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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tory reaction is characterized by over-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due to

an up-regulation of inflammatory pathways, which produce pro-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interleukin-1beta (IL-1β), IL-6, tumou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prostaglantin E2 (PGE2),

and nitric oxide (NO) in U937 cells. We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Lonicerae Flos and Scutellariae Radix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U937 cells. Each

extract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NO, IL-1β, TNF-α, and PGE2)

and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O synthase and cyclooxygenase-2 in LPS- stimulated U937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suppressive effects were synergistically increased by their

combination. Their combination extract also inhibited NF-κB-DNA complex of NF-κB binding

activity and translocation of NF-κB from cytosol to nucle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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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water-extractable components of Lonicerae Flos and Scutellariae Radix may be

useful for therapeutic drugs against inflammatory immune diseases, probably by suppressing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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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金銀花(Lonicerae Flos)는 忍冬科에 속하는 忍

冬덩굴(Lonicera japonica Caprifoliaceae)의 花冠으

로 6, 7월에 흰색의 꽃이 나중에 노란꽃이 된다고

하여 金銀花라 하였고, 초여름에 꽃 봉우리가 맺

혀 아직 피지 않은 상태로 따 모아 그늘에 말려

그대로 쓰며, 忍冬花, 銀花등의 異名을 갖고 있다
1-3)

. 金銀花는 淸熱解毒, 凉血止痢, 散風熱등의 효

능이 있으며, 解毒, 소염작용이 있어 化膿症 및 腫

瘍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4)
.

약리적으로 抗病原微生物作用, 抗毒, 抗炎解熱作用이

있어, 유행성 감기의 病毒, 이질균(Bacillus dysenteriae,

Shigella dysenteriae),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대장균(Escherichia

coli),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디프테리아균

(Corynebacterium diphtheriae),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포도구균(Staphyllococcus aureus, S.

epidermidis, S. saprophyticus), 용혈성 연쇄구균

(hemolytic Streptococcus), 폐렴 쌍구균(Diplococcus

pneumoniae)등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5-9,11-16)

. 또한 호흡기관 염증,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및
17-19)

, 혈액의 독

성을 제거하거나 중화시키는 약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20)
. 최근에는 호중구(neutrophils)의 활성 및 탐

식작용(phagocytosis)의 증진, 사산화염소(CCl4)에

의해 손상 받은 간조직의 보호, NF-κB의 선택적

조절에 의한 항염증 기전 및 LPS로 자극된

RAW264.7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억제 등

이 보고되고 있다19-23).

黃芩(Scutellaria Radix)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속썩은풀(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서, 淸熱燥濕,

瀉火解毒, 瀉實火, 除濕熱하고, 약리적으로 解熱作

用, 抗炎 및 免疫억제, 항알레르기작용, 抗病原微

生物, 항진균작용, 항병독작용, 抗癌作用, 抗過敏作

用등이 있으며, 腸管에 대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광범위한 항균효과가 있어서 디프테리아균, 포도

구균, 용혈성 연쇄구균, 폐렴쌍구균, 수막염쌍구균

(Neisseria meningitidis) 및 티푸스균(Salmonella

typhi), 적리균(Shigella) image), 백일해균에 대해

강한 억제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8).

한편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으로는 千金

消毒散, 東垣托裡散, 仙傳化毒湯, 三黃敗毒散 등이

있으며, 千金消毒散은 治挺槍 發背 一切無名惡瘡

腫毒初發 , 東垣托裏散은 治胃脘癰內疽, 仙傳化毒

湯은 治癰疽 發背 乳癰, 三黃敗毒散은 治天疱楊梅

等瘡, 消風敗毒散 治天疱楊梅瘡初起등이 있으며,

주로 염증성 질환에 활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4). 그러나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 약물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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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연물로부터 염증반응 억제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3,2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염증억제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금은화와 황금을 배합한 약물에 대한 염증

효과를 보기위하여 LPS로 자극하여 활성화된 인

간 유래 U937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NO, PGE2

와 iNOS, COX-2, TNF-α, IL-1β 및 IL-6 등 염

증 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처방 약물이 각각 처리된 약물보다 금은화와 황금

을 배합한 약물의 염증 매개물질을 뚜렷하게 억제

시키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Ⅱ. 材料 및 方法

1. 재 료

1) 시 약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

-1beta (IL-1β), IL-6, 및 prostaglandin E2 (PGE2)

and cyclooxygenase-2 (COX2) assay kit은 R&D

Systems (Minneapolis, U.S.A.)사로부터 구입했다.

Lipopolysacchride (LPS), anti-iNOS, anti-COX-1

및 anti-COX-2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California, U.S.A.)로 부터 구입했다. 기타 사

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 등급으로 Sigma와 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2. 방 법

1) 약물의 추출 및 제조

실험에 사용한 약제는 전북 익산시 소재 한약

건재상에서 구입하였으며, 형태학적 및 화학적으로

동정하여 사용하였다. 증거표본은 원광대학교 한의

과대학 방제학교실에 보관 중에 있다. 실험에 사용

한 처방은 金銀花(Lonicerae Flos), 黃芩(Scutellariae

Radix), 金銀花와 黃芩이 같은 분량으로 배합된

약물을 사용하였다. 金銀花와 黃芩을 각각 100 g

씩 정량하여 대웅약탕기(DWP-1800T)에 주입하고

각각 600 ㎖씩 증류수를 첨가하여 100℃에서 2시

간 30분 동안 煎湯하였다. 또한 金銀花 50g와 黃芩

50g을 증류수 600 ㎖를 첨가하여 상기와 같이 추

출하였다. 이와 같이 煎湯한 金銀花, 黃芩, 金銀花

와 黃芩 등 각 추출액 120 ㎖를 동결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2) U937 세포주의 배양

金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염

증반응 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인간 유래 U937 대식세포를 사용하였

다. 인간 유래 U937 세포는 American Tissue

Cu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MD, USA)

에서 구입하여, DMEM 배지로 1 × 10
6
세포/㎖의

농도를 유지했고, 여기에 10%의 열에 비 활성화

된 우태아 혈청, 페니실린 G (100 U/ml), 스트렙

토마이신 (100 ㎍/ml) 및 L-글루타민 (2 mM)를

보충하여, 5% CO2와 95%의 공기를 포함하는 가

습 조건하에서 37℃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하였다.

충분히 성장한 세포들은 각각의 추출물을 여러 가

지 농도 (10-500 μg/ml)로 2시간 전 처리하고 1 μ

g/ml의 LPS로 자극하여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능

력을 측정하였다.

3) MTT 분석

U937 세포의 생존율은 여러 농도의 추출물처리

또는 추출물과 LPS (1μg/ml)을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후 밀집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에 의해 자주빛 formazan 생성물로 변하는 MTT

환원을 바탕으로 MTT 분석법으로 측정했다. 요약

하면, 지수성장을 하는 세포들은 DMEM 배지에서

1×10
6
cells/ml의 밀도로 현탁하였고, 여러 가지 농도

로 약물을 처리하였다. 4시간동안 배양한 뒤 1

mg/ml의 농도로 배양하기 위해서 MTT용액이 첨가

하고 다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T-formazan

생성물은 동일한 용량의 용해 완충액(50% n,n-

dimethylformamide을 포함하는 20% SDS 용액, pH

4.7)을 첨가함으로써 용해했다. Formazan의 양은

570 nm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함으로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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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질산 농도의 측정

NO의 기질인 L-arginine은 L-Citrulline과 일산

화질소로 변하는데, 이는 빠르게 안정된 이산화질

소, 아질산염, 질산염으로 변한다. 그리스 시약 (Griss

reagent: 0.5%의 설파닐아미드, 2.5%의 인산 및

0.5%의 나프틸에틸렌아민)은 아질산염과 화학반

응하여 보라색의 아조염을 형성하고 이것은 일산

화질소의 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조염의 농도

로부터 아질산염의 농도를 측정하여 540 nm에서

그 최대 흡수정도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즉,

100 ㎕의 그리스 시약을 상기 대조군과 실험군의

샘플 1 내지 6의 각각에 100 ㎕씩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37℃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그 샘플의

빛의 흡수는 Spectrophotometer(MD, U.S.A.)로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아질산산염의 농도 정도

는 아질산염의 표준커브로부터 계산하였다.

5) 사이토카인, COX 및 PGE2 측정

LPS로 U937 세포(1×10
6
/ml)를 자극하기 전 金

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을 여러 농

도(10-500 μg/ml)로 2시간동안 전 처리하였다.

Pro-inflammatory cytokine, COX-1, COX-2, PGE2

등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LPS(1μg/ml)로 자극한 후 이들

염증매개물을 세포 상층액에서 측정하였다. TNF-

α의 측정은 6시간, IL-1β와 IL-6의 측정은 12시간,

COX-1과 COX-2의 활성 측정은 18시간, PGE2도

18시간에 측정하였다. Pro-inflammatory cytokine,

COX-2 및 PGE2 assay kit (R&D System Inc.,

Minneopolis, U.S.A.)을 이용하여 ELISA법으로 정

량하였다.

6) Western blot

각 추출물과 LPS가 처리된 세포를 용해한 다

음 단백질을 블레드포드 방법에 따라 정량하고 50

㎍을 10% SDS-PAGE로 분리한 다음 transfer

solution (20% methanol, 25mM Tris, 192mM glycine,

pH 8.3)을 이용해 nitrocellulose membrane에 분리

된 단백질을 전사 시켰다. 비 특이반응을 제거하

기 위해서 5% 비지방 skim milk가 함유된 TTBS

로 4℃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흔들면서 방치하였

다. 그 후 TBS로 3회 세척하고 anti-iNOS antibody

(1: 1,000), anti-COX-2 antibody (1: 1,000)을 주

입하여 3 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충분히 세

척하고 horse 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anti-goat

IgG(1 : 2,000)을 주입하고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Membrane은 TBS로 충분히 세척하고

통상적인 ECL방법으로 발색시켰다.

7) NF-κB 활성 측정

金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염

증반응 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기전을 알아보

기 위하여, NF-κB-DNA complex formation을 결

정하기 위하여 EMSA법을 활용하였다. 요약하면,

LPS로 처리된 U937 세포를 용해하여 세포핵 추출

용액을 제조하여
32
P로 표지된 말단 22-mer NF-κ

B oligonucleotide (HIV long terminal repeated,

5-AGTTGAGGGACTTTCCCAGGC-3)를 이용하여

37℃에서 15분 동안 배양하고 형성된 DNA-protein

complex는 6.6%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

기영동하였다.

8) 통계 분석

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표현했다. 통계 분석

은 Student's t-test를 이용했다.

Ⅲ. 實驗 結果

1.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에 미

치는 영향

金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LPS

가 처리된 또는 처리되지 않은 U937 세포의 생존

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LPS가 처리되지

않은 세포에서 여러 가지 농도의, 金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10-500 μg/ml)은 세포

독성이 없었다(93-98%, Fig. 1).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어떠한 약물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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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생존율을 100%로 나타냈을 때 LPS 처리군의

생존율은 약 82%로 감소하였으나, 金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을 10-500 μg/ml의 농

도로 처리했을 때 농도에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

이 높아졌다. 특히 100 ㎍/ml부터 농도가 높아질

수록 세포 생존율이 향상되었다(Fig. 2).

2.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NO 생성에 미치

는 영향

金銀花, 黃芩 또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LPS 유도 NO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U937 세포(1×106 cells/ml)를 접종

하고 5시간 후에 각각의 약물을 10-500 μg/ml의

농도로 2시간 동안 전 처리한 다음 LPS(1 μg/ml)

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약물이 처리되지 않고 LPS로 자극한 대조군은 20.5

μM의 아질산염을 생성시킨 반면, 金銀花, 黃芩 또

는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농

도 의존적으로 아질산염의 생성이 억제되었다(Fig.

3). 더욱이 金銀花와 黃芩으로 구성된 약물의 경

우 100 μg/ml 농도부터 아질산염을 억제시키는데

상승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金銀花와 黃芩을

배오한 처방약물은 항염증약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Fig. 1. Cell viability in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treated U937 cells.

U937 cells (1×10
6
/well plate) were incubated for 24 h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each extract at indicated
dose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ant experiments.

Fig. 2. Cell viability in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treated U937 cells.

Cells (1×106/well plate)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24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ant
experiments. *p<0.05 indicate significant LPS alone treate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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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NO production by LPS
-stimulated U937 cell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24 h. NO
released by cells was measured by the method of Griess.
Data are Mean ± S.D. of three independant experiments.
*p<0.05 and p<0.01 indicates significant LPS alone treated
control group.

3.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iNOS 발현에 미치

는 영향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써,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e으로부터 생

성된다. LPS로 대식세포를 자극하면 iNOS가 과량

발현되면서 많은 양의 NO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

서 상기에서 실험한 약물에 의한 NO 생성 억제와

iNOS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金銀花와 黃芩

이 배오된 처방 약물과 그 구성약물이 iNOS 단백

질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NO 생성 억제와 같이 iNOS 단백질 발현이 약물

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사실을 증명하였

다(Fig. 4)

Fig. 4. Inhibitory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the expression of iNOS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24 h. Western
blot analysis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4.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PGE2 생성에 미치

는 영향

金銀花와 黃芩 배오에 의한 처방 약물과 그 구

성약물이 LPS 유도 PGE2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U937 세포(1×10
6
/ml)

을 접종하고 5시간 후에 각각의 약물을 10-500 μ

g/ml의 농도로 2시간 동안 전 처리한 다음 LPS(1

μg/ml)을 처리하여 18시간 배양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약물이 처리되지 않고 LPS로 자극한 대조

군은 1.8 ± 0.21ng/ml의 PGE2를 생성시킨 반면,

金銀花와 黃芩 배오에 의한 처방 약물과 그 구성

약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PGE2

의 생성이 크게 억제되었다(Fig. 5). 더욱이 金銀

花와 黃芩 배오에 의한 처방 약물의 경우 250 μ

g/ml 농도부터 PGE2을 억제시키는데 상승효과가

있었다.

5.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COX-2 발현에 미

치는 영향

Cyclooxygenase (COX)는 arachidonic acid에서

prostanoid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알려졌는데, COX-1

과 COX-2에 의해 합성된 적은양의 prostano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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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과량의 prostanoid

는 NO와 비슷하게 염증반응을 가속화시킨다고 알

려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PGE2 생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COX-2의 발현을 immunoblot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PGE2 생성 억제와

같이 COX-2 단백질 발현이 약물의 농도에 의존

적으로 억제되는 사실을 증명하였다(Fig. 6). 또한

金銀花와 黃芩 배오에 의한 처방 약물은 그 구성

약물보다 NO는 물론 PGE2 생성 억제와 같이

COX-2 발현을 현저히 억제시키는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金銀花와 황금이 배오된

처방약물이 항염증제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Fig. 5. Inhibitory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PGE2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2×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18 h. PGE2
production assay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p<0.05 and p<0.01 indicates significant
LPS alone treated control group.

Fig. 6. Inhibitory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the expression of COX-2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1×10
6
/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18 h.
Western blot analysis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6.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

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

염증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 활성에

의한 다양한 염증매개 인자인 사이토카인의 발현

과 생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

인(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 억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U937 세포(1x10
6
/ml)를 LPS(1

μg/ml)와 실험 약제를 동시에 처리하고, TNF-α의

경우 6시간, IL-1β와 IL-6는 12시간이 경과한 후

생성된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양을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PS로 활성화한 세포는 TNF-α, IL-1β 그리고

IL-6를 다량 생성하였고, 金銀花와 黃芩이 구성하

는 약물을 각각 또는 배오하여 첨가하였을 때 이

들 cytokine의 생성은 억제되었다. 즉, 金銀花와

黃芩이 구성하는 약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TNF-α

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Fig. 7), IL-1β의 경우도

TNF-α와 같이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 되었다

(Fig. 8). 그리고 IL-6의 경우 역시 농도에 의존적

으로 현저히 억제되었다(Fig. 9). 특히 金銀花 또는

黃芩을 각각 처리한 실험군보다 동시에 조합하여 제

조한 金銀花 배오 처방 약물에서 pro-inflam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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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의 생성억제가 크게 일어나 상승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제학적으로 구성된 약물

의 효과는 단독으로 처방된 약효를 한층 증진시켜

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 약물은 염증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g. 7.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the productions of TNF-α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6 h. at indicated
concentrations. The productions of TNF-α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nd p<0.01 indicates significant LPS
alone treated control group.

Fig. 8.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the productions of IL-1β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1×10
6
/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12 h. at indicated
concentrations. The productions of IL-1β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nd p<0.01 indicates significant LPS
alone treated control group.

Fig. 9.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the productions of IL-6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incubated with or without 1 ㎍/ml LPS for
12 h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JPSWE, ADWE or
FUWE on the productions of IL-1β in U937 cells
stimulated with LPS. at indicated concentrations. The
productions of IL-6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nd
p<0.01 indicates significant LPS alone treated control
group.

7. 金銀花와 黃芩 추출물이 NF-κB 활성에 미

치는 영향

상기와 같이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약물

과 구성약물이 염증성 매개물인 NO, PGE2, COX-2

뿐만 아니라 pro-inflammatory cytokine을 억제시

키는 효과에 대한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NF-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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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즉, 염증성 매개물질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각 추출물 250 μg/ml를 선

택하여 NF-κB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Fig. 10과

같이 金銀花와 黃芩의 경우 비슷하게 그 발현이

억제되었지만,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 약물

은 NF-κB의 활성이 현저히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 약물의 염증

억제 기전이 NF-κB의 활성을 억제시키므로써 이

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제학적으로 구

성된 약물의 효과는 단독으로 처방된 약효를 한층

증진시켜줌을 시사해주고 있고, 金銀花와 黃芩이

배오된 처방 약물은 염증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g. 10. Effects of Lonicerae Flos (LF), Scutellariae
Radix (SR) or LF plus SR water extracts
on LPS-induced NF-B-DNA complex formation
in U937 cells.

Cells were preincubated for 2 h with or without LJ, SB
or LJ&SB water extracts (each concentration: 250 ㎍/ml)
at indicated concentrations and then stimulated for 15
min with LPS (1 ㎍/ml). Nuclear extracts were prepared
and protein (4 g) was incubated with 32P-labeled NF-B
consensus oligonucleotide for 20 min. NF-B-DNA complex
formation was assayed by EMSA.

Ⅳ. 考 察

염증반응은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필연적으

로 일어나는 일련의 면역반응이다. 면역세포가 세

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미생물 및 생체의 이물

질 등 외부물질에 노출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

고,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 염증반응에 원인이 되

는 많은 인자를 분비하게 됨으로써 염증반응을 가

속 시킨다. 이러한 인자 중 nitric oxide(NO)는 높

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써,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된다. NO

는 신경전달, 혈관의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

에 관여하는데, 특히 대식세포가 lipopolysacchride

(LPS)와 interferon-γ(IFN-γ)로 자극될 때 inducible

NOS(iNOS)가 발현되어 많은 양의 NO을 생성하

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많은 양의 NO는 염증반

응 매개물질의 역할을 하게된다
25-31)

. 또한 활성화

된 대식세포는 tumor necrosis factor(TNF-α),

interleukin-1β(IL-β), IL-6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과 cyclooxygenase-2(COX-2)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을 과량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염증

매개물질이 과량 생산되면, 과도한 면역반응을 야

기하게 되고 이로써 각종 인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30)
. 따라서 NO, PGE2, COX-2 및

pro-inflammatory cytokines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

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각종 면역질환

및 인체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26,30,31)

.

염증 유발은 면역반응의 일종으로 중심적인 역

할을 하는 세포가 대식세포와 CD4
+
T 세포를 들

수 있다. 세균을 비롯한 외부 이물질이 체내로 침

입하면, 조직 또는 혈액에 존재하는 단핵구/대식

세포가 인식하여 탐식작용을 한다. 이때 대식세포

는 자신이 탐식한 세포를 소화하여 침입된 물체의

존재를 알리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26-29)

. 이러한 과정에 CD4
+
T-세포는 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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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상호작용함으로써 IFN-γ, TNF-α 및 IL-6

등 과 같은 Th1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고, 이들 사

이토카인은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더욱 활성화시킨

다. 이와 같이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성매개물

질을 생성하여 염증반응을 촉진하는데, 면역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급성 또는 만성 염증을 야기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염증반응에 관여하

는 대표적인 염증 매개물질이 NO, PGE2, COX-2,

IL-1β, IL-6, TNF-α 등이다
26-31)

.

金銀花는 NF-κB의 선택적 조절에 의한 항염증

기전 및 LPS로 자극된 U937세포에서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억제 등이 보고되어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19-24)

, 黃芩은 baicalin, baicalein 및

wogonin 등 약 40여 종의 flavone 및 관련 화합물

이 강력한 항염증작용 및 항알러지작용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33)

. 그러나 金銀花와 黃芩을

배합한 처방 약물에 대한 염증반응 억제에 대한

약리작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金銀花와 黃芩을 배

합한 처방 약물과 그 구성 약물이 염증매개물질로

알려진 NO, PGE2, IL-1β, IL-6, TNF-α 등의 생

성과 iNOS 및 COX-2 발현을 LPS로 자극한 인간

유래 대식세포주인 U937 세포를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그 결과 金銀花와 黃芩의 항 염증작용은 전

연구자들이 보고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더욱

이 金銀花와 黃芩이 배합된 처방 약물은 이를 구

성하는 약물의 효과 보다 좋은 상승작용이 있었다

(Fig. 1-9). 특히 본 연구는 NO와 PGE2의 억제 기

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iNOS와 COX-2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이

루어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Fig. 4와 6). 또한 金銀

花와 黃芩이 배합된 처방 약물이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서 NF-κB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金銀花

와 黃芩이 배합된 처방 약물의 pro-inflammatory

cytokine의 효과적인 억제는 NF-κB의 활성을 억

제함으로써 이루어짐을 밝혔다(Fig. 10).

상기와 같은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金銀花와

黃芩은 단방으로 여러 가지 인체의 염증성 질환을

치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인 관점으

로, 이들 약물을 배합한 처방약물이 이들을 구성

하는 각각의 약물 보다 염증반응 억제에 상승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方劑學的 君臣佐使

理論에 입각한 處方 構成이 매우 중요함을 입증하

여 주고 있으며, 천연물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方劑學的 處方 構成 理論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in vitro뿐만 아니라 in vivo

실험에 方劑學的 개념을 이용한 處方 構成 理論인

君臣佐使論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

이 없으면서, 실용성이 높은 천연물을 이용한 치

료제 개발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Ⅴ. 結 論

염증반응은 interleukin-1beta (IL-1β), IL-6, tumou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prostaglantin E2

(PGE2) 및 nitric oxide (NO) 등과 같은 염증 매개물

질이 상승된 염증반응 경로에 의해 과량으로 생산된

면역반응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lipopolysaccharide

(LPS)로 자극된 U937 세포를 대상으로 金銀花와

黃芩으로 배합된 가용성 약물과 그 구성약물을 전

처리하여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 억제와 그 기전을

조사하였다. 각 추출물은 NO, IL-1β, TNF-α, 및

PGE2와 같은 염증 매개물들의 생성과 inducible

NO synthase (iNOS)와 cyclooxygenase-2 (COX-2)

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

냈다. 이들 억제 효과는 金銀花와 黃芩으로 배합

된 가용성 약물에서 상승되었다. 또한 金銀花와 黃

芩으로 배합된 가용성 약물은 NF-κB-DNA complex

결합 및 세포질에서 핵으로의 전이를 억제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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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NF-κB의 활성을 억제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金銀花와 黃芩으로 배합된 가용성 약물이 염증방

응 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성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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