 등의 세포 배양용 

시약은 Gibco BRL(Grand Island, USA)

사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한 항체

인 iNOS, COX-2, TNF-α, IL-1β, NF-κ

B p65, IκB-α는 Santa Cruze(Santa 

Cruze Biotechnology, USA)사에서 구입

하 다. LPS, MTT는 Sigma(USA)사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3) 검액의 제조

解毒四物湯 3貼 分量 96g을 증류수 

1,000ml와 함께 환 라스크에 넣고 냉

각기를 부착하여 4시간동안 열기로 

탕한 후 3,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고 진공 농축기로 감압, 농축한 후 동

결건조기에서 24시간 동결건조하여 건조

엑기스 15g을 제조하 다.

2.  方  法8)

1) 細胞培養

식세포인 RAW264.7세포는 ATCC

에서 구입하여, 5% CO2/95% air 배양

기에서 열에 의해서 비활성된 10% fetal 

bovine serum가 포함된 RPMI 1640 배

양액으로 배양하여 실험 목 에 따라 사

용하 다.

2) 細胞生存能力 測定

세포생존능력은 MTT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분석기로 흡 도 570 nm에서 측

정하 다. 50μL의 MTT 반응용액(0.05g 

MTT/50mL PBS)을 各 실험군에 처리

한 다음 4시간 동안 배양하고, 반응하지 

않은 MTT 용액을 버리고 생존세포에 

의한 MTT반응결과로 생성된 formazan

을 DMSO로 용해하여 세포생존율을 간

으로 계산하 다.

3) NO의 測定

NO는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4well plate에 RAW264.7 세포를 

분주하고 96well plate에 실험목 에 따

라 배양된 세포의 배양액 100μl를 동일

부피의 Griss 시약과 혼합한 다음 실온

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nm에서 측정하

다.

4) TNF-α  IL-1β 分泌量 測定

RAW264.7 세포를 LPS로 자극하여 분

비된 TNF-α  IL-1β 量은 상용되는 

「TNF-α assay kit」(R&D System) 

 「IL-1β assay kit」(R&D system)

를 使用하여 제조자가 제공하는 protocol

에 따라서 측정하 다.

5) mRNA 抽出

mRNA는 세포를 PBS로 세 번 세척한 

후에 TRIzol(TM) (Molecular Research 

Center) 시약과 제조자가 제공하는 

protocol에 따라 분리하 다.

6) RT-PCR(Reverse Transcription-PCR) 

分析

1mM dNTPs, 1.75U/μl RNAse 억제

효소, 2.5U/μl의 M-MLV 역 사 효소 

(Promega社), 25U/μl의 올리고(dT) 

라이머, 추출된 25ng RNA, 5mM MgCl2 

 PCR 완충액(5mM KCl; 10mM 

Tris-HCl pH 8.3)을 함유하고, 체 20μ

L을 갖는 역 사 반응 혼합액을 제조하

다. 이후, 제조된 역 사 반응 혼합액

은 상온에서 10분 동안 배양한 후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역 사 반응

을 수행하 다. 역 사 반응조건은 42℃

에서 60분, 80℃에서 3분으로 한다. 일차 

cDNA을 생성한 후 반응 튜 는 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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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동안 방치한 후 PCR 반응에 이용하

다. PCR반응용액은 1U의 AmpliTagTM 

DNA 폴리머라아제 (Promega社), 센스 

라이머와 안티센스 라이머 5μg/μl, 

역 사 반응용액 20μL, 2mM MgCl2  

PCR 완충액, 최종 30μl를 함유한다. 

PCR 반응은 GeneAmp PCR 시스템 

(Perkin Elmer 社)을 이용하여 수행하

며, PCR 반응조건은 94℃에서 變性

(denaturation) 30 , 60℃에서 어닐링

(anealing) 30   75℃에서 擴張

(extension) 45 로 하 다. iNOS  

COX-2 cDNA에 해서는 35사이클 수

행하 으며, β-actin에 해서는 25사이

클 수행하 다. 10μl의 RT-PCR 반응산

물은 1.5% 아가로스 겔에서 기 동 후

에 에티디움 로마이드로 염색하고, 

UV를 이용하여 핵산증폭을 확인한다. 

RT-PCR 분석에 사용된 라이머는 하

기와 같고 모두 바이오니아사에서 합성

을 의뢰하여 구입하 다.

iNOS (sense) : 5'-GGCCTTGGCTC 

CAGCATGTAC-3' 

iNOS (antisense) : 5'-GCTGCCGCT 

CTCATCCAGAAC-3'

COX-2 (sense) : 5'-ACACTCTATC 

ACTGGCATCC-3'

COX-2 (antisense) : 5'-GAAGGGAC 

ACCCTTTCACAT-3'

β-actin (sense) : 5'-CCTTCTACAA 

TGAGC-3'

β-actin (antisense) : 5'-ACGTCACA 

CTTCATG-3'

7) Western blot 분석

Western blot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

행하 다. 세포를 protease inhibitor 혼합

물(0.1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5mg/ml aprotinin, 5mg/ml pepstatin A 

 1mg/ml chymostatin)이 포함된 

20mM Tris　HCl buffer (pH 7.4)로 용

시켰다. Lowry protein assay kit 

(P5626, Sigm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

량하 다. 동량의 단백질 시료를 12%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이용

하여 분리하고 Hybond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nitrocellulose 

membrane(Amersham)으로 이하 다. 

Membrane을 5% skim milk로 blocking

하고 primary antibody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y

를 결합시킨 다음 표식하여 목 하는 단

백질의 발  여부를 정하 다.

8) 核 抽出液

25mM Tris-HCl, 5mM EGTA, 2mM 

EDTA, 100mM NaF, 0.02mM leupeptin, 

0.01mM E64, 0.12mM peppstatin, 

0.2mM PMSF  5mM DTT로 조성된 

완충액을 이용하여 세포를 괴하고, 

14,000rpm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

액을 취하 다. 핵추출은 10mM HEPES 

(pH 7.9), 10mM KCL, 0.1mM EDTA, 

0.1mM EGTA, 1.5mM MgCl2, 1mM 

DTT, 10μg/ml leupeptin, 4mM Pefabloc 

SC, 50mM NaF  Na3VO4가 함유된 

완충액 1mL을 처리하고, 10% Nonidet 

P-40 62.5μl을 처리한 다음 10 간 균질

하게 혼합하고, 30분 동안 얼음에 방치

하 다. 4℃에서 10분 동안 5,000rpm으로 

원심분리하여 핵 침 물을 수집하 다. 

20mM HEPES(pH 7.9), 0.4M NaCl, 

1mM EDTA, 1mM EGTA, 1.5mM 

MgCl2, 20%(w/v) 리세롤, 1mM DTT, 

10μg/ml leupeptin, 10μg/ml aproti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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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M Pefabloc SC, 50mM NaF  

Na3VO4가 함유된 완충액 150μl을 분리

된 핵 침 물에 처리시킨 후, 30분 동안 

4℃에서 방치하 다. 그런 다음, 15,000rpm

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9) EMSA(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NF-κB 활성도 측정은 핵 추출액을 利

用하는 EMSA(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방법을 사용하 다. 簡記하

면, 10μg의 핵추출물을 NF-κB-specific 

32P-labeled oligonucleotide와 함께 배양

하 다. 결합반응은 2μg poly(dI-dC), 

2mg BSA, 20mM HEPES(pH 7.5), 

50mM KCl, 1mM DDT, 2.5mM MgCl2, 

4% Ficol과 3000-6000cpm을 갖는 random 

primer-labeled oligonucleotide를 함유한 

20μl로 반응을 수행하 다. 실온에서 20분

간 방치한 후에 시료는 4% non-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 loading하고 0.5x 

TBE 완충용액으로 running하여 기

동 후에 gel을 건조하여 x-ray 필름에 노

출시켰다.

10) 統計處理

실험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하 고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Ⅲ. 結  果

1.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의 生存率에 미치는 影響

解毒四物湯 추출물의 세포독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RAW 264.7 세포에 解

毒四物湯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0.1㎎/

㎖, 0.2㎎/㎖, 0.4㎎/㎖, 1㎎/㎖)로 처리하

고 24시간 후에 세포의 생존률을 측정하

다. 그 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은 0.1

㎎/㎖, 0.2㎎/㎖, 0.4㎎/㎖ 농도에서는 세

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 농

도에서는 세포생존율이 약 85%로 약간

의 세포독성을 보 다(Fig. 1).

Fig. 1. Effect of Headoksamultang on 
the viability of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24hrs with 
medium or Headoksamultang (0.1 - 1 mg/ml).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2.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에서 LPS에 의해 誘 되는 NO 

生成 抑制 效果  iNOS와 COX-2의 

蛋白質 發現 억제효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세

포에서 LPS에 의한 NO의 생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다. 정상군은 RAW 

264.7 세포에 아무런 처지도 하지 않았

고, 조군은 LPS(1㎍/㎖)로 자극하

으며 실험군은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다

양한 농도(0.1㎎/㎖, 0.2㎎/㎖, 0.4㎎/㎖)

로 처리하고 LPS(1㎍/㎖)로 자극하여 

24시간 후에 NO의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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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NO의 농도는 정상군은 22.5μM, 

조군은 1.23μM, 0.1㎎/㎖, 0.2㎎/㎖, 0.4

㎎/㎖ 농도의 실험군은 각각 14.0μM, 

11.2μM, 4.8μM 로 나타나 解毒四物湯 추

출물이 LPS에 의한 NO의 생성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Fig. 

2).

한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iNOS  COX-2의 단백질 발 을 억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RAW 

264.7 세포에 LPS(1㎍/㎖)로 자극한 군

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60분간 처리

하고 LPS(1㎍/㎖)로 자극한 군으로 나

어 18시간 후에 Western blot으로 분

석하 다. 실험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

이 LPS에 의해 발 이 유도된 iNOS  

COX-2 단백질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Fig. 2. Effect of Haedoksamultang(HST) 
on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Cel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S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60min,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
㎍/㎖) for 24hrs. The amount of NO in the 
supernatant from each treatment group was 
measured using Griess reagent. Each bar 

represent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compared with LPS.

Fig. 3. Inhibition of LPS-induced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in 
RAW264.7 cells. 
Cel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S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60mins,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 for 18hrs.  Total cellular proteins 
were isolated from cells treated with HST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ecific antibodies for iNOS, COX-2, 
and β-actin.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with similar observation.

3.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에서 LPS에 의해 誘 되는 iNOS

와 COX-2의 mRNA 發現에 미치는 

影響

解毒四物湯추출물이 iNOS  COX-2

의 단백질 발 을 억제하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NO의 생성 감소가 iNOS  

COX-2의 mRNA 발 을 억제하여 야기

되는지 알아보았다. 정상군은 RAW 264.7 

세포에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고, 조

군은 LPS(1㎍/㎖)로 자극하 으며, 실험

군은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60분간 다양한 

농도(0.1㎎/㎖, 0.2㎎/㎖, 0.4㎎/㎖)로 

처리하고 LPS(1㎍/㎖)로 자극하여 12시

간 후에 RT-PCR 방법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解毒四物湯이 LPS에 의해 발

이 유도된 iNOS  COX-2 mRNA를 억

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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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ion of LPS-induced iNOS 
and COX-2 gene expression in RAW 
264.7 cells. 
Cel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S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60mins,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 for 12hrs. Total RNA was 
isolated and 2㎍ of the total RNA was 
reverse transcribed to make cDNA and 
amplified using gene specific primers for 
iNOS, COX-2, and β-actin.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with similar 
observation.

4.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에서 LPS에 의해 誘 되는 TNF-

α 生成에 미치는 影響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TNF-α 생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RAW 264.7 

세포에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다양한 농

도(0.1㎎/㎖, 0.2㎎/㎖, 0.4㎎/㎖)로 처

리하고 LPS(1㎍/㎖)로 자극하여 24시간 

후에 TNF-α의 생성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그 결과 정상군은 1.7ng/㎖, 

조군은 0.1ng/㎖, 그리고 0.1㎎/㎖, 0.2

㎎/㎖, 0.4㎎/㎖ 농도의 실험군은 각각 

1.45ng/㎖, 1.3ng/㎖, 0.7ng/㎖ 로 나타나 

解毒四物湯 추출물은 LPS에 의한 TNF-

α의 생성을 억제하 다(Fig. 5).

Fig. 5. HST inhibits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Cel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S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60mins,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
/㎖) for 24hrs.. The levels of TNF-α was 
determined in the culture media using 
ELISA kits. Each bar represent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compared with LPS.

5.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에서 LPS에 의해 誘 되는 IL-1β 

生成에 미치는 影響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IL-1β 생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RAW 264.7 

세포에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다양한 농

도(0.1㎎/㎖, 0.2㎎/㎖, 0.4㎎/㎖)로 처

리하고 LPS(1㎍/㎖)로 자극하여 24시간 

후에 IL-1β의 생성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그 결과 정상군은 92.5pg/

㎖, 조군은 9.8pg/㎖, 그리고 0.1㎎/㎖, 

0.2㎎/㎖, 0.4㎎/㎖ 농도의 실험군은 각

각 59.9pg/㎖, 43.0pg/㎖, 19.8pg/㎖ 로 나

타나 解毒四物湯 추출물은 LPS에 의한 

IL-1β의 생성을 억제하 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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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ST inhibits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Cel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S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60mins,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 for 24hrs.. The levels of IL-1β 
was determined in the culture media using 
ELISA kits. Each bar represent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compared with LPS.

6.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에서 LPS에 의해 誘 되는 TNF-α  

 IL-1β의 蛋白質 發現에 미치는 影

響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세포

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  

IL-1β의 단백질 발 을 억제하여 야기되

는지 알아보기 해서 RAW 264.7 세포

에 LPS(1㎍/㎖)로 자극한 군과 解毒四

物湯 추출물을 60분간 처리하고 

LPS(1㎍/㎖)로 자극한 군으로 나 어 

18시간 후에 Western blot을 수행하여 분

석하 다. 실험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에 의해 발 이 유도된 TNF-α  

IL-1β 단백질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Fig. 7. Inhibition of LPS-induced inflammatory 
protein expression in RAW264.7 cells.
Cel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HS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60mins,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 for 18hrs. Total cellular proteins 
were isolated from cells treated with HST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ecific antibodies for TNF-α, IL-1β, 
and β-actin.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with similar observation.

7.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細胞에서 LPS에 의해 誘 되는 NF-κ

B의 활성에 미치는 影響

解毒四物湯 추출물에 의한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발  억제가 NF-κB의 활성

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RAW 

264.7 세포에 LPS(1㎍/㎖) 혹은 解毒四

物湯(0.4㎎/㎖)과 LPS를 처리하고 12 시

간 동안 배양한 후 EMSA를 수행하

다. 그 결과 LPS를 처리한 군은 NF-κB 

DNA binding 활성이 증가하 다. 반면

에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LPS에 의해 증가된 NF-κB DNA 

binding활성이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DNA와 NF-κB간의 

binding특이성은 unlabelled oligonucleotide 

(cold probe)와 NF-κB p65 항체를 이용

하여 입증하 다.

한 NF-κB의 활성은 NF-κB p65 단

체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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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解毒

四物湯 추출물이 LPS가 NF-κB p65 단

체를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억제하는지 Western blot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조군의 세포질에서는 NF-κB 

p65가 감소되었고, 핵에서는 NF-κB p65

가 증가되었으며,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의 세포질에서는 NF-κB 

p65가 감소가 억제되었고, 핵에서는 NF-

κB p65가 증가가 억제되었다(Fig. 9A).

NF-κB p65가 핵으로 이동되기 해서

는 IκB-α의 인산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

러므로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를 억제하는지 실험하

다. RAW 264.7 세포에 LPS(1㎍/㎖)로 

자극한 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60분간 

처리하고 LPS(1㎍/㎖)로 자극한 군으

로 나 어 20분 후에 Western blot으로 분

석하여 IκB-α의 인산화를 확인하 다. 解

毒四物湯 추출물은 LPS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를 히 억제하 다(Fig. 9B).

Fig. 8. Effects of HST on LPS-induced 
NF-κB activation in RAW264.7 cells. 
The cells prepared after 2hrs of treatment 
with LPS(1㎍/㎖) either alone or with 
HST(0.4㎎/㎖). Six micrograms of nuclear 
protein was used in the DNA binding assay, 
and the total binding reaction was resolved in 
5% nondenaturing polyacrylamide gel.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with 
similar observation.

Fig. 9. HST blocks LPS-induced translocation of NF-κB p65 and phosphorylation of I
κB-α in RAW264.7 cells. 
(A) The cells were treated with LPS(1㎍/㎖)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ST(0.2 and 0.4㎎/
㎖) for 2hrs, and cytoslic and nuclear fraction were prepared. 
(B) The cells were stimulated with LPS(1㎍/㎖)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ST(0.2 and 0.4
㎎/㎖) for 20 mins. Total cellular proteins were isolated from cells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ecific antibodies.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with similar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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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察

  

하는 출  이외의 질 분비에 용되

는 말로서, 분비물의 양이 지나치거나 

생식내강의 어느 부 에 병 인 상황이 

진행되어 생기는 이상삼출물을 지칭한

다. 자궁경부, 질, 난  등의 감염으로 인

한 경우가 많으며, 부인과  증상 가운

데서 가장 흔한 염증성 질환이다9).

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질염으로, 

원인에 있어서 생식연령층은  Trichomonas 

vaginalis, Candida, Haemophius Vaginalis 

와 Herpes Virus 등에 의한 감염이, 사춘

기 이나 폐경기 이후의 질염은 질 막

층이 얇기 때문에 임균, 기타 비특이성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많다. 질강내 산

도가 낮으면 세균이나 트리코모나스 질

염이 잘 발생하며, 산도가 높으면 진균 

감염이 잘 온다. 따라서 한 가지 질염을 

치료하면 그 결과로 다른 질염이 속발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세균성 질

염을 치료하기 하여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질내 정상균총이 살균되어 유

산생성을 못하게 되므로 질산도가 낮아

지고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나 진균성 질

염이 쉽게 발생한다
10)
.

한 자궁경 의 분비선에는 질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국소 약물 치료로는 원인균을 

완 히 퇴치하지 못하므로. 질염의 국소

치료는 치료에 다소 도움이 될지라도 근

치 요법이 될 수는 없다
10)
. 그러므로 내

성 발생, 재발, 만성화에 한 효과 인 

여성 생식기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하병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

다. 첫째는 廣義로 부인의 月經病, 姙娠

病, 産後病 등을 가르키는 것이고, 둘째

는 狹義의 의미로서 膣道에서 白․黃․

靑․黑․赤白混合 등의 汚濁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의 유출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하라 함은 보통 狹義

의 하를 지칭하는 것이다
11)
.

하의 원인에 한 한의학 고 의 서

술을 살펴보면,《素問․骨空論》12)에 “任

脈爲病 男子內結七疝 女子帶下瘕聚”라 

하 고,《素問․玉機眞藏論》12)에 “脾傳

之腎 病名曰疝瘕 腹寃熱而痛”이라 하

여 任脈爲病, 脾傳之腎病 등으로 하의 

원인을 말하 고, 張13)은 “曾經半産 

血在 腹不去”라 하여 반복된 유산으로 

血이 腹에 在하여 발생한다고 하

으며, 巢14)는 “風冷入于胞絡”이라 하

고, 李15)는 “帶下赤白皆濕熱”, “外感風邪

傳各經” 이라 하여 외부의 風冷 濕熱의 

邪가 胞脈의 공허한 틈을 침범하여 나타

나는 六淫性 帶下  “瘦人多熱……乃陰

虛火盛也”, “肥人多濕……濕痰流下滲入

膀胱”이라 하여 體質에 따른 하의 원

인을 언 하 으며, 沈16)은 風冷入於脬

絡, 濕熱, 脾虛氣虛, 濕痰, 脾腎虛, 木鬱 

등을 하의 원인이라 하 다. 이러한 

諸家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外因으로는 

부분 體虛受風冷入於胞絡을, 內因으로 

濕熱, 濕痰, 脾氣虛, 脾腎虛, 肝鬱 등을 

하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치료원칙에 있어서는 淸熱利

濕, 燥濕化痰 등이 시되고 있다17,18).

解毒四物湯은 四物湯에 黃連解毒湯을 

합한 처방으로 四物湯의 溫補養血之劑와 

黃連解毒湯의 淸熱瀉火之劑를 합하여 婦

人科 疾患인 帶下  崩漏를 치료하는 

處方이다
19)
. 解毒四物湯은 黃柏 黃連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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芩 梔子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이 各1 

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朱1)의 《丹溪

心法附餘》에 최  기재된 이래 濕熱邪

毒으로 인한 帶下  崩漏의 치료에 淸

熱凉血止血 목 으로 사용되어 왔다
2,20-25).

각 구성약물의 性味와 效能을 살펴보

면 黃柏은 苦, 寒하고 淸熱燥濕, 瀉火解

毒, 虛熱, 滋陰降火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黃連은 苦, 寒하고 淸熱燥濕, 淸心

除煩, 瀉火解毒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黃芩은 苦, 寒하고 瀉實火, 除濕熱, 止血, 

安胎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梔子는 苦, 

寒하고 淸熱, 瀉火, 凉血의 효능을 가지

고 있다. 當歸는 甘辛, 溫하고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의 효능을 가지고 있

다. 熟地黃은 甘, 微溫하고 滋陰補血, 益

精塡髓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白芍藥은 

苦酸, 微寒하고 養血柔肝, 緩中止痛, 斂

陰收汗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川芎은 

辛, 溫하고 活血行氣, 祛風止痛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26)
.

이상을 종합해보면 구성약물  熟地

黃, 當歸, 白芍藥, 川芎은 四物湯으로서 

養血潤燥하며, 血虛를 치료하고, 黃芩, 

黃連, 黃柏, 梔子는 黃連解毒湯으로서  

각각 脾胃熱, 肺大腸熱, 腎膀胱熱, 心熱

을 내려주므로 三焦의 熱을 도두 瀉하는 

효능이 있어서27), 熱毒을 제거하고 扶正

祛邪하는 作用으로 濕熱邪毒으로 인한 

帶下에 효과 인 처방이다
20)
.

모든 개체는 염증반응을 통해서 자신

을 외부 병원성물질에 항하여 보호할 

수 있다. 염증반응은 매우 복잡한 세포

내 사이토카인들의 신호 달에 의해서 

발생한다. 활성화된 식세포들은 염증

성 매개체로 TNF-α, IL-1β, IL-6 등을 

방출한다
28)
.

Lipopolysaccharide(LPS)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의 외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

분으로 이 부터 식세포의 활성화 인

자이며, endotoxic shock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LPS 자극시 식세포에서 

TNF-α, IL-1, IL-6, IL-10 등과 같은 

cytokine  NO가 생성된다29-31). 생성된 

NO는 신경 달, 의 이완, 세포매개

성 면역반응  염증반응에 여하고 염

증반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LPS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식세포는 TNF-α, IL-1β, 

IL-6, IL-12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 등을 생성하게 된다32-34). 염증 

매개 물질이 과량 생성되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야기하게 되어 각종 질환을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NO, 

TNF-α, IL-1β  IL-6와 같은 염증 매

개물질의 억제는 각종 면역질환  염증

성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35,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생식기 염

증질환에 응용되고 있는 解毒四物湯의 

항염효과  작용기 에 한 과학  근

거를 제시하고자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RAW 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

되는 NO, TNF-α, IL-1β의 生成   

iNOS, COX-2, TNF-α, IL-1β의 발 을 

조사하 고 그 기 을 알아보기 해 

nuclear factor-κB(NF-κB) 활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다.

먼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세포독성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

은 0.1㎎/㎖, 0.2㎎/㎖, 0.4㎎/㎖ 농도에서

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

㎖ 농도에서는 세포생존율이 약 85%로 

약간의 세포독성을 보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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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는 투과성, 부종 등의 염증반

응을 진시킬 뿐 아니라 COX를 활성

화하여 prostaglandins과 같은 염증매개

체의 생합성을 진하여 염증을 심화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NO의 생성

을 유발하는 inducible NO synthase 

(iNOS)는 외부상처에 한 반응  염

증 같은 면역방어기 의 다양한 과정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인 IL-1이나 TNF, 

lipopolysaccharide(LPS) 등에 의해 유도

되고 glucocorticoids에 의해 그 효소의 

유도가 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38)

. 따라서 iNOS에 의한 NO의 생성을 

해하는 새로운 염증치료제를 개발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각종 염증치료제들이 iNOS 해 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0). 

COX는 COX-1과 COX-2 두 가지 

isoform이 있는데 COX-1은 조직내에서 

존재하며 꾸 히 일정한 작용을 나타내

는 반면에, COX-2는 염증을 포함한 다

양한 자극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격히 

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41). COX-2의 

발 을 유도하는 물질은 LPS, cytokine, 

다양한 성장인자등이 있으며, IL-4, 

IL-10과 스테로이드에 의해 억제된다42).

본 연구에서 解毒四物湯 추출물은 

LPS에 의한 NO의 생성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하 으며(Fig. 2), LPS에 의해 

발 이 유도된 iNOS  COX-2 단백질

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 이 결과는 解毒

四物湯 추출물이 염증 매개 단백질인 

iNOS  COX-2의 발 을 억제하여 항

염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iNOS  COX-2

의 단백질 발 을 억제하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NO의 생성 감소가 iNOS 

 COX-2의 mRNA 발 을 억제하여 

야기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解毒四

物湯 추출물은 iNOS  COX-2 mRNA 

발 을 억제하 으며, 0.1㎎/㎖에서 0.4

㎎/㎖ 농도까지 농도 의존 으로 일어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이는 解毒

四物湯 추출물이 염증 매개 단백질인 

iNOS  COX-2의 mRNA 발 도 억제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낮은 농도의 LPS는 숙주에 유익하지

만 높은 농도의 LPS는 염증성 사이토카

인 뿐만 아니라 염증 련 유 자의 발

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염증성 유 자 

 사이토카인들은 염, 다발성경화

증, 폐 증과 같은 많은 염증성 질환을 

야기한다43-45). 그러므로 iNOS, COX-2, 

TNF-α등과 같은 염증성 유 자와 사이

토카인의 발   생성을 억제하면 많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 유 자에 

한 억제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NF-α는 의 확장과 투과성

을 높이고 발 , 발열, 종창의 염증 반응

을 일으켜 감염을 제한하도록 돕지만, 

다량 생성되면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열

이 생기게 하는 내재성 발열원으로서 체

온을 상승시키며, 성기 반응 (acute 

phase response)을 일으키고, 응집계 

(coagulation system)를 활성화시킨다. 

IL-1β는 농도에서는 국소 염증 반응

을 매개하고, 고농도에서는 TNF-α처럼 

열을 발생시키면서, 간에서 성기 단백

질(acute phase protein)의 합성을 유도

하여 성기 반응을 일으킨다46-48). 

이에 본 연구에서는 解毒四物湯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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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1β 생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

다.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 와 IL-1β의 

생성을 히 감소시켰다(Fig 5, 6). 

한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에 의한 

TNF-α 와 IL-1β의 생성을 억제하 기 

때문에, TNF-α 와 IL-1β의 생성 감소

상이 TNF-α  IL-1β의 단백질 발 을 

억제하여 야기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

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에 의해 발

이 유도된 TNF-α  IL-1β를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이는 解毒四物湯 추출물

에 의한 TNF-α  IL-1β의 생성 억제

효과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β의 발 을 억제함으로서 야기되고, 

이러한 결과는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염

증성 반응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NF-κB는 iNOS, COX-2, TNF-α, IL-1

β와 같은 염증 련 유 자와 사이토카인

의 발 을 조 한다고 알려져 있다49). 항

염제로 사용되고 있는 dexamethasone, 

sulfasalazine, aspirin 등은 NF-κB의 활

성을 억제하여 염증성 유 자의 발 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50,51). LPS와 TNF-α 

같은 염증 유발물질은 염증 련 유 자

와 사이토카인의 발 에 의존 으로 

NF-κB의 신호 달 체계를 활성화시킨

다. 항산화제로 알려진 asthaxanthin, 

EGCG, pyrrolidine 등은 NF-κB의 활성

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염증성 유 자 

 NO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52-55). 

이에 본 연구에서는 解毒四物湯 추출

물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  억

제가 NF-κB의 활성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LPS를 처리한 군은 

NF-κB DNA binding 활성이 증가하

다. 반면에 解毒四物湯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LPS에 의해 증가된 NF-κB DNA 

binding 활성이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한 NF-κB의 활성은 NF-κB p65 단

체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기 때

문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가 NF-κB 

p65 단 체를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시

키는 것을 억제하는지 Western blot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

을 처리한 실험군의 세포질에서는 NF-κ

B p65가 감소가 억제되었고, 핵에서는 

NF-κB p65가 증가가 억제되었다(Fig. 

9A). 이는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에 

의한 NF-κB p65 단 체의 세포질에서 

핵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고 있음을 말해

다. 

여러 가지 염증반응에서 심 인 역

할을 수행하는 사인자인 nuclear 

factor-κB (NF-κB)는 분자량이 50 - 70 

KD인 동일하거나 구조 으로 동질의 

단백질단 의 이합체이다56). 휴지세포에

서 NF-κB는 세포질 내에서 κB의 억제 

단백질 (inhibitor of κB, IκB)과 결합하

여 불활성 상태로 존재한다57). NF-κB의 

활성화는 신호에 의하여 IκB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의 

상세한 것은 아직 완 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IκB 카이네이즈 (IKK)라고 불

리는 여러 하부단 의 카이네이즈 복합

체에 의하여 IκB가 과인산화가 일어난

다58). IKK-媒介 인산화는 IκB가 세포질

의 로테아좀 (proteasome)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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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가 시작된다. 일단 NF-κB가 IκB로

부터 분리되면, 이것은 핵내로 들어가 

표  유 자 내의 특이 DNA 서열과 결

합하여 사를 시작하게 된다
59-61)

.

이와 같이 NF-κB p65가 핵으로 이동

되기 해서는 IκB-α의 인산화가 일어

나야 한다. 그러므로 解毒四物湯 추출물

이 LPS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를 억제

하는지 실험하 다. 그 결과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LPS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

를 히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B). 이는 解毒四物湯 추출

물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  억

제가 NF-κB의 활성의 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解毒四物湯 추출물이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 염증성 유 자  사이토카

인의 발 을 억제하여 염증성 질환의 치

료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解毒四

物湯 추출물이 NF-κB의 활성을 억제하

여 염증성 유 자(iNOS와 COX-2)와 사

이토카인(TNF-α와 IL-1β)의 발 을 억

제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향후 어떠

한 성분들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  論

본 연구는 RAW 264.7 세포에서 解毒

四物湯의 항염효과  면역반응에 하

여 실험 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解毒四物湯은 RAW 264.7 세포에서 

염증유발물질인 LPS 자극에 의해 생

성되는 NO를 억제하 다.

2. 解毒四物湯은 염증유발물질 LPS 자

극에 의한 RAW 264.7 세포의 iNOS 

 COX-2의 발 을 억제하 다.

3. 解毒四物湯은 RAW 264.7 세포에서 

염증유발물질인 LPS 자극에 의한  

TNF-α  IL-1β 생성과 발 을 억

제하 다.

4. 解毒四物湯은 RAW 264.7 세포에서 

염증유발물질인 LPS 자극에 의한  

NF-κB의 활성을 억제가 IκB-α의 인

산화를 억제하여 야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解毒四物湯이 

NF-κB의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성 유

자(iNOS와 COX-2)와 사이토카인

(TNF-α와 IL-1β)의 발 을 억제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로 解毒

四物湯이 염증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확

인되어 부인의 하병같은 염증성질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 투  고  일 : 2008년 4월 28일

□ 심  사  일 : 2008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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