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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wagae-san extract(HGSE) on the peritoneal macrophage.

Methods : To evaluat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GSE, We measured 

cytokines(interleukin-6; IL-6, interleukin-12; IL-12,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nd nitric 

oxide(NO) production in lipopolysaccharide(LPS)-induced macrophages. Furthermore, We 

examined molecular mechanism using western blot and also LPS-induced endotoxin shock. 

Results : 

1. HGSE did not have any cytotoxic effect in the peritoneal macrophages.

2. HGSE reduced LPS-induced IL-6, TNF-α, IL-12 and NO production in periton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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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hages.

3. HGSE inhibited the activation of extracelluar signal-regulated kinase(ERK), C-Jun 

NH2-terminal kinase(JNK) but not of p38, degradation of IkB-α in the 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s.

4. HGSE inhibited the production of TNF-α, IL-6 and IL-12 in serum after LPS injection.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HGSE may inhibit the production of TNF-α, IL-6, 

and IL-12 through inhibition of ERK and JNK activation, and that HGSE may be beneficial 

for inflammatory diseases.

 Key word : Hwagae-san, Anti-Inflammatory Effect, Oriental medicine

Ⅰ. 서  론

 

기침은 흡연, 먼지, 증기  이물 등의 외인성 

물질이나 상기도 분비물, 내용물 등의 내인성 

물질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 이러한 자극물질은 

흡입이나 흡인에 의하여 기 -기 지로 들어온 다

음 상기도 혹은 하기도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작용

한다. 한 이러한 자극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기도 염증을 래할 수도 있으며, 기도 염증 자체

가 기침을 유발하기도하고 기도가 다른 자극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 

기도의 염증, 착, 침윤 혹은 압박을 래하는 

기도질환은 기침과 연 될 수 있다. 흔히 바이러

스 혹은 세균성 기 지염으로부터 기 지확장증에 

이르기까지 기도 염증은 흔히 기도 감염에 기인하

여 발생한다
1)

.

華蓋散은 宋代 陳의 『太平惠民和劑局方』
2)
에 

“治肺感寒邪咳嗽”라고 처음 收 되었고 후  의서

에서는 “治肺感寒邪 咳嗽聲重”
3-5)

이라 하여 寒嗽
3-17)

에 응용하 다.

華蓋散에 한 실험  연구로 김18)은 기 지 평

활근 확장효과에 해 보고한 바 있으나, 염증

성 세포활성 물질과 NO의 생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었다.

LPS는 인체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내독소

(endotoxin)로서19) 종양괴사인자(TNF-α), IL-1β, 

-6, -12 등과 같은 염증성 세포활성 물질

(pro-inflammatory cytokine)  NO를 유리시켜 

염증반응을 일으킨다20). 이 세포활성 물질들은 면

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세균의 침입을 효과 으로 

방어하도록 도와주나, 과량 생산되면 정상조직까

지 괴시켜 쇼크를 야기하기도 한다21).

이에 자는 華蓋散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검증하기 해 LPS로 유도된 식세포에서 NO, 

pro-inflammatory cytokine(TNF-α, IL-6, IL-12)

의 발 과 작용기 을 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

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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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  물 

C57BL/6 6주령 암컷 마우스를 (주)오리엔트바

이오(S.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약  재 

본 실험에 사용한 華蓋散은《東醫寶鑑》10)에 기

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 고, 원 학교 한의과

학 익산한방병원에서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

으며, 1첩의 내용과 분량은 아래와 같다(Table 1).

Herbal name Amount(g)

Ephedra Herba (麻黃) 8

Hoelen (赤茯苓) 4

Perillae Semen ( 子) 4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陳皮) 4

Mori Cortex Radicis (桑白皮) 4

Armeniacae Semen (杏仁) 4

Glycyrrhizae Radix (甘草) 2

Zingiberis Rhizoma Crudus (生薑) 4

Zizyphi Fructus (大棗) 4

Total amount 38

Table 1. The Prescription of Hwagae-san(HGS)

3. 시약  기기

Fetal bovine serum(FBS), RPMI 1640, 

penicillin-streptomycin 등의 세포 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사에서, 배양

조는 Corning(Rochester, MN, USA)사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HEPES, sodium 

dodesyl sulfate(SDS), acrylamide, bisacrylamide, 

LPS(Serotype : 055: B5), Tris-HCl 등은 Sigma 

(St. Louis, MI, USA)사에서 구입하 으며, 실험

에 사용된 항체인 anti-phospho-ERK1/2 Ab, anti 

-phospho-p38 Ab, anti-IKB-α Ab, anti-phospho 

-JNK Ab, anti-p38 Ab, anti-ERK 1/2 Ab, 

anti-JNK Ab는 Cell Signaling(Denvers, CO, 

USA)사에서 구입하 다. 한 anti-mouse IL-6 

Ab, anti-mouse TNF-α Ab, anti-mouse IL-12 Ab, 

재조합 IL-6, TNF-α, IL-12는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 으

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용 등 이상

으로 사용하 다.

 4. 시료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華蓋散 추출물 100 g을 1 

ℓ의 3차 증류수로 2시간 30분동안 탕하여 거즈

로 여과한 다음 -70℃(Deep Freezer)에서 12시간 

이상 동결시키고, freezing dryer로 동결 건조시켜

서 3.25 g의 분말을 얻었다. 얻어진 분말을 농도별

로 생리식염수에 녹여 filter(0.2 μm syringe filter)

로 여과해서 사용하 다.

 5. Peritoneal macrophage의 배양

실험 3일 에 실험 마우스에 염증 물질

(thioglicollate 2.5 ㎖)을 복강 내에 주입하고 실험

당일 cervical dislocation으로 희생시킨 후 RPMI 

1640 + 10% FBS medium 7 ㎖를 복강 내에 주입

하여 1분간 마우스 복강을 마사지한 뒤 복강액을 

뽑아낸다. 유출된 복강세포는 4℃,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10% FBS에 1% penicillin이 

보충된 RPMI 1640에 탁한 후 cell을 counting해

서 1×106 cells/ml로 6 cm dish나 plate에 seeding

하고 5% CO2 37oC가 유지되는 incubator에서 3시

간 배양하 고 suspension 세포를 버린 후에 부착

한 세포를 식세포로 간주하여 실험하 다.

 6. MTT 분석

실험방법은 Kostova
22)

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다. 식세포의 생존율은 집세포의 미토콘드리

아 탈수소 효소에 의해 자주빛 formazan 생성물로 

변하는 MTT환원을 바탕으로 MTT분석법으로 측

정하 다. 지수성장을 하는 세포들은 RPMI 1640

배지에서 1 x 10
6 

cells/ml의 도로 탁하 고, 

여러 가지 농도로 HGSE로 처리하 다. 24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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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배양한 후 1 mg/ml의 농도로 배양하기 하여 

MTT용액을 첨가하고 다시 2시간 동안 배양하

다.

MTT-formazan 생성물은 동일한 용량의 용해 

완충액(50% n,n-dimethylformamide을 포함하는 

20% SDS 용액, pH 4.7)을 첨가하여 용해한 다음 

20~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formazan의 양은 570 

nm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 다.

7. NO 농도의 측정 

실험방법은 Lee23)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다. 

NO의 기질인 L-알기닌은 L-시트룰린과 NO로 변

하는데 이는 빠르게 안정된 이산화질소, 아질산염, 

질산염으로 변한다. 그리스 시약(Griess reagent : 

0.5%의 설 닐아미드, 2.5%의 인산  0.5%의 나

틸에틸 아민)은 아질산염과 화학 반응하여 보

라색의 아조염을 형성하고 이것은 NO의 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조염의 농도로부터 아질산염의 

농도를 측정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즉 100 ㎕의 그리스 시약을 상기 조군과 실험

군의 샘  1~6의 각각에 100 ㎕씩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37℃에서 10분간 배양하 다. 그 샘 의 

빛의 흡수는 spectrophotometer(MD, U.S.A)로 540 

nm에서 측정하 다. NO의 농도는 아질산염의 표

커 로부터 계산하 다.

 8. Cytokine의 측정

실험방법은 Huh24)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다. 

TNF-α, IL-6, IL-1β, IL-12에 특이한 마우스의 

monoclonal 항체로 코 된 96-well plate를 0.05% 

Tween 20이 포함된 PBS로 washing하고 재조합된 

TNF-α, IL-6, IL-1β, IL-12를 희석하여 standard

로 사용한다. 희석액은 10 ng/ml로 시작하여 

standard curve를 그리게 한다. 37℃에서 2시간동

안 배양한 후 well을 다시 세척하고 각각에 

biotinylated anti rat TNF-α, IL-6, IL-1β, IL-12 

0.2 g/ml를 넣는다. well을 세척한 후 avidin- 

peroxidase를 넣고 37℃에서 20분간 배양한다. 다

시 well을 세척하고 ABTS substrate를 넣는다. 자

동 microplate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05 nm

로 분석한다.

 

 9. RT-PCR(Reverse Transcription-PCR)

실험방법은 Chen25)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다. 

Total RNA는 Tri-zol(Invitrogen, Carlsbad, CA, 

USA) 시약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먼  배양한 

세포에 華蓋散 추출물을  처리한 뒤 LPS로 자

극한 후 24시간 배양한 세포를 PBS로 2회 씻은 

다음 PBS 1 ml 씩 가해 세포를 포집한 후 원심분

리를 하여 상층부의 PBS는 버리고 바닥에 남은 

세포에 Tri-zol 용액을 1 ml를 넣어서 세포를 용

해시킨 후 100 ml의 chloroform 용액을 가하고 두

세 번 잘 섞어  뒤 1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한다. 그 후 2-propanol과 

1:1로 섞은 뒤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은 버리고 남은 침 물을 80% ethanol

로 2회 씻고 침 물을 건조시켰다. 그리고 침 물

을 DEPC 처리한 증류수를 15 ml씩 넣어 RNA를 

용해시키고 정량한다.

Tri-zol로 추출한 RNA는 MML-V reverse 

transcriptase의 protocol을 사용하여 cDNA로 합성

하 다. 간단히 기술하자면 역 사 반응을 하여 

total RNA(1 μg) 에 0.5 mg of oligo-(dT)을 넣고 

70˚C 에서 10분간 변성시켰다. 그 후에 1X single 

strand buffer, 0.5 mM DTT, 500 mM dNTPs, 

200 Unit MMLV reverse transcriptase 을 첨가하

고 42˚C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에 PCR은 각각의 tube에 1 μl cDNA, 1x 

PCR buffer, 1 μM MgCl2, 200 μM dNTPs, 0.2 μ

M의 primer를 넣고 PCR 조건인 92˚C에서 30 , 

58˚C에서 45 , 그 후에 72˚C에서 30 간 동안 

30cycle 반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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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반응이 끝난 후 1x 샘 링 buffer를 섞은 

뒤 1.5% agarose gel에 10 ml을 넣고 기 동 한 

후 자외선을 이용하여 반응을 확인하 다.

사용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inos(306bp)

5'-TGG GAA TGG AGA CTG TCC CAG-3' 

(forward)

5'-GGG ATC TGA ATG TGA TGT TTG-3' 

(reverse)

tnf-a(276bp)

5'-ATG AGC ACA GAA AGC ATG ATC-3' 

(forward)

5'-TAC AGG CTT GTC ACT CGA ATT-3' 

(reverse)

il-6(463bp)

5'-CAT CCA GTT GCC TTC TTG GGA-3' 

(forward)

5'-CAT TGG GAA ATT GGG GTA GGA AG-3' 

(reverse)

il-12(110bp)

5'-AGG CGA GAC TCT GAG CCA C-3' 

(foward)

5'-CTT CAC ACT TCA GGA AAG TCT-3' 

(reverse)

β-actin(514bp)

5'-TGT GAT GGT GGG AAT GGG TCA G-3' 

(forward)

5'-TTT GAT GTC ACG CAC GAT TTC C-3' 

(reverse)

10. Western blot analysis

실험방법은 Lee23)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다. 

복강에서 추출한 마우스 식세포를 60 mm 

culture dish에 1×106 cells/ml로 세포를 배양하고, 

serum free media(RPMI1640)로 12시간 starvation

시킨 다음, 華蓋散 추출물(500 mg/ml)으로  처

리하고, 30분 후 LPS(500 ng/ml)로 자극한 다음, 

cold PBS로 3회 세척하 다. 시간별(0, 15, 30, 60 

min)로 cell을 얻은 후 원심분리(5,000 rpm, 5min) 

하여 그 상층액을 버리고 cell pellet를 수거하 다. 

Lysis buffer(lysis buffer 1 ml + phosphotase 

inhibitor 10 μl + protase inhibitor 10 μl)를 넣어 

단백질을 lysis시키고, 원심분리(15,000 rpm, 

20min)하여 꺼기를 침 시키고 단백질을 정량하

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에 sampling buffer(4X)

를 같이 넣어 섞은 다음, 95℃에서 5분간 끓인 후 

그 sample을 10% SDS-PAGE에 기 동한 후 

membrane에 옮기고 5% skim milk로 2시간 

blocking하 다. ERK, p38, JNK의 인산화와 IKB-

α를 ECL detection 용액(Amersham, UK)으로 확

인하 다.

 11. LPS 유도성 쇼크 

실험방법은 Kawai26)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다. Endotoxin shock은 C57/BL6 mice(암컷, 7-8 

주령) 마우스에 LPS(from E. coli serotype 

O55:B5, 50 mg/kg)를 복강주사 하여 유발하 다. 

먼  마우스를 10마리씩 3개의 그룹으로 나 고 

첫 번째 그룹은 생리식염수, 두 번째 그룹은 

LPS(50 mg/kg)을 복강 주입한 집단, 세 번째 그

룹은 華蓋散 추출물(50 mg/kg, 500 mg/kg)을 매

일 5일간 경구투여하고 LPS(50 mg/kg)를 주사하

여 마우스의 생존율을 12시간 단 로 84시간동안 

찰하 다.

 12. In vivo 실험모델

華蓋散 추출물을 한 그룹에 6마리씩 마리당 50 

mg/kg과 500 mg/kg 두 가지 농도를 5일간 경구투

여 한 뒤 LPS(50 mg/kg)를 복강주사 하 다. 그 

후 3시간 후에 마우스를 마취하여 심장에서 액

을 1 ml 주사기로 채 한 후 2,000 rpm으로 4℃에

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serum만 분리하

다. 이 분리한 serum을 ELISA법으로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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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6, IL-12를 정량하 다. 

13. 통계처리

실험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하 고,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유의한 것

으로 정하 다.

Ⅲ. 결  과

1. 華蓋散 추출물이 식세포의 독성에 미치

는 향

華蓋散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마우스의 식세포에 華蓋散 추출물 추출물 0.1, 

0.5  1.0 mg/ml를 처리하고, 24시간 후에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 97.3 ± 4.2, 98.5 ± 3.3 

 96.5 ± 4.6%로 식세포에 한 세포독성이 없

었다(Fig. 1).

Fig. 1. The effect of HGSE on cytotoxity in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were incubated for 24 hr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GSE at indicated dos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show the 
means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and error 
bars show standard deviation.

2. 華蓋散 추출물이 NO 생성에 미치는 향

華蓋散 추출물이 NO 생성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기 하여 식세포에 LPS로 자극한 후 NO 

생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華蓋散 추출물

(0.1, 0.5  1 mg/ml)로 30분간 처리하고, 

LPS(500 ng/ml)로 자극하고서 24시간 후에 세포 

상층액에서 NO의 생성을 측정한 결과, 조군은 

45.016±1.756 μM 이었으나, 실험군에서의 NO의 

생성은 각각 22.519±0.519, 21.97±0.536  

13.806±0.449 μM로 유의하게 감소(P<0.05)하 으

며, NO생성을 유도하는 iNOS mRNA 역시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Fig. 2).

Fig. 2. Inhibition of LPS-induced NO production 
by HGSE.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xtract of HGSE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in the presence of LPS(500 ng/ml) for 24 
hrs. NO production and the level of iNOS mRNA was 
measured by the method of Griess and RT-PCR 
respectively.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p<0.05 vs LPS).

3. 華蓋散 추출물이 종양괴사인자(TNF-α) 발

에 미치는 향

華蓋散 추출물이 식세포에서 LPS로 유도되는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華蓋

散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0.1, 0.5  1 mg/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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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처리한 후 LPS(500 ng/ml)로 자극하 다. 

24시간 후에 세포 상층액을 ELISA 방법으로 측정

한 결과, 조군은 1.111±0.471 ng/ml 이었으나, 실

험군에서의 TNF-α의 생성은 각각 0.961±0.103, 

0.536± 0.071  0.254±0.031 ng/ml로 0.5, 1mg/ml 

처리군에서 유의한 감소(P<0.05)를 보 으며, TNF-

α의 mRNA는 그림과 같이 억제되었다(Fig. 3).

Fig. 3. The effect of HGSE on the production of 
TNF-a in peritoneal macrophages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30 min, and then incubated 
with LPS(500 ng/ml) for 24 hrs. TNF-a production 
and the level of TNF mRNA were measured by 
ELISA and RT-PCR respectively. Detail experimenta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p<0.05 vs 
LPS).

4. 華蓋散 추출물이 IL-6 발 에 미치는 향

華蓋散 추출물이 식세포에서 LPS로 유도되는 

cytokine들의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IL-6의 생성을 조사하 다.

華蓋散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0.1, 0.5  1 

mg/ml)로 30분간 처리한 후 LPS(500 ng/ml)로 

자극하 다. 

24시간 후에 세포 상층액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조군은  17.616±0.583 ng/ml 이었

으나, 실험군에서의 IL-6의 생성은 각각 

15.195±0.948,  10.758±0.102  6.676±0.256 ng/ml로 

나타났다.

따라서 華蓋散 추출물은 LPS에 의한 IL-6 생성

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 하 고 한 그림과 같

이 IL-6 mRNA 역시 같은 결과를 얻었다(Fig. 4).

Fig. 4. The effect of HGSE on the production of 
IL-6 in peritoneal macrophages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xtract of HGSE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30 min, and then 
incubated with LPS(500 ng/ml) for 24 hrs. IL-6 
production and the level of IL-6 mRNA were measured 
by ELISA and RT-PCR respectively. Detail 
experimenta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p<0.05 vs LPS).

5. 華蓋散 추출물이 IL-12 발 에 미치는 향

華蓋散 추출물이 식세포에서 LPS로 유도되는 

cytokine들의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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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IL-12의 생성을 조사하 다. 華蓋散 추출물

을 다양한 농도(0.1, 0.5  1 mg/ml)로 30분간 

처리한 후 LPS(500 ng/ml)로 자극하 다. 24시간 

후에 세포 상층액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한 결

과, 조군에서는 3.923±0.34 ng/ml 이었으나, 실험

군에서는 각각 3.934±0.183, 0.404±0.044  

0.094±0.015 ng/ml로 나타났고, IL-12 mRNA는 그

림과 같이 0.5와 1 mg/ml 농도에서 억제하 고 

0.1 mg/ml에서는 약간 증가하 다(Fig. 5).

Fig. 5. The effect of HGSE on the production of 
IL-12 in peritoneal macrophages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xtract of HGSE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30 min, and then 
incubated with LPS(500 ng/ml) for 24 hrs. IL-12 
production and the level of IL-12 mRNA was 
measured by ELISA and RT-PCR respectively. Detail 
experimenta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p<0.05 vs LPS).

6. 華蓋散 추출물이 MAPK와 NF-κB 활성에 

미치는 향

LPS는 MAPK(ERK1/2, p38, JNK)  NF-kB

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각종 염증성 세포활성물질

들을 분비한다. NF-kB는 자극이 없는 상태에는 

세포질에서 IkB-α와 결합되어 존재한다. 하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호가 존재하면 먼  IkB-α

가 분해되고 NF-kB는 핵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세

포활성물질을 생산하게 된다. 

華蓋散 추출물 500 mg/ml로 30분간 처리하

고, LPS(500 ng/ml)로 자극하 다. 그 후 시간별

(0, 15, 30, 60 min)로 western으로 분해정도를 조

사하 다. 그 결과, 華蓋散 추출물이 LPS에 의한 

IκB-α의 분해  p38의 인산화를 억제하지 못하

다. 하지만 ERK와 JNK의 인산화는 억제하

다(Fig. 6). 

Fig. 6. Effects of HGSE on the expression of Iκ
B-a degradation but not MAP kinase 
activation.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30min, and then incubated 
with LPS(500 ng/ml) for indicated time.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7. 華蓋散 추출물이 LPS induced endotoxin 

shock에서 마우스 생존율에 미치는 향

華蓋散 추출물이 LPS induced endotoxin shock

에서 마우스 생존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조

사하 다.

華蓋散 추출물을 마우스 한 그룹에 10마리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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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당 50 mg/kg과 500 mg/kg 두 가지 농도로 5일 

동안 매일 경구투여 한 뒤, 5일째 경구투여 직후 

3시간 뒤에 LPS(50 mg/kg)를 복강주사 하 다. 

그 후 12시간 단 로 84시간 동안 마우스의 생존

율을 조사하 다. LPS만 복강주사한 그룹에서는 

주입 후 60시간까지 모든 개체가 죽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華蓋散 추출물을 50 mg/kg 경구 투

여한 그룹에서는 60시간째에 50% 생존율을 나타

내었고, 500 mg/kg 경구 투여한 그룹에서는 72시

간째는 50%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84시간째는 

20%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Fig. 7).

Fig. 7. Effects of HGSE on the LPS induced Endotoxin shock.

HGSE was orally given to the mice(n=10 per group) at 50 mg/kg and 500 mg/kg for 5 days and were injected i.p. 
with 50 mg/kg of LPS. Survival was monitored for 84 hr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wo additional independent 
experiments.

8. 華蓋散 추출물이 청내 IL-6, IL-12, TNF-

α 발 에 미치는 향

華蓋散 추출물을 6마리씩 마리당 50  500 

mg/kg 두 가지 농도를 이용하여 5일 동안 매일 

경구투여 후 LPS(50 mg/kg)를 복강주사 한 뒤 

염증성 세포활성물질의 생성을 청에서 조사하

다. 

IL-6의 생산량은 정상군에서 0.057±0.032 ng/ml, 

LPS만 경구투여한 그룹에서 17.502±1.367 ng/ml로 

정상군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 으며, 華蓋散 추출

물을 50  500 mg/kg 투여군은 각각 17.728±1.534 

 11.17±0.92 ng/ml로 고농도에서 억제를 보 다. 

IL-12의 생산량은 정상군에서 0.848±0.163 

ng/ml, LPS만 경구투여한 그룹에서 21.538±1.225 

ng/ml로 정상군에 비해 생성량이 증가 으며, 華

蓋散 추출물을 50  500 mg/kg 투여군은 각각 

22.065±0.995   2.836±1.395 ng/ml로 고농도에서 

억제를 보 다. 

TNF-α의 생산량은 정상군에서 0.273±0.185 

ng/ml, LPS만 경구투여한 그룹에서 2.936±0.294 

ng/ml로 정상군에 비해 생산이 증가 으며, 華蓋

散 추출물을 50  500 mg/kg 투여군은 각각 

2.728±0.367  1.396±0.241 ng/ml로 고농도에서 억

제를 보 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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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HGSE on LPS-induced IL-6, IL-12 and TNF-a production in serum. 

HGSE was orally given to the mice(n=6 per group) at 0.05 g/kg and 0.5 g/kg for 5 days. The serum samples were 
taken from the mice at 0 and 3 hrs after challenge with LPS. The amount of TNF-a, IL-6 and IL-12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 ± SEM of two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p<0.05 vs LPS)

Ⅳ. 고  찰

해수는 일종의 보호성 반사동작으로서 기도내

의 분비물을 체외로 배제시키려는 본능  형태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병리  의의를 가진 기도질환

의 상견증상이기도 하다. 해수는 호흡 추가 자극

을 받아 일어나는 것으로서, 어떤 자극들은 호흡

기 이 아닌 곳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부분은 

호흡기 의 막으로부터 오며 미주신경과 설인신

경이 이들 자극을 달해주는 작용을 한다. 반사

으로 해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기도 막이나 

폐조직이 염증·부종·이물질 는 과다한 분비물에 

의한 자극과 압박을 받거나 흉막이 받는 자극 등

을 들 수 있다27).

염증은 손상에 한 살아있는 조직의 반응으로 

생체 조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 이 손상을 국소화시키고 손상된 부 를 정상상

태로 되돌리려는 생체의 방어기 이다. 염증에는 

무수히 많은 매개 물질이 계하는데 그  활성

화된 림 구  식세포 등에서 분비되는 사이토

카인으로 IL-1, TNF-α, TNF-β 그리고 IL-8 등이 

있다. IL-1과 TNF는 그들의 작용이 비슷한데 

IL-1은 활성화된 식세포 등 여러 세포에서 합성

되며 TNF-α는 활성 식세포에서 TNF-β는 활성 

T 세포에서 각기 만들어진다. 만성염증의 조직학

 징표는 단핵구, 식구, 림 구의 증가, 형질세

포의 침윤과 섬유모세포와 소 의 증식  결합

조직의 증가이다. 식세포의 침윤은 만성염증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28)

.

염증의 국소 인 증상은 다음 3  주요 조직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첫째, 류 증가를 가져오

는  직경의 변화 둘째, 순환계로부터 백 구

와 장의 유출을 유발하는 미세 의 구조 인 

변화 셋째, 미세 순환으로부터 백 구의 이동과 

축  등이다
29)

.

내독소인 LPS는 그람음성균에 존재하는 외막을 

형성하는 거 한 분자이다
23)

.
 
세균의 지질은 구조

으로 포유류 세포의 지질과 다르기 때문에 단핵

구는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LPS는 특정 LPS 결

합단백질(LBP)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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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한다. LPS/LBP 복합체에 한 단핵구의 수

용체는 CD14라 불리는 표면 단백질이다. 

LPS/LBP 복합체에 의한 CD14의 작용은 아직 확

인되지 않는 신호 수용체로 유된 CD14 분자들

의 연합으로 시작된다. 이는 계속해서 식균세포로 

하여  TNF-α, IL-1, IL-6, IL-10, IL-15 등의 사

이토카인을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

하도록한다. 활성화된 단핵구는  액내 단핵구 

 호 구 들을 국소 염증 부 로 불러 들이는 기

능을 하는 모카인을 분비한다
30)

.

華蓋散은 주로 寒嗽에 사용하고 主治症은 咳嗽, 

上氣, 胸隔煩滿, 鼻塞, 聲重, 脈緊, 無汗, 痰氣不利, 

肺氣壅熱, 喘, 不得睡臥
3-17)

 등이다.

華蓋散은 麻黃, 赤茯苓, 子, 陳皮, 桑白皮, 杏

仁, 甘草, 生薑, 大棗로 構成되어 있으며, 解表, 止

咳, 定喘하는 효능이 있다.

華蓋散 추출물의 연구로 김
18)

은 기 지 평활근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하여 내인성 

Histamine, Acetylcoline  5-Hydroxytryptamine 

유리에 의한 기 지 수축에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를 입증하 지만 華蓋散 추출물에 

한 염증성 활성물질(TNF-α, IL-6, IL-12)과 

NO의 생성에 한 연구는 하지 못하 다.

먼  華蓋散 추출물이 식세포에 한 독성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MTT방식으로 조사한 결

과, 모든 농도에서 식세포에 한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NO는 이완, 액응고, 신경 달, 항염증  

항종양기능 등의 다양한 생물학 기능을 가지는 

요한 free radical이다
31-33)

. 이와는 상반되게 NO는 

세포독성(cytotoxic effect)이 있어서 세포의 apoptosis

를 유발하기도 한다
34)

. NO는 inducible NO 

synthases(iNOS)에 의하여 생성된다
35)

. 華蓋散 추

출물은 LPS로 유도한 NO의 생성을 모든 농도에

서 억제하 으며, iNOS mRNA 수 에서 역시 농

도 의존 으로 억제하 다. 즉, 華蓋散 추출물이 

iNOS의 유도를 억제하여 NO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여진다(Fig. 2).

TNF-α는 그람음성세균에 한 반응의 주된 매

개자이며 TNF-α 세포의 주된 근원은 LPS에 의해 

활성화된 식균세포로부터의 분비이다. 많은 양이 

생성되었을 경우 TNF-α는 내재성 발열원, 성단

계반응을 나타내고 TNF-α가 갖는 여러 특이  

작용은 극도로 높은 농도에서는 심근수축을 억제, 

 평활근의 수축강도를 이완시킴으로 압 

하,  내 야기, 당농도 하 등 치명  효

과를 나타낸다
30)

. 華蓋散 추출물은 TNF-α의 생성

을 mRNA 수 에서 억제하 을 뿐만 아니라 단백

질 수 에서도 하게 억제하 다(Fig. 3). 하지

만 in vivo에서는 TNF-α의 생성을 미약하게 억제 

하 다(Fig. 8). 특히 TNF-α는 내독소에 한 쇼

크에 주요한 물질 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華蓋

散 추출물이 내독소에 의한 쇼크를 미약하게 억제

하는 이유 의 하나가 in vivo에서 TNF-α의 생

성의 억제가 미약해서 이런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IL-6는 식세포와 T 세포에 의해 생산되며, 

TNF-α와 IL-1과 함께 성기 단백반응의 유도체

로서 anti-inflammatory와 pro-inflammatory cytokine

으로 알려져 있다
36)

. 
 

華蓋散 추출물은 IL-6의 생

성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억제하 다(Fig. 4, 

8). 이는 염증이 생성되기  단계에서도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IL-12는 NK 세포와 T 림 구 집단에 여러 가

지 생물학  작용을 미치는데, IL-12는 NK 세포

와 T 림 구로 하여  IFN-γ를 분비하게 하며, 

CD4+ T림 구에 해 분화인자로서 작용하여, 

이들 세포들로 하여  식균세포 매개성 면역을 돕

도록 IFN-γ를 생성하는 Th-1 유사세포로의 특이

 분화를 증진시키며, 활성화된 NK세포와 CD8+ 

T림 구의 세포용해능을 증진시킨다
30)

. 華蓋散 추

출물은 IL-12의 생성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억

제하 다(Fig. 5, 8).

NF-κB는 수많은 세포내 유 자와 바이러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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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 을 조 하여 종양과 면역의 성염증 

반응에 여하게 되며, 설치류 식세포에서 직  

유도성 NOS의 발 을 조 할 수 있다
37)

. NF-κB

는 세포질에 heterodimer로 존재하다가 LPS의 자

극에 의해 핵 안으로 되어 많은 유 자들의 

발 을 유도한다. 한 이 때 발 된 유 자들에 

의해 세포는 다양한 활성을 나타낸다
37,38)

. 한 

LPS는  MAP kinase의 3아군인(ERK, JNK, p38) 

모두의 활성을 증가시키며, ERK, JNK, p38가 

LPS에 의한 NO 생성과 iNOS 발 에 직 으로 

여한다
39,40)

.

LPS는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들을 생성한다. 

한 이런 염증성 매개물질들은 NF-kB의 활성화

와 MAPK(ERK, p38, JNK)의 인산화를 통하여 

생산된다
41)

. 華蓋散 추출물이 NO, TNF-α, IL-6, 

IL-12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떤 기 으로 

이런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가를 조사하 다. 

세포질에 존재하는 NF-kB는 IkB-α와 결합되어 

존재한다. NF-kB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IkB-α

가 분해되고 NF-kB는 핵으로 이동하여 DNA kB 

부분과 결합하여 NO, TNF-α, IL-6, IL-12를 생산

하게 된다. 먼  IkB-α의 분해정도를 실험한 결과 

華蓋散 추출물은 IkB-α의 분해를 억제하지 못하

다(Fig. 6). 따라서 華蓋散 추출물은 IkB-α의 분

해를 통한 NF-kB의 활성 억제에는 여하지 않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MAPK의 활성화에 의

해서도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을 생산하므로 

ERK, p38, JNK의 인산화 정도를 조사하 다. 華

蓋散 추출물은 ERK  JNK의 인산화를 하

게 억제하 다(Fig. 6). 따라서 華蓋散 추출물은 

ERK와 JNK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NO, TNF-α, 

IL-6, IL-12의 생성을 억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vivo에서 華蓋散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LPS 유도성 쇼크 실험을 한 결과 華蓋散 

추출물이 고농도에서 20% 정도의 생존율을 보

다(Fig. 7). 이 결과는 Fig. 8의 실험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경향을 보 다. LPS 유도성 쇼크는 TNF

와 다양한 염증성 세포활성물질에 의해서 유도되

는데, in vivo에서 華蓋散 추출물의 TNF, IL-6, 

IL-12의 생산억제 효과는 미약하 다.

결론 으로, 華蓋散 추출물은 ERK와 JNK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TNF-α, IL-6, IL-12의 생성을 

in vivo와 in vitro 모두에서 억제했을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華蓋散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究明하기 해 

복강내 식세포에 華蓋散 추출물을 처리하고 

LPS로 자극한 후, NO의 생성, TNF-α, IL-6, 

IL-12의 생성과 LPS로 유도한 쇼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華蓋散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華蓋散 추출물은 

식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 華蓋散 추출물은 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NO

생성을 억제 하 다

3. 華蓋散 추출물은 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TNF-α, IL-6, IL-12 생산을 억제하 다.

4. 華蓋散 추출물 처리 시 LPS에 의한 ERK1/2와 

JNK의 인산화는 억제하 다.

5. 華蓋散 추출물은 in vivo에서 LPS에서 의한 쇼

크에서 84시간째에도 20%의 생존율을 나타내었

다. 

6. 華蓋散 추출물은 in vivo에서 LPS에 의한 

TNF-α, IL-6, IL-12의 생성을 미약하게 억제

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華蓋散 추출물은 ERK1/2, 

JNK의 활성을 억제하여 TNF-α, IL-6 , IL-12 생

성을 억제하 으며 만성염증을 동반한 해수에 사

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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