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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Natural extract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to replace single agent drugs that cause a variety of side 

effects. However, studies of changes to the formulation of natural extracts has not been nearly proceed. We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pharmacological stability of hyeonggaeyeongyotang gagambang (HYT) is altered by formulation 

changes for foaming tablet.

Methods : In this study, we performed freeze – drying of HYT, which is known to have antioxidant and anti – 
inflammatory properties, and then changed the formulation by foaming.

Results : As a result, the foaming reaction appeared normally when HYT foamed tablets were put into water, and 

almost all of the substances were dissolved in the aqueous solution. In addition, we confirmed using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that the geniposide used as an indicator material of HYT was stable in most of the formul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HYT formulation did not affect the antioxidant efficacy by the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ssay. Moreover, quantitative real-time PCR confirmed that the inhibitory 

effect of HYT on IL-1β mRNA expression induced by lipopolysaccharides treatment in murine macrophage RAW 264.7 

cells was similar in the solution of foaming tablet.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terials with various pharmacological effects can be stably maintained 

even when the formulation is changed by the foaming action of HYT. Our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basic knowledge on formulation changes using various natural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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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단일 물질로 구성되

어있는 약의 경우 임상 시험을 통해 증명한 약리 효능을 바탕

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대부

분은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대표적인 염증 질환 치료를 위

해 사용되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는 cyclooxygenase-1 (COX-1), COX-2의 선택

적 inhibitor로 작용하여 염증 반응의 신호 분자로 작용하게 

되는 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한다1). 하지만 이러한 작

용은 peptic ucler disease, acute kidney injury 등의 부작

용을 유발하게 된다2,3). 선택적인 inhibitor 혹은 activator로 

작용하는 대부분 약은 결국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천연 추출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천연 추출물들은 염증 반응의 완화, 비만 억제, 피부 보습 및 

암에 억제와 같이 여러 질환의 치료에 응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유아부터 어른까지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발포정은 NaHCO3를 주성분으로 하며 물과 만나게 될 경우 

물과 CO2로 분해된 뒤 최종적으로 물 밖으로 CO2가 빠져나가는 

작용이 나타난다. 알약 자체의 크기가 큰 약의 경우 삼키기 

힘들며, 특히 유아에게 적용하기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알약의 제형을 발포정으로 정제하기도 하며,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 또한 발포정으로 정제한다. 현재 발포정은 

비타민제에 적용되어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소화제, 

loratadine을 성분으로 하는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alendronic acid를 성분으로 하는 치료제에 적용

되어지고 있다. 복용해야 하는 양을 고체로 제형 변화를 줄 

경우 알약의 크기가 매우 커지거나, 수용액 상태로 마실 때 

약리 효능이 더 좋아지는 천연 추출물들은 발포정으로 제제를 

가공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천연 추출물을 

발포정으로 적용시키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荊芥連翹湯은 明代 龔廷賢의 《萬病回春》4)에 최초로 수록되

어 淸熱, 祛濕, 和血, 解毒 작용으로 風熱이 上發하여 頭上諸

症을 야기시킨 것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방제이며, 

lipopolysaccharides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시킨 RAW 

264.7 세포에 형개연교탕을 처리할 경우 interleukin 6 (IL-6),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 mRNA 발현이 억제되며,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1 

(COX-2)의 단백질 발현 또한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5). 

우리는 이전 연구를 통해 荊芥, 桔梗, 防風, 黃芩, 白茯苓, 

枳殼, 甘草, 川芎, 白芍藥, 梔子, 當歸로 구성된 荊芥連翹湯 

加減方이 항균 효능, 항산화 효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시킨 RAW 264.7 세포에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처리할 경우 NF-κB 활성 및 IL-1β mRNA 발현을 억제하는 

항염증 효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6). 이번 연구를 통해 荊芥連

翹湯 加減方을 동결건조 시킨 뒤 발포정으로 제제를 변화시킬 

경우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약리 효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함

으로써, 다양한 천연 추출물을 발포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알아보았다.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동결건조 시켜 분말을 

얻은 뒤, 분말을 이용해 발포정을 조제하였다. 荊芥連翹湯 加

減方, 증류수에 희석한 동결건조 용액, 그리고 증류수에 발포 

반응을 통해 녹인 발포정 용액을 이용해 각각 항산화 효능과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천연 추출물을 이용

한 발포정 제제의 조제에 중요한 연구 결과로 사용될 수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채움생 주식회사에서 실험에 사용된 荊芥, 桔梗, 防風, 黃芩, 

白茯苓, 枳殼, 甘草, 川芎, 白芍藥, 梔子, 當歸를 구매하였으며, 

진위와 품질의 우열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감정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을 위해서 geniposide (SIGMA, USA), 

acetonitrile (SIGMA, USA), ABTS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SIGMA, USA)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WELGENE, 

Korea),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USA), 100 U/㎖, 

Penicillin-Streptomycin (WELGENE, Korea),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Corning, USA), LPS (SIGMA, 

USA), Hybrid-R RNA purification kit (GeneAll, Korea), 

Qubit RNA Assay Kit (Molecular probes, USA),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RNase inhibitor 

(Enzynomics, Korea), eCube 2X Prime Q-master Mix 

(GENETBIO, Korea)가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vacuum evaporator (Kyungseo, Korea), freeze dryer 

(Cuddon, New Zealand), rotary tablet press machine 

(KeumSung, Korea), CO2 incubator (Thermo Fisher, 

USA), The Qubit 2.0 Fluorometer (Invitrogen, USA), 

AriaMx (Agilent, USA)가 사용되었다.

2. 방 법

1) 荊芥連翹湯 加減方 조제

환류 추출기에 960 g으로 각각 중량을 측정한 荊芥, 桔梗, 

防風, 黃芩, 白茯苓, 地殼, 甘草, 川芎, 白芍藥, 梔子, 當歸를 

넣고 증류수 40 ℓ와 함께 110℃에서 4 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한 액상을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4 시간동안 

농축하여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조제하였다.

2)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 변화

荊芥連翹湯 加減方 3,060 g을 freeze dryer로 동결건조를 

하여 건조한 분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때 얻어진 동결건조 

분말의 무게는 990 g, 수율은 32%였다. 동결건조 분말에 

table 2.에 기술한 재료들을 배합하여 발포정 분말 가루를 준

비한 뒤 rotary tablet press machine을 이용해 발포정을 조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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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Name Amount (g) Scientific Name

荊芥 960 Schizonepetae Herba

桔梗 960 Platycodi Radix

防風 960 Ledebouriellae Radix

黃芩 960 Scutellariae Radix

白茯苓 960 Poria cocos Wolf

地殼 960 Aurantii Frcutus

甘草 960 Glycyrrhizae radix

川芎 960 Cnidii Rhizoma

白芍藥 960 Paeomiae Radix Alba

梔子 960 Gardeniae Fructus

當歸 960 Angelicae gigantis Radix

Table 1. The composition of Hyeonggaeyeongyotang Gagambang.

Herbal Name Ratio (%) Amount (g)

HYT powder 11.91 500.0

Citric acid 42.88 1,801.1

Potassium Bicarbonate 22.30 936.6

Potassium carbonate 3.00 126.0

D-maltitol 12.00 504.0

Sucralose 0.12 5.0

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0.60 25.2

Acesulfame Potassium 0.20 8.4

Flavor Powder 2.00 84.0

Food dye 0.03 1.3

Food Starch Modified 0.20 8.4

Lactic acid bacteria 2.38 100.0

Bacillus 2.38 100.0

100.00 4200.0

Table 2. The composition of foaming tablet of
Hyeonggaeyeongyotang Gagambang

3) 荊芥連翹湯 加減方 발포정 용해도 측정

荊芥連翹湯 加減方 발포정 1 정을 증류수에 넣고 실온에서 

녹여 최종 부피를 50 ml로 맞추어 주었다. 완전히 용해가 완료

된 용액을 1000 g에서 5 분간 centrifuge 후 상층액을 제거

하였다. 이후 insoluble한 침전물을 50℃에서 overnight 건

조를 한 뒤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미리 측정한 발포정의 무게

에서 insoluble 침전물의 무게를 감해주어 발포정의 soluble 

fraction을 계산하였다.

4)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Agilent 1260 Infinity LC를 이용하여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별 geniposide 함유량을 측정하였다. 분리는 Agilent 

Eclipse Plus C18 column (3.5 μM, 4.6 × 150 ㎜)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이동상은 증류수 (A)와 acetonitrile (B)를 이용

하였으며, gradient elution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0% 

B로 0-1 분, 10%-50%로 1-25 분, 90% B로 25-35 분. 

Column 온도는 30℃로 유지하였으며, injection 부피는 10 ㎕ 

이고, flow rate는 0.8 ㎖/분이다. 240 ㎚의 UV 파장을 이

용해 geniposide 함량을 확인하였다.

5) 세포 배양

RAW 264.7 세포는 ATCC에서 구매한 뒤 10% (v/v) FBS와 

1% (v/v)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media를 

이용해 배양하였으며, CO2 incubator에서 37℃와 5% CO2 

환경을 유지해 주었다.

6) 항산화 효능 평가

항산화 효능은 ABTS assay를 이용해 확인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ABTS 7 mM, potassium persulfate 

2.4 mM을 1:1 부피 비로 혼합 후 2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용액을 96 well plate의 well에 80 ㎕를 넣고 

microplate reader로 650 ㎚ 흡광도를 측정하였을 때 0.7로 

측정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희석해주어 ABTS working 

solution을 제작하였다. ABTS working solution 80 ㎕와 

증류수 20 ㎕ 혹은 시료 20 ㎕를 96 well plate에 혼합한 후 

5 분간 반응시켜주었으며 반응 후의 650 ㎚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시료의 흡광도를 보정해주기 위해 시료 20 ㎕와 증류수 

80 ㎕를 혼합시켜준 뒤 650 ㎚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lank
Asam ple – Asam pleblank ×

7) quantitative real-time PCR

6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를 1.5 X 105 cells/well로 

분주 후 24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을 0.5 ㎎/㎖ 농도로 세포에 3 시간동안 처리 

후 LPS를 1 ㎍/㎖ 농도로 배양액에 추가한 뒤 6 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RAW 264.7 세포의 배양액을 제거한 후 eCube 

Tissue RNA Mini Kit를 이용해 RNA를 추출한 뒤 The 

Qubit 2.0 Fluorometer를 이용해 정량하였다. Random 

hexamer (100 pmol/㎕) 1 ㎕, dNTP mix (10 mM) 1 ㎕에 

RNA (500 ng) 8 ㎕를 넣고 65℃ water bath에서 5 분간 반

응시킨 후, RNase inhibitor 1 ㎕, M-MLV RT reaction 

buffer 4 ㎕, M-MLV reverse transcriptase 1 ㎕, DEPC- 

treated water 4 ㎕를 추가하고 50℃ water bath에서 1 시간

동안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1/5로 희석한 뒤 

cDNA 5 ㎕와 2X Prime Q-mater Mix 10㎕, 증류수 2 ㎕, 

forward primer (10 pmol/㎕) 1.5 ㎕, reverse primer 1.5 ㎕

를 섞고, AriaMx를 이용해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rimer의 염기 서

열은 다음과 같다: IL-1β, 5'-AGG TCA AAG GTT TGG 

AAG CA-3', 5'-TGA AGC AGC TAT GGC AAC 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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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actin, 5'-ATCA CCC ACA CTG TGC CCA TCT ACG', 

5'-CAG CGG AAC CGC TCA TTG CCA ATG-3'.

8)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의 유의성을 student's t-test로 계

산해서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Ⅲ. 결   과

1. 荊芥連翹湯 加減方 발포정의 용해도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이용해 조제한 발포정이 물에 쉽게 

용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류수 50 ml에 荊芥連翹湯 加

減方 발포정 1 정을 용해했다. 증류수와 발포정을 혼합하자마자 

발포 작용이 나타났으며, 荊芥連翹湯 加減方 발포정이 98% 

이상으로 수용액에 효과적으로 용해되었다. 이를 통해 荊芥連

翹湯 加減方이 발포정으로 제형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Foaming reaction of foaming tablet of Hyeonggaeyeongyotang
Gagambang (HYT). (A) Representative image of foaming reaction.
(B) Fractions of soluble or insoluble weights via total weights of 
foaming tablet.

2.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 변화에 따른 

geniposide 농도 변화

Geniposide는 항염증 효능과 같은 다양한 약리효능이 있

음이 알려져 있다7).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geniposide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荊芥連

翹湯 加減方과 동결건조 후 얻은 가루를 증류수로 다시 희석한 

동결건조 용액, 그리고 증류수에 녹인 발포정 용액을 동일한 

농도로 희석 후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를 진행하였다.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농도는 동결건

조를 통해 확인한 수율을 이용해 계산하였으며, 발포정 용액의 

농도는 발포정에 포함된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동결건조 분말의 

함유량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荊芥連翹湯 加減方에 

함유되어있는 geniposide의 농도 기준으로 동결건조 후에는 

약 85.1%, 발포정 조제 후에는 약 77.0% 정도로 geniposide의 

농도가 유지되었다.

Fig 2. Geniposide concentrations of HYT, lyophilized solution, 
and foaming tablet solution. (A) HPLC choromatograms at 240 
nm. Arrow is represent geniposide peak. (B) Calibration curve of 
geniposide. (C) Ratio of geniposide content in HYT, lyophilized 
solution, and foaming tablet solution. geniposide concentrations 
were calculated using geniposide peak areas of HPLC via 
calibration curve. Lyophil., lyophilized. F. tablet, foaming tablet.

3. 제형 변화에 따른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항산화 

효능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이 보유하고 

있는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ABTS assay를 진행하

였으며 항산화 효능에 대해 잘 알려진 resveratrol을 양성 대

조군으로 사용하였다8). Resveratrol은 농도의존적으로 ABTS 

radical을 소거하였으며,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 또한 농도의존적으로 ABTS radical을 소거하였다. 

특히 1 ㎎/㎖ 농도에서 荊芥連翹湯 加減方은 73.9%, 동결건조 

용액은 70.1%, 발포정 용액은 61.8%로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이 변화하여도 항산화 효능이 잘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3. Antioxidant effects of resveratrol, HYT, lyophilized solution, 
and foaming tablet soluti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confirmed using ABTS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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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형 변화에 따른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IL-1β 

mRNA 발현 조절 효능

이전 연구를 통해 우리는 荊芥連翹湯 加減方이 IL-1β 

mRNA 발현량을 조절함을 확인하였다5).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을 변화시켜도 geniposide의 농도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

었으며, 항산화 효능 또한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기 때문에 RAW 264.7 세포의 IL-1β 발현 조절 효능 또한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이 변화되어도 유지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를 통해 RAW 264.7 세포에 적정 처리 

농도임을 확인한 0.5 ㎎/㎖의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을 3 시간 처리한 RAW 264.7 세포에 LPS를 

6 시간 처리한 뒤 qRT-PCR을 진행하여 IL-1β mRNA 발현

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LPS 처리에 의해 촉진되어지는 

IL-1β의 mRNA 발현량이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 처리에 의해 억제되었으며, LPS만 처리한 그룹과 

비교하여 荊芥連翹湯 加減方은 50.2%, 동결건조 용액은 50.0%, 

발포정 용액은 52.8%로 RAW 264.7 세포의 IL-1β mRNA 

발현량이 유사하게 억제되었다.

Fig 4. Regulation of IL-1β mRNA expression by treatments of 
0.5 ㎎/㎖ HYT, lyophilized solution, and foaming tablet solution 
in RAW 264.7 cells. Lyophil., lyophilized. F. tablet, foaming tablet. 
*p < 0.05, **p < 0.01 versus LPS group.

Ⅳ. 고   찰 

荊芥連翹湯 加減方 구성 약물 중 荊芥, 防風은 散風熱하여 

消腫하고, 當歸, 川芎은 和血行血하여 諸經의 血凝氣聚를 散

하며, 白芍藥은 除風止痛하고, 白茯苓은 利水滲濕하며, 黃芩, 

梔子는 小陽火를 瀉하고, 桔梗, 枳殼은 胸膈을 利하게 하고 

快氣宣通하며, 甘草는 諸藥을 和하고 急迫을 緩和하는 역할을 

한다9).

이번 연구를 통해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발포정으로 제형 

변화를 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HPLC를 통해 geniposide 

함유량이 제형 변화 후에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항산화 효능 및 LPS가 처

리된 RAW 264.7 세포의 IL-1β mRNA 발현량 억제 효능 또

한 제형 변화 후에도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약리 효능을 가지는 다양한 천연 추출물들은 구강 투여를 

하는 일반적인 약의 제형 형태인 알약과 다르게 대부분 액체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소지의 불편함, 저장을 위한 공간 활

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발포정은 알약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섭취 전 물에 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천연 추

출물에 적용하기 매우 적합한 제형 형태이다. 이번 연구에서 

항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荊芥連翹湯 加減

方을 발포정으로 조제해보았고 그 결과 荊芥連翹湯 加減方 발

포정은 물에 쉽게 용해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약리 효능도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荊芥連翹湯 

加減方 뿐 아니라 다양한 천연 추출물에도 발포정으로 제형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약리 효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적용되는 많은 종류의 추출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촉진하는 신호 

물질로 작용하여 염증성 질환을 유도한다10).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은 동물 뿐 아니라 산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진

행하는 식물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난다11). 식물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추출물에는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포함

되어 있어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

에서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발포정으로 제형의 변화를 준 것은 

항산화 효능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식물 추출물에 발포정으로의 제형 변화를 유도하여도 항산화 

효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荊芥連

翹湯 加減方은 염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발포정 제형 변화가 약리 효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고 그 결과 살아있는 동물 세포인 RAW 264.7에 제형 변

화를 준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처리하여도 잘 알려진 염증 억제 

효능이 유사하게 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Geniposide는 치자나무의 지표 물질로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의 NF-κB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inflammatory 

cytokine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다7,12). 

Geniposide는 특히 water soluble 물질이기 때문에 섭취를 

위한 일반적인 추출법인 열수 추출 방법에서 쉽게 추출될 수 

있다13).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 변화에 따른 성분들의 안

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물질로 geniposide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제형 변화에 따라 geniposide 농도의 대부분은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다. Geniposide를 제외하고 荊芥連翹湯 加減

方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제형 변화에 의해 나타나

는 변화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항산화 효능 및 세포 

처리를 통해 확인한 IL-1β mRNA 발현 억제 효능이 제형 변

화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재현되었기 때문에 geniposide 외 

다른 다양한 약리 물질들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가진다.

다양한 천연 추출물은 각각만의 지표물질들이 포함되어 있

으며, 단일 물질 뿐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이 같이 세포에 작

용하여 여러 약리 효능들을 나타낸다. 천연 추출물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발포정으로 제제 변화를 주었을 때 荊芥連翹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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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減方에 함유된 geniposide와 같이 물질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발포정으로 제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천연 추출물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천연 추출물의 제제 변화 

및 상품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荊芥連翹湯 加減方을 발포정으로 제형을 변화

시켰으며, 만들어진 시료를 이용해 geniposide의 농도 변화, 

항산화 효능, RAW 264.7 세포의 IL-1β mRNA 발현량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荊芥連翹湯 加減方의 제형을 변화시켜도 geniposide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HPLC를 통해 확인하였다.

2. ABTS assay를 통해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 모두 유사한 항산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3. RAW 264.7 세포에 0.5 ㎎/㎖ 농도의 荊芥連翹湯 加減方, 

동결건조 용액, 발포정 용액을 처리한 경우 LPS에 의해 

촉진되는 IL-1β의 mRNA 발현량을 감소시켰으며, 이

러한 효과는 모든 제형에서 유사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다양한 종류의 천연 추출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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