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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corelation between mix proportion of 

Scutellaria baicalensis (SB) and Coptis chinensis (CC) o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TYPE-1 

interferon production.

Methods : I examined TYPE-1 interferon, interferon regulating factor (IRF)-1,7 and interleukin(IL)-10 

production on LPS-induced RAW264.7 cells to evaluate inhibitory effect of mix proportion of SB and CC 

using real time PCR.

Results : Mixture of SB and CC regulated TYPE-1 interferon and IRF-1,7 mRNA expression with SB 

dose dependent manner, while maintained IL-10 mRNA expression on LPS-induced RAW264.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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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In mixture of SB and CC, SB plays a key role in reducing TYPE-1 interferon through 

inactivation IRF-1,7. Furthermore mixture of SB and CC maintained IL-10 mRNA level. Coll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SB confer beneficial effects in autoimmune diseases clinically.

 Key word : Scutellaria baicalensis, lipopolysaccharide (LPS), inflammation, interferon, IRF-1,7,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Ⅰ. 緖 論

 

Type I interferon (IFN-α,β)은 바이러스 감염

에 의한 선청성 면역반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며 수지상 세포와 단핵구 식세포에서 주로 생

산되는 세포활성물질이다1,2).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세포내 toll-like-receptor (TLR)경로와 

RIG-1과 같은 바이러스성 RNA 감지 시스템에 

의해 IRF-3,7이 활성화되고 이는 IFN-α,β의 핵

사를 진시켜 IFN-α,β가 생성된다3,4). 

생성된 IFN-α,β는 감염되지 않은 세포의 수용

체와 결합하고 세포 내 Jak-STAT를 활성화시킨 

후 활성화된 STAT 단백질이 핵으로 이동하여 

dsRNA-activated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PKR16), RNase L18, 19와 같은 효소가 발 하

고 각각 바이러스 핵 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RNA 분해를 진시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

게 된다5,6). 한편, 감염된 세포와 결합한 IFN-α,β

도 Jak-STAT 경로를 통해 주조직 합복합체I 

(class I MHC)를 발 시키고 이것은 세포 독성 

T 림 구의 세포살해능력을 강화시켜 감염된 세

포의 괴를 진한다7, 8). 그러나 IFN-α,β 생성이 

지나치게 되면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세포로의 성

숙을 진하고 세포 독성 T 림 구를 활성화 시

켜 세포 괴를 유도하는 한편, IFN-α,β와 결합한 

세포에서 나오는 자가항원-항체반응을 강화시켜 

나아가 염증성 장염이나, 류머티즘, 피부 결핵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9,10,11)

. 따라서 

염증 반응과 항염 반응의 항상성이 필수 이다. 

IL-10은 활성화된 식세포와 보조T림 구(T 

helper cell)에서 생산된다. IL-10은 염증반응에 

해 길항작용을 하고 면역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세

포활성물질로서 활성화된 식세포와 수지상세포

에서 생산된 IL-12를 억제하며 이를 통해 IFN-γ

의 생성을 억제한다. 한 식세포와 수지상세포

의 주조직 합복합체II (class II MHC)의 발 을 

억제한다
12,13)

.

따라서 IL-10의 발 을 유지, 강화시킨다면 자

가면역질환과 염증억제에 임상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黃芩은 꿀풀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의 껍질을 벗긴 뿌

리로, 가을에 채취하여 잔뿌리와 겉껍질을 제거하

여 건조한 것이다. 黃芩은 凊熱燥濕, 瀉火解毒, 止

血, 安胎의 효능으로 濕溫, 署溫胸悶嘔惡, 濕熱痞

滿, 瀉利, 黃疸, 肺熱咳嗽, 高熱煩渴, 血熱吐衄, 癰

腫瘡毒, 胎動不安, 崩漏, 熱痳등을 主治한다
14,15)

.

최근들어 黃芩의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16)

. 특히 黃芩의 주성분인 baicalin은 nitric oxide, 

염증성세포활성물질염증, prostaglandin을 억제함

으로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진통효과를 갖는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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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連(Coptis chinensis)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

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서 苦, 寒, 無毒하고 心, 

肝, 胃, 大腸 등에 작용하며, 淸熱燥濕, 淸心除煩, 

火解瀉毒 등의 효능이 있어 濕熱下痢, 滿, 嘔吐呑

酸, 心火亢盛, 心煩不寐, 血熱吐衄, 目赤, 消渴, 牙

痛, 癰腫疔瘡, 濕疹, 濕瘡, 耳道流膿, 高熱 神昏 등

을 치료한다
18)

. 특히 주성분인 berberin은 폐렴

구균, 콜 라균, 탄 병균, 상풍균  결핵균에 

항균작용이 있으며, 항염증, 지 , 압강하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다
19)

. 

에서 본 바와 같이 黃芩, 黃連은 각각의 약리

학  측면에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나, 두 약재

를 배합하 을 때 배합비율에 따른 약리학  효능

은 밝 진 바가 없다. 더욱이 黃連解毒湯, 葛根芩

連湯, 半夏瀉心湯, 瀉心湯 등은 黃芩, 黃連이 배합

된 처방들이다
15,18)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黃芩과 黃連의 배합비율

을 달리하여 그에 따른 type-I interferon IFN-α,β

의 사인자인 IRF-1,7과 IL-10의 mRNA 발 정

도를 조사하여 黃芩, 黃連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材料  方法

1. 재  료

1) 약  재

실험에 사용한 黃芩, 黃連은 옴니허 (서울, 한

국)에서 구입하여 물 1L에 100 g을 넣고 2시간 동

안 탕(버 01-DS-22MS, 부동이사 제조)한 액

을 동결 건조하여 증류수에 녹여서 필터한 후 사

용하 다.

2) 시  약

Fetal bovine serum (FBS), RPMI-1640, 

penicillin-streptomycin등의 세포 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 (Grand Island, USA)사에서 배양조는 

Corning (Rochester, USA)사에서 구입하 다. 

LPS는 SIGMA (St. Louis, USA)사에서 구입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용 등 이

상으로 사용하 다.

2. 방  법

1) Total RNA 추출

Total RNA는 Tri-zol 시약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먼  배양한 세포에 黃芩, 黃連 추출물을  

처리한 뒤 LPS로 자극한 후 6시간 배양한 세포를 

PBS로 2회 씻은 다음 PBS 1 ml 씩 가해 세포를 

포집한 후, 원심분리를 하여 에 PBS는 버리고 

바닥에 남은 세포를 Tri-zol ( invitrogen, USA) 

용액을 1ml 넣어서 세포를 용해시킨 후 100 ㎕의 

chloroform 용액을 가하고 두세번 잘 섞어  뒤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맨 의 상

층액을 취한다. 그 후 2-propanol과 1:1로 섞은 뒤 

1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에 상층액

은 버리고 남은 침 물에 80% ethanol로 2회 씻고 

침 물을 건조시켰다. 그리고 침 물에 DEPC 처

리한 증류수를 15 ㎕씩 넣어 RNA를 용해시키고 

정량하 다.

2) Real-time PCR

Real-Time PCR은 앞에 기술한 RNA추출 방법

으로 얻어서 합성한 cDNA를 사용하여 TaqMan 

방법으로 확인하 고, 사용한 primer 와 probe는 

아래와 같다. 

Primer

TTGCTCGAGATGTCATGAAGGA(mHPRT-f),

TGAGAGATCATCTCCACCAATAACTT (mHPRTr);

CCGAAGACCTTATGAAGCTCTTTG (mIRF-1-f),

GCAAGTATCCCTTGCCATCG(mIRF-1-r); 

CTGGAGCCATGGGTATGCA (mIRF-7-f), 

AAGCACAAGCCGAGACTGCT (mIRF-7-r); 

CCTGTGTGATGCAGGAACC (mIFN-α4-f), 

TCACCTCCCAGGCACTGA (mIFN-α4-r); 

ATGAGTGGTGGTTGCAGGC (mIFN-β-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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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실험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하 고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유의한 것으

로 정하 다.

Ⅲ. 結  果

 

1. 黃芩, 黃連 혼합물이 IFN-α,β mRNA 발

에 미치는 향

黃芩, 黃連의 배합비율에 따른 IFN-α,β mRNA 

발 을 조사하기 해 黃芩:黃連을 1:1, 2:1, 4:1, 

8:1, 1:2, 1:4, 1:8과 같이 비율을 달리하여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고 real time PCR

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4:1, 8:1에서 IFN-α, β

의 발 을 억제하 다(Fig. 1).

2. 黃芩, 黃連 혼합물이 IRF-1,7 mRNA 발 에 

미치는 향

黃芩, 黃連의 배합비율에 따른 IFN-α,β mRNA 

발 을 조사하기 해 黃芩:黃連을 1:1, 2:1, 4:1, 

8:1, 1:2, 1:4, 1:8과 같이 비율을 달리하여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고 real time PCR

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黃芩농도 의존 으로 

IRF-1,7의 발 을 억제하 다(Fig. 2).

3. 黃芩, 黃連 혼합물이 IL-10 mRNA 발 에 

미치는 향

黃芩, 黃連의 배합비율에 따른 IFN-α,β mRNA 

발 을 조사하기 해 黃芩:黃連을 1:1, 2:1, 4:1, 

8:1, 1:2, 1:4, 1:8과 같이 비율을 달리하여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고 real time PCR

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배합비율에서 

IL-10 발 이 유지되었다(Fig. 3).

Fig. 1. Effect of mixture of SB and CC in IFN-α,β mRNA expression on LPS-induced RAW264.7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00㎍/ml mixture of SB and CC at indicated mix proportion for 1hr, and then stimulated 
with 500 ng/ml LPS and incubated for 6 hrs.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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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ixture of SB and CC in IRF-1,7 mRNA expression on LPS-induced RAW264.7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00㎍/ml mixture of SB and CC at indicated mix proportion for 1 hr, and then stimulated 
with 500 ng/ml LPS and incubated for 6 hrs.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Fig. 3. Effect of mixture of SB and CC in IL-10 mRNA expression on LPS-induced RAW264.7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00㎍/ml mixture of SB and CC at indicated mix proportion for 1 hr, and then stimulated 

with 500 ng/ml LPS and incubated for 6 hrs.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Ⅳ.   察

黃芩은 꿀풀과 (脣形科)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黃芩의 뿌리로, 苦, 寒, 無毒 하고 肺, 膽, 胃, 大腸

에 작용한다. 淸熱燥濕, 瀉火解毒, 止血安胎 등의 

효능이 있어 濕熱黃疸, 瀉痢, 熱淋, 氣分實熱, 肺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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咳嗽, 癰腫瘡毒, 血熱의 出血, 胎熱不安 등의 병증

을 치료한다
14,15)

.

黃連은 미나리아재비과 (毛莨科)에 속한 多年

生草本인 黃連  동속 근연식물의 근경이다. 苦, 

寒, 無毒하고 心, 肝, 胃, 大腸에 작용하여 淸熱燥

濕, 淸心除煩, 瀉火解毒 등의 효능이 있어 濕熱下

痢, 口吐 泄瀉, 心火亢盛, 煩燥不眠, 心煩, 胃火牙

痛, 消渴, 肝火脇痛, 吐衄下穴血, 癰腫瘡毒, 耳目腫

痛 등의 병증을 치료한다
18)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람 음성균의 외막성분인 

lipopolysaccharide (LPS)는 국소 염증, 항체 생산, 

폐 증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20)

. 

LPS로 유도한 IFN-α,β의 생성을 黃芩과 黃連

을 4:1, 8:1로 배합했을 때 유의성 있게 억제하

고, IRF-1,7의 mRNA 발 은 黃芩농도 의존 으

로 억제하 다.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TLR을 경유하여 

IFN-α,β 사인자인 IRF-1,7가 활성화되어 IFN-

α,β가 생성된다. 黃芩은 IRF-1,7의 활성화를 억제

하여 IFN-α,β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단된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 바이러스성 세포활성

물질인 IFN-α,β가 생성되고 바이러스의 복제가 

억제되는데 생성된 IFN-α,β는 수지상세포를 항원

제시세포로 성숙시키게 되고 항원제시세포는 T 

림 구를 분화, 활성화시키게 된다. 만약 IFN-α,β

의 생성이 지나치거나 어들지 않는다면, 의 

기 이 강화되어 자가면역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

다.

IFN-α,β는 류머티즘, 피부결핵등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에 한 련이 있는 세포활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9,10,11)

.  따라서 黃芩의 본 연구에서의 

효과는 자가면역질환치료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L-10의 경우 모든 배합비율에서 IL-10의 발

정도를 유지시켰다. IL-10은 염증성 세포활성물질

에 길항작용을 가지므로서  IFN-γ와 IL-12를 생

성을 억제시켜 식세포를 비활성화 시킨다. 다발

성 경화증 동물모델에서 개선효과를 보여주는 

Glatiramer acetate이라는 화학물질은 IL-10의 발

을 유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1,22,23,24,25)

. 

의 결과로 보아 黃芩, 黃連의 배합물이 잠재

인 자가면역질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Ⅴ. 結  論

RAW264.7 세포를 LPS로 자극하 을 때 黃芩, 

黃連 혼합물의 IFN-α,β 억제효과를 조사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芩, 黃連을 4:1, 8:1로 배합했을 때 IFN-α,β

의 mRNA 발 을 억제하 다, 

2. IRF-1,7의 발 을 黃芩 농도의존 으로 억제하

다. 

3. IL-10의 발 은 모든 비율에서 유지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黃芩은 IRF-1,7의 활성

화를 억제하여 IFN-α,β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한

편, IL-10 생성을 유지시켜 자가면역질환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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