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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味桃紅四物湯이 HUVEC cell 내에 eNOS, KLF2, ICAM-1, 
VCAM-1의 유 자 발 양에 해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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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amidohongsamul-tang (GDT) on the Gene Expression Levels of eNOS, 
KLF2, ICAM-1 and VCAM-1 in HUVE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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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midohongsamul-tang (GDT) on the Gene expression levels of 

eNOS, KLF2, ICAM-1 and VCAM-1 in HUVEC cells.

Methods: HUVEC cells were treated at a concentration of 1, 10, 100 (μg/ml) of Gamidohongsamul-tang (GDT). To measure 
the NOS, KLF2, ICAM-1 and VCAM-1 gene expression in HUVEC cells, the synthesized cDNA was subjected to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electrophoresis was performed to verify gene expression level.

Results:
1. GDT significantly increased eNOS and KLF2 gene expression.
2. GDT significantly reduced ICAM-1 and VCAM-1 gene expression.

Conclusions: These experiments suggest that Gamidohongsamul-tang (GDT) regulates gene expression related with anti-dyslipidemic 
effects in HUVEC cells. In order to clinically apply this to diseases related to dyslipidemia,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additional in vivo experiments are needed to verify the anti-dyslipidemic effects of G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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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격하게 서구화되어가는 생활습 으로 고 압, 

당뇨, 고지 증, 비만을 포함하는 ‘생활습 병’이라

는 개념이 생겼다. 이런 생활습 병은 심뇌  질

환을 유발하며 이를 방하기 해 순환기계 질환

의 주요 험인자인 고 압, 당뇨  고지 증을 

히 리하는 것이 요해졌다
1
.

이  고지 증은  콜 스테롤이나 성지

방이 증가된 상태를 의미하며 엄 하게는 지단백

의 사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지질 증이라 

한다
2
. 이상지질 증은 범 한 개념으로 일반

으로는 LDL-Cholesterol, Triglyceride(TG), Total 

Cholesterol이 높으며 HDL-Cholesterol이 낮은 상

태를 가리킨다3. 주로 잘못된 식습 으로 인한 비

만, 당뇨병, 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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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성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의 생합성 증가 

는 분해 감소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이상지질 증

이 나타난다. 이상지질 증 환자의 경우 기 식사

요법, 운동요법, 연 등의 생활습 에 한 리

를 먼  시작하며 이후 에 이상지질 증이 계속 

찰되는 경우 HMG-CoA 환원효소 해제(HMG-CoA 

reductase inhibitor), cholestyramine, Fibrates, Niacin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LDL-Cholesterol 수치를 조

하는 것을 기본 인 치료 략으로 한다4.

그러나 이상지질 증을 조 하기 해 상기 약

물을 복용하 을 경우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등

의 가벼운 부작용부터 간 독성  근육 독성과 같

은 치명 인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5. 이에 부작

용이 덜하며 이상지질 증을 보다 효과 으로 조

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에 한 필요성이 두

된다.

한의학 으로 이상지질 증은 濕熱, 痰濁, 血 

등의 범주에 포함한다. 이를 근거로 한약 혹은 생

약을 통해 이상지질 증을 안 하며 효과 으로 

조 하는 치료약물을 개발하기 하여 가시오가피, 

가미옥녀  등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6,7. 이들은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수치를 감소시켜 

이상지질 증과 련하여 효능이 있음을 나타내었

으나 淸熱祛濕 효능을 이용한 연구 이외 活血祛  

작용을 통한 연구는 증례가 다소 부족하 다8.

桃紅四物湯은 ≪醫宗金鑑≫에 수록된 처방이다
9
. 

養血調經의 효과가 있는 四物湯에 活血化 의 효

과가 있는 桃仁, 紅花를 加味하여 月經通, 經行不

利 産後腹痛, 打撲 등의 질환에 임상 으로 활용되

어 왔다. 기존 桃紅四物湯에 한 연구로는 한 

연구로는 순환기 계통에 한 연구, 부인과  질환

에 한 연구, 뇌신경계 질환에 한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이상지질 증에 한 연구는 없었다10-13. 

이에 이상지질 증에 한 桃紅四物湯의 효능을 

확인하기 해 실험을 계획하 으며, 活血祛  효

능을 높이기 해 麥門冬, 麻子仁, 桂枝, 人蔘 등을 

加味하여 加味桃紅四物湯(GDT)을 사용하 다.

이상지질 증이 계속되어 콜 스테롤이 액 내

에 과다하면 벽에 침착하여 죽상경화증을 일

으킬 수 있다. 죽상경화증은 심  질환,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험인자이며 이를 방하

기 해 한 리가 필요하다.

내피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수축, 

염증반응,  생성 등을 일으켜 죽상경화증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죽상경화증의 기에 액 속의 

염증 수치들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내피세포의 

활성과 련된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 Krüppel-like Factor-2(KLF2)와 내

피세포에서 염증세포들의 이동에 여하는 intercullar 

adhesion molecule-1(ICAM-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VCAM-1)의 수치를 통하여 죽상경화증 

 주요 원인이 되는 이상지질 증에 해 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실험은 加味桃紅四物湯의 이상지질 증에 

한 효과를 객 으로 증명하기 해 in vitro 실험으

로 HUVEC cell을 이용해 加味桃紅四物湯이 eNOS, 

KLF2, VCAM-1, ICAM-1의 유 자 발 양에 미

치는 향을 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방법

1. 재 료

1) 약 재

본 실험에 사용한 加味桃紅四物湯(Gamidohongsamul 

-tang, GDT)의 구성 약재들은 ㈜옴니허 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 으며, 그 내용  분량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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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medicine name

Pharmacognostic name
Dose
(g)

生地黃 Rehmanniae Radix Crudus 40

大  棗 Zizyphi Fructus 10

麥門冬 Liriopis Tuber 10

當  歸 Angelicae Gigantis Radix 8

桃  仁 Persicae Semen 8

麻子仁 Cannabis Fructus 8

炙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8

桂  枝 Cinnamomi Ramulus 6

生  薑 Zingiberis Rhizoma Crudus 6

阿  膠 Asini Cornii Colla 4

人  參 Ginseng Radix Alba 4

赤芍藥 Paeoniae Radix Rubra 4

川  芎 Cnidii Rhizoma 4

紅  花 Carthami Flos 4

Total amount 124

Table 1. The Prescription of GDT

2. 방 법

1) 시료 추출

GDT 1첩(124 g)에 증류수 1,000 ml를 넣어 3시간 

동안 환류추출을 한 후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 다. 농축된 용액을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하여 얻어낸 분말 29.53 g(수율 

23.81%)을 온 냉동고 (-80 ℃)에서 보 하며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해 사용하

다.

2) 세포 배양

HUVEC 세포는 EGM
™
-2 Medium과 EGM

™
-2 

SingleQuots
™
 Kit으로 혼합된 배지를 사용하여 37 ℃, 

5% CO2 조건이 유지되는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

으며, 2-3일 주기로 계  배양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3) 항이상지질효능 평가

 (1) 세포 내 유 자 발 양 측정

① RNA 추출

6 well plate에 HUVEC 세포를 10
6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 으며, GDT 1, 10, 100(μg/ml)

의 농도와 1 μg/ml TNF-α를 함께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HUVEC 세포를 PBS로 2

회 씻어  뒤 easy blue 1 ml와 chloroform 200 μl

를 넣고 vortexing 해  후 13,000 rpm, 4 ℃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 해 다. 상층액 400 μl와 binding 

buffer 400 μl를 실온에서 1분 동안 반응시킨 뒤 반

응액 700 μl를 column에 주입하여 13,000 rpm에서 

30  동안 원심분리 했다. Column에 washing buffer 

A를 700 μl 넣고 13,000 rpm에서 30  동안 원심분

리 후 washing buffer B를 700 μl 넣고 동일하게 원

심분리 했다. Column 하단을 Ep tube로 교체한 후 

column에 elution buffer를 50 μl 넣고 1분 동안 반

응시킨 뒤 13,000 rpm에서 1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추출된 total RNA를 모았다.

② cDNA 합성

역 사(reverse transcription) 반응은 RT premix 

kit의 mixture(reaction buffer, dNTPs mixture, RNase 

inhibitor, stabilizer, oligo dT15 primer)를 사용하여 

total RNA 1 μg이 되도록 diethyl pyrocarbonate 

(DEPC) 처리된 증류수에 최종 부피가 20 μl가 되

도록 하여 첨가하 다. 이 20 μl의 반응 혼합액을 

잘 섞은 뒤 45 ℃에서 60분 반응시켜 first-strand 

cDNA를 합성한 후 95 ℃에서 5분 동안 방치하여 

M-MLV RT를 불활성화 시킨 다음 합성이 완료된 

cDNA를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에 사용

하 다.

③ 유 자 발 양 측정

합성된 cDNA 2 μl와 primer F 1 μl, primer R 1 μl, 

DEPC-DW 16 μl 넣고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PCR을 수행하 다. 생성된 product를 1.5% agarose 

gel에서 100 V로 30분 동안 기 동한 후 Fusion 

Quick Guide를 이용하여 UV촬 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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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F/R Sequences Cycle Annealing (℃)

eNOS
F ACTGAAGGCTGGCATCTGGAA

40 59
R TCATAGGTGATGCTCCCCAC

KLF2
F AGGTGAGAAGCCCTACCACT

40 58
R TCTAGTGTAGACCCGGTGGG

ICAM-1
F TATAAAGGATCACGCGCCCC

35 60
R AACAACTTGGGCTGGTCACA

VCAM-1
F ATGACATGCTTGAGCCAGG

35 60
R GTGTCTCCTTCTTTGACACT

GAPDH
F ACCACAGTCCATGCCATCAC

35 59
R TCTAGACGGCAGGTCAGGTC

Table 2. The Sequences of Primers in This Study

3.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8.0의 unpaired student's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고 

p<0.05, p<0.01  p<0.001 수 에서 그 유의성을 검

정하 다.

Ⅲ. 실험 결과

1. 세포 내 eNOS 유 자 발 양 측정

세포 내 eNOS 유 자 발 양을 측정한 결과, 정

상군을 144.11±3.43%, 조군을 100.00±2.82%으로 

나타냈을 때,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각 98.44± 

5.86%, 123.77±5.15%, 127.98±4.60%로 나타나 10, 100 

(μg/ml)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 p<0.05) 

증가가 나타났다(Fig. 1).

2. 세포 내 KLF2 유 자 발 양 측정

세포 내 KLF2 유 자 발 양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을 173.61±2.71%, 조군을 100.00±1.74%으로 

나타냈을 때,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각 101.66± 

1.67%, 154.88±3.42%, 166.31±2.63%로 나타나 10, 100 

(μg/ml)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 : p<0.01, 

*** : p<0.001) 증가가 나타났다(Fig. 2).

Fig. 1. Effect of GDT on eNOS mRNA expression 
levels in HUVEC cells.

HUVEC cells were treated by 1, 10, and 100 μg/ml 
of GDT with TNF-α for 24 h. eNOS mRNA 
expression levels were measur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normal group were not treated 
by anything, the control group were just seeded 
by HUVEC cells and not treated by GDT.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of results, 
* : p<0.05 compare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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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GDT on KLF2 mRNA expression 
levels in HUVEC cells.

HUVEC cells were treated by 1, 10, and 100 μg/ml 
of GDT with TNF-α for 24 h. KLF2 mRNA 
expression levels were measur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normal group were not treated 
by anything, the control group were just seeded 
by HUVEC cells and not treated by GDT.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of results, 
** : p<0.01, *** : p<0.001 compare to control).

3. 세포 내 ICAM-1 유 자 발 양 측정

세포 내 ICAM-1 유 자 발 양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을 22.32±4.54%, 조군을 100.00±2.63%으로 

나타냈을 때,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각 99.13± 

1.49%, 85.15±2.70%, 25.73±3.92%로 나타나 10, 100 

(μg/ml)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 p<0.05, 

*** : p<0.001) 감소가 나타났다(Fig. 3).

4. 세포 내 VCAM-1 유 자 발 양 측정

세포 내 VCAM-1 유 자 발 양을 측정한 결

과, 정상군을 56.12±2.77%, 조군을 100.00±2.32%

으로 나타냈을 때,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각 

91.69±5.26%, 56.15±4.55%, 58.13±1.53%로 나타나 10, 

100(μg/ml)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 : p<0.001) 감소가 나타났다(Fig. 4).

Fig. 3. Effect of GDT on ICAM-1 mRNA expression 
levels in HUVEC cells.

HUVEC cells were treated by 1, 10, and 100 μg/ml 
of GDT with TNF-α for 24 h. ICAM-1 mRNA 
expression levels were measur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normal group were not treated 
by anything, the control group were just seeded 
by HepG2 cells and not treated by GDT.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of results, 
* : p<0.05, *** : p<0.001 compare to control).

 

Fig. 4. Effect of GDT on VCAM-1 mRNA expression 
levels in HUVEC cells.

HUVEC cells were treated by 1, 10, and 100 μg/ml 
of GDT with TNF-α for 24 h. VCAM-1 mRNA 
expression levels were measur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normal group were not treated 
by anything, the control group were just seeded 
by HepG2 cells and not treated by GDT.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of 
results, *** : p<0.001compare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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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상지질 증은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의 주 

원인이며 심근경색, 심증, 괴  등 합병증을 유

발하는 심 계 질환, 뇌 계 질환을 포함하는 

순환기 질환의 공통 인 병인이다. 이상지질 증 

치료지침 제정 원회가 발간한 2015 이상지질 증 

치료지침에 따르면 임상 으로 TG 150 mm/dL 이상, 

Total-Cholesterol 200 mg/dL 이상, HDL-Cholesterol 

40 mg/dL 이하, LDL-Cholesterol 130 mg/dL 이상을 

경계범 로 분류하여 이상지질 증에 한 리방

법을 결정한다1. 험수치가 아닌 경우에는 약 3개

월간의 식사, 운동 등의 생활요법을 시행하며 이후 

 지질성분이 제 로 조 되지 않는 경우 약물

요법을 시행한다. 각 환자별 고 압, 당뇨병, 흡연, 

연령 등의 험요인들을 고려하여 LDL-cholesterol

에 한 치료  목표수치를 세운다
2
.

이상지질 증에 한 치료제는 Statins(HMG-CoA 

reductase inhibitors), Resins(cholestyramine), Fibrates 

(fibric acid and derivatives), Niacin(nicotinic acid 

and derivatives) 등이 있다. 이  Statins, Niacin, 

Resins가 1차 선택약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Statins

의 경우에는 AST, ALT 등의 간수치 상승  근육

병증(myopathy), Fibrates는 상복부 통증 등 장

 증상, 간염, 근육병증 등, Resins는  콜 스

테롤 감소, 변비, 소화불량, 콜 스테롤 담석증 등, 

niacin는 장  장애, 간효소 상승, 내당능 장애, 

통풍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약제들을 병

용할 경우 더 흔하게 발생한다
14
. 이에 따라 이상지

질 증을 치료하기 한 보다 안 하며 효과 인 

약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 으로 이상지질 증은 濕熱, 痰濁, 血 

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내부 노폐물이

라는 면을 통해 mast cell과 련한 염증물질들의 

이동상태와 이로 인하여 foam cell이 형성된 이후

로 경화증이 되는 기 과 유사한 이 있다15. 

기존 이상지질 증에 한 단일 약재와 복합제에 

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淸熱祛濕 효능

을 이용한 연구와 달리 活血祛  작용을 통한 연

구는 었다6,7. 이에 본 자는 血脈에 발생하는 

濕濁, 血 한 이상지질 증의 범주에 속한다 유

추하 으며 이를 근거로 活血, 化 , 化痰, 補血 효

과가 있는 桃紅四物湯이 이상지질 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 일 수 있을 것이라 단하 다.

生地黃은 항염증  항산화 효과 등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한의학 으로 淸熱涼血, 生津

止渴 등의 효능과 더불어 消 通經 효과가 있음에 

착안하여 加味桃紅四物湯(GDT)의 군약으로 설계

하 다
16
.

麻子仁은 潤腸通便, 潤燥殺蟲하는 약물이며 破

積血, 復血脈하는 효능을 겸한다. 桂枝는 溫經通脈, 

通陽化氣하는 효능이 있으며 當歸, 芍藥, 桃仁 등

의 活血祛  약을 배합하여 氣血凝滯로 인한 병증

을 치료한다. 단미제로써 이들 약제들이 이상지질

증에 하 유효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직 확인

되지는 않았으나 한의학  약리효과를 근거로 桃

紅四物湯에 상기 약재들을 포함하여 加味한 GDT

을 이용해 실험을 설계하 으며 기  실험에서 GDT

가 桃紅四物湯에 해 효과 인 결과를 나타내어 

실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 압, 당뇨병, Reactive oxygen species(ROS), 

cytokine 등에 의한 Endothelial cell의 기능변화가 

원인이 되어 Endothelial cell에 손상이 있게 되며 

 monocyte가 Endothelial cell의 손상부 에 결

합하여 내측으로 이동하며 monocyte를 Endothelial 

cell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Intercellular adhesionmolecule-1 

(ICAM-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VCAM-1)

이 여한다. 비만세포는 Interleukin-6(IL-6),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등의 cytokines을 분비하

여 ICAM-1, VCAM-1 등에 작용해 내피로 백

구의 침윤작용을 증가시킨다
17
. ICAM-1, VCAM-1은 

 투과성을 증가시켜 LDL-cholesterol이 endothelial 

cell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며 free radical에 의

해 LDL-cholesterol이 산화된 이후 macrophag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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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포식되어 벽을 경화시켜 동맥경화를 일

으키며  내피 기능장해를 유발하는 foam cell

로 변한다. 막의 평활근세포는 내막으로 

유주하여 plaque을 형성하며 foam cell과 평활근세

포가 유주⋅증식하여 형성된 collagen, elastin에 의하

여 내막이 비후되며 경화증을 유발한다. Endothelial 

cell는 NO를 분비하여 을 확장시키는데 eNOS 

등이 억제되면 Endothelial cell의 기능이상을 일으

킬 수 있으며  수축, 염증반응, 생성 등이 

나타나며 죽상경화증의 기 단계에 요하게 작

용한다.

eNOS(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는 

내피 NO 합성효소이다. eNOS 유 자 발 양을 통해 

NO 생성량을 유추할 수 있다. KLF-2(Krüppel-like 

Factor-2)는 지방세포분화억제 단백질이다. Statin 

계열의 약물이 KLF-2를 조 하여 이상지질 증에 

한 치료작용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투과

성과 계한 ICAM-1, VCAM-1을 통해 약물이 나

타내는 이상지질 증에 한 효과를 유추할 수 있

으며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여 加味桃紅四

物湯(GDT)의 세포내 이상지질 증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

HUVEC cell의 RNA를 추출하여 reverse transcription

을 통해 cDNA를 합성하 다. 이후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통하여 유 자를 증폭시켜 기

동하여 UV촬 을 통해 각 유 자의발 양을 확

인하 다.

항이상지질 증 효능을 확인하기 해 HUVEC 

cell 내 eNOS 유 자 발 양을 측정하 으며 실험 

결과 정상군은 144.11±3.43%, 조군은 100.00±2.82%, 

加味桃紅四物湯의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 

98.44±5.86%, 123.77±5.15%, 127.98±4.60%로 측정되

어 加味桃紅四物湯이 10, 100(μg/ml) 농도에서 eNOS

유 자 발 양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Fig. 1).

HUVEC cell 내 KLF-2 유 자 발 양을 측정

하 으며 실험 결과 정상군은 173.61±2.71%, 조군

은 100.00±1.74%, 加味桃紅四物湯의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 101.66±1.67%, 154.88±3.42%, 166.31± 

2.63%로 측정되어 加味桃紅四物湯이 10, 100(μg/ml) 

농도에서 KLF-2 유 자 발 양을 유의성 있게 증

가시켰다(Fig. 2.).

HUVEC cell 내 ICAM-1 유 자 발 양을 측정

하 으며 실험 결과 정상군은 22.32±4.54%, 조군은 

100.00±2.63%, 加味桃紅四物湯의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 99.13±1.49%, 85.15±2.70%, 25.73±3.92%

로 측정되어 加味桃紅四物湯이 10, 100(μg/ml) 농

도에서 ICAM-1 유 자 발 양을 유의성 있게 감

소시켰다(Fig. 3).

HUVEC cell 내 VCAM-1 유 자 발 양을 측

정하 으며 실험 결과 정상군은 56.12±2.77%, 조군

은 100.00±2.32%, 加味桃紅四物湯의 1, 10, 100(μg/ml) 

농도에서 각 91.69±5.26%, 56.15±4.55%, 58.13±1.53%

로 측정되어 加味桃紅四物湯이 10, 100(μg/ml) 농도

에서 VCAM-1 유 자 발 양을 유의성 있게 감소

시켰다(Fig. 4).

실험을 통하여 加味桃紅四物湯이 HUVEC cell

에 하여 eNOS, KLF-2 유 자 발 양을 증가시

켰으며 ICAM-1, VCAM-1 유 자 발 양을 감소

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加味桃紅四物

湯이 의 경화를 억제하는 항이상지질 증 효

과가 있으리라 유추된다. 그러나 in vivo 실험이란 

한계 이 있으며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명확한 효

능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加味桃紅四物湯은 eNOS와 KLF2 유 자 발 양

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으며 ICAM-1과 VCAM-1 

유 자 발 양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이를 통

해 加味桃紅四物湯은 in vitro 실험에서 항이상지

질 증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향후 in vivo 

실험을 통해 생체 내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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