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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have been used as oriental medicine for removal of

fever, alleviation of pain, an anti-phlogistic effect and removal of extravasated blood. However, it

has been never shown the effects of these herbal medicines on anti-inflammatory processes.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o show how these herbs could act as anti-inflammatory medicines at

cellular level.

Anti-inflammation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as

well as their mixture have been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were follows; 1) each extract slightly

suppressed the expression and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and enzymes such as NO,

iNOS, IL-1β, and TNF-α in lipopolysaccharid(LPS)-stimulated RAW264.7 cells and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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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peritoneal macrophage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suppressive effects, however, were synergistically increased by their mixture. 2) Each

extract of 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insignificantly suppressed the activation and

activity of NF-κB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which controls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NO, iNOS, IL-1β, and TNF-α. However, extract mixture of 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suppressed effectively the activation and activity of NF-κB. 3)

Each of 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induced translocation of NF-κB to the nucleus

from the cytosol and DNA-binding activity of nuclear NF-κB in LPS-activated RAW264.7 cells.

The extract mixture of 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showed more significant suppression

of the NF-κB translocation and its DNA-binding activity, as compared to those of the each

extr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tract mixture of Paeonia Suffruticosa and Prunus Persica may

affect different control mechanisms for NF-κB activation and the expression and production of

NF-κB-dependent inflammatory mediators, indicating that this extract mixture may be useful for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Key word : Paeonia Suffruticosa, Prunus Persica, inflammatory mediators, NF-κB, RAW264.7 cells

Ⅰ. 緖 論

牧丹皮(Paeonia Suffruticosa ; Cortex Moutan

Radicis)는 牡蘭科에 屬하는 多年生 牧丹의 뿌리

껍질로서 그 效能은 淸血, 凉血, 活血, 行瘀, 淸熱,

除煩熱의 작용이 있으며
1-3,6,7,9-15,17)

, 解熱作用, 鎭痛

作用과 아울러 血管擴張作用, 血液循環促進作俑,

抗血栓 作用, 抗炎症 作用, 抗菌作用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8,16,21)

.

桃仁(Prunus Persica ; Semen Percicae)은 櫻桃

科에 屬한 落葉喬木인 복숭아 나무 果實의 核仁으

로 그 效能은 破血, 活血祛瘀, 止痛 및
1-3,6,-7,11,14,17)

,

血液循環을 旺盛하게 하여 血管內 쌓인 노폐물을

없애주며 血結로 因한 血痛을 除去하고, 血滯로

因한 炎症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10,12,13,15),

抗血栓作用, 抗菌作用, 抗炎症作用, 鎭痛作用, 消炎

作用이 있다고4,5,8,16) 하였다.

한편 牧丹皮와 桃仁이 配合되어 活用된 境遇로

는 大黃牧丹皮, 桂枝茯苓丸, 腸癰湯 等이 있는데,

그 治療 效能을 살펴보면, 大黃牧丹皮湯은 牧丹皮

와 桃仁이 함께 쓰여져 下腹部, 下肢腰部의 痛症

과 炎症 및 化膿症, 蟲垂炎 그리고 子宮炎 ,骨盤內

外炎, 卵巢囊腫 等의 進行性 炎症疾患에 활용한다

하였고18-22,32), 桂枝茯苓丸은 牧丹皮와 桃仁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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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 月經困難症, 不定性器出血, 子宮筋腫 卵巢囊

腫, 子宮內膜炎, 急慢性蟲垂炎, 下腹部疼痛, 瘀血性

慢性炎症, 月經不順, 骨盤內 鬱血除去, 骨盤內 炎

症 등에 使用하고 있으며
21,32-36)

, 腸癰湯 亦是 牧丹

皮와 桃仁이 함께 配合되어 腸管의 炎症과 化膿에

쓰였으며, 牧丹皮와 桃仁의 消炎, 解熱, 抗菌, 循環

改善의 效能으로 腸癰, 蟲垂突起炎, 痔核感染 等에

使用되여 왔다고 하였다
21,32)

.

이와 같이 韓醫學 文獻上에서 牧丹皮와 桃仁이

配合되어 强한 消炎作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記錄되고 있는바, 이에 對한 檢證이 必要하나, 지

금까지 牧丹皮와 桃仁이 配合되어 나타나는 效能

이나 이들 藥物의 配合에 對한 上昇效果 或은, 作

用機轉에 對한 實驗的 觀察이 報告된 바가 없다.

이에, 著者는 急, 慢性 炎症疾患에 使用되어 왔

던 牧丹皮와 桃仁의 抗炎症에 關한 效能을 확인하

기 위하여 細胞內 炎症 誘發과 연계된 媒介因子인

nitric oxide(NO), IL-1β, iNOS, TNF-α 와 關係에

서
37,38)

牧丹皮와 桃仁의 各各의 單一抽出物과 牧

丹皮와 桃仁을 配合한 配合抽出物이 각기 媒介因

子들의 活性抑制에 對하여 比較 觀察하였고, 그

因子들을 調節하는 調節因子인 NF-κB을 細胞내

水準에서 牧丹皮와 桃仁 各各의 單一抽出物과 配

合抽出物이 炎症과 관련된 NF-κB의 活性抑制에

對하여서도 比較 確認하였으며, 특히 抗炎症 藥物

은 NF-κB의 活性을 抑制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므로
39-43)

, 牧丹皮와 桃仁,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

의 配合이 抗炎症과 관계된 NF-κB의 活性 調節

과 그 作用機轉을 觀察한 바 有意한 結果를 얻었

기에 報告 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 제조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전북 익산시 소재 홍인당

건재 약업사에서 구입하였으며, 형태학적인 동정

을 통하여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牧丹皮(Paeonia

Suffruticosa) 150g, 桃仁(Prunus Persica) 150g에

각각 물 900㎖를 加하여 대웅약탕기(DWP-1800T)

로 3시간 煎湯하여 牧丹皮 추출물 255㎖, 桃仁 추

출물 180㎖를 얻어서 필터로 여과한 후 농축 동결

건조한 시료 牧丹皮 18.5205g과 桃仁 5.45g을 얻어

서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牧丹皮와 桃仁을 配合한

추출물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즉, 牧丹皮

75g 桃仁 75g을 合한 후 물 900㎖를 加하여 대웅

약탕기(DWP-1800T)로 3시간 煎湯하여 牧丹皮 桃

仁 配合추출물 180㎖를 얻은 후 여과 및 농축 동

결건조를 통하여 11.7645g을 얻은 후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대식세포의 배양

대식세포인 RAW264.7 세포는 10%의 혈청이

들어간 DMEM(2 mM L- glutamine, 100 units/㎖

penicillin, 100 ㎎/㎖ streptomycin)에서 배양한다.

세포는 12-well plates(3×10
5
cells/well) 혹은 6-well

culture dishes (5×10
5
cells/well)에 분주하여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다. 약 8시간 후에 배양액을 교

환하여 배양용기 표면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는 제

거하고, 부착된 세포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여기

에 농도 별 牧丹皮 및 桃仁의 추출물 혹은 이들

추출물의 혼합액 (1:1 혼합물)을 30분 전처리한

후 LPS(1㎍/㎖)를 처리하여 대식세포를 활성화

시켰다.

3. Nitric oxide metabolites와 cytokine 측정

NO의 안정적인 산화생성물인 nitrite는 Griess

reagent에 의해 배지에서 측정된다. 96-well plate

에 100㎕의 세포배양 상층액을 넣고 100㎕의 Griess

reagent (mixture of equal volume of 1% sulfanilamide

in 5% H3PO4 and 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in H2O)를 넣고 plate를 조심스럽

게 흔들어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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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분이 경과한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550㎚에서

측정한다. 배양 상층액에 있는 nitrite의 농도계산

은 sodium nitrite를 표준 물질을 이용하여 만들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배지의 cytokine

의 농도는 ELISA kit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R&D

System, Minneapolis, MN).

4. Western blotting

RAW264.7 세포를 회수한 후 생리 식염수로 세

척하고 세포 침전물을 얻는다. 세포를 20 mM Tris

-HCl 완충용액(0.1mM Phenylmethysulfonyl fluoride,

5㎍/㎖ apotinin, 5㎍/㎖ Pepstain A, 1㎍/㎖

Chymostatin)에 현탁시키고 세번의 freezing-thawing

cycle로 파쇄한다. 파쇄된 세포액을 4
o
C에서 12,000

×g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회수하여 세

포 균질액으로 이용한다. 세포질내의 단백질 농도

를 BCA 방법으로 측정한다. 세포 균질액 (40㎍

단백질)을 8% 혹은 12% SDS-PAGE에서 전기영

동하고, 단백질을 polyvinyllidene difluoride membrane

으로 옮긴다. 이러한 membrane을 5% dry milk을

함유한 PBST (0.05% Tween-20 in phosphate-buffered

saline)로 2시간 blocking하고, 1차 항체 (TNF-α,

IL-1β, IL-6 , 혹은 iNOS에 대한 항체) 로 2시간

동안 상온에서 hybridization한다. membrane을 PBST

로 세번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와 conjugate

된 2차 항체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hybridization

한다. membrane을 PBST로 네 번 세척한 후

chemiluminescence 시약 (Amersharm Biosciences)

으로 1분간 반응시킨 후 x-ray film으로 감광시켜

목적 단백질 band를 가시화 한다.

5.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전체의 RNA는 Trizol reagent kit (Life Technology

Inc. USA)를 사용하여 Raw264.7 세포로부터 얻는

다.

3㎍의 mRNA를 200 units의 reverse transcriptase

와 500ng의 oligo-dT primer(in 50 mM Tris-HCl

(pH8.3), 75 mM KCl, 3 mM MgCl2, 10 mM

DTT, and 1 mM dNTPs)로 42℃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cDNA를 만든다. 이 반응을 70℃에서

15분 동안 열을 주어 반응을 멈추고, 3㎕ cDNA

mixture는 증폭하는데 사용한다. PCR은 50 mM

KCl, 10 mM Tris-HCl (pH 8.3), 1.5 mM MgCl2,

0.2 mM dNTPs, 2.5 units of Taq DNA polymerase,

그리고 0.1 μM 각각의 primer (iNOS, IL-1β,

TNF-α)를 넣어 증폭한다. 실험에 사용한 증폭조

건은, 첫번째 cycle인 핵산변성 조건은 95℃에서 5

분간 수행하였고, 두번째 cycle은 45초였다. 핵산

annealing 조건은 iNOS의 경우 47℃에서 45초,

TNF-α와 IL-1β의 경우에는 51℃에서 45초였으며,

extension은 35 cycle 수행하였고 각 cycle은 72℃

에서 30초 동안 실행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PCR

생성물은 1.0%의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다음 UV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본 실험에 사용한 primers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iNOS의 경우 5'-TTTGGAGCAGAAGTGCAAA

GTCTC-3' (sense)과 5'-GATCAGGAGGGATTT

CAAAGACCT-3' (antisense)를 사용하였고, TNF-

α의 경우 5'-ATGAGCACAGAAAGCATG-3' (sense)

와 5'-TCACAGAGCA ATGACTCC-3' (antisense)

을, IL-1β의 경우에는 5'-ATGGCAACTGTTCCT

GAAC-3' (sense)와 5'-TTAGGAAGACACGGATTC-3'

(antisense)을, 그리고 β-actin은 5'-TCCTTCGTT

GCCGGTCCA CA-3' (sense) and 5'-CGTCTCC

GGAGTCCATCACA-3' (antisense)을 사용하였다.

6. Electrophoresis mobility shift analysis

RAW264.7 세포에 牧丹皮와 桃仁 및 牧丹皮, 桃

仁 配合추출물을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에

LPS를 2시간 동안 처리한다. 세포를 회수하여 생

리 식염수로 세척한 후 세포질과 핵질 부분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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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알려진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47)
.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NF-κB에 특이적인 올

리고뉴클리오타이드 (5'-AGTTGAGGGGACTTTC

CCAGGC-3')는 T4 폴리뉴클리오타이드 카이네이

즈를 사용하여 [γ-32
P]ATP로 표식화하였다. 표식

화된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를 반응혼합액에 과량 함

유된 [γ-32P]ATP를 제거하기 위하여 G-50 Sephadex

컬럼을 이용하여 정제 하였다. 핵질 단백질 (단백

질 10ng)을 0.5ng의
32
P로 표식화된 올리고뉴클리

오타이드와 혼합하여 상온에서 20분 동안 반응시

킨다
47)
.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와 핵질 단백질의 NF-κB

의 특이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배 농도의
32
P로 표식화 되지 않은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을

첨가하여 경쟁적 저해를 유발시키거나 NF-κB p65

의 항체를 첨가하여 p65와 항체의 결합을 유도하

여 supershift가 가능하게 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샘플은 5% non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서

분리시키고 젤은 말려서 필름을 사용하여 감광한

다.

7. Assay for iNOS promoter-dependent

transcriptional activity

RAW264.7세포를 60 mm dish에 3×105 정도의

세포를 부착 시킨 뒤에 iNOS promoter-luciferase

construct를 liposome방법으로 세포로 도입시켜 형

질 전환을 수행한다. 이 때 세포의 무혈청 배양액

조건에서 배양하여, 혈청에 의한 발현벡터의 세포

내 도입억제 효과를 최소화 한다49). 약 4 시간이

지난 후에 혈청이 10% 함유된 새로운 배지를 이

용하여 갈아준다. 그리고 그 다음날 牧丹皮와 桃

仁 및 牧丹皮 桃仁 配合추출물을 30분간 전처리하

고, LPS로 1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lysis buffer

(promega)를 150㎕를 넣은 후에 단백질을 수확한

다. 확보된 단백질을 얼음에 약 15분 정도 놓아둔

후에 BCA(Bicinchoninic acid)를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0㎍ 정도

를 luminoplate에 넣고 luciferase의 기질인 luciferin

을 100㎕ 정도 넣은 후에 바로 luminometer를 이

용하여 iNOS promoter에 의해 발현된 luciferase의

활성을 측정한다.

Ⅲ. 실험결과

1.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RAW264.7

세포에서 NO의 생성과 iNOS 유전자 발현

에서 미치는 영향

대식세포인 RAW264.7세포는 면역활성 및 염증

조절 기전연구에 사용되는 세포주로 잘 알려져 있

다. 면역 유도 물질인 LPS를 대식세포에 처리하

면 iNOS의 발현이 용이하게 유도되고 L-arginine

으로 NO의 생성이 증가된다. 이러한 NO의 생성

은 측정이 용이함으로 대식세포의 활성화 혹은 염

증 유발물질의 생성을 판가름하는 지표로 이용되

고 있다
37-39,47)

. 따라서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RAW264.7세포를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과 함께

LPS(1㎍/㎖)로 16시간 배양한 후 세포배양액에

축적된 NO의 량을 측정하였다. 牧丹皮는 농도의

존 적으로 NO의 생성이 저해됨을 알 수 있었으

나, 桃仁 추출물의 억제효과는 매우 미미한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牧丹皮와 桃

仁의 配合추출물은 牧丹皮 단독으로 처리한 것 보

다 NO의 생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보였

다(Fig. 1A).

이러한 효과가 세포독성에 기인된 것인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동일 조건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염색법으로 세포독성을 확인해본 결과 牧丹皮, 桃

仁 및 牧丹皮 桃仁 配合추출물에 의한 독성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면역활성

제로 활성화 시킨 대식세포에서 NO의 생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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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S의 발현에 기인되는 것임으로 동일 실험조건

에서 iNOS의 단백질과 mRNA의 발현 정도를 확

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Western blot를 수행한

결과 LPS에 의한 iNOS 단백질 발현은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에 의하여 미미한 정도로 억제하였

다. 그러나 牧丹皮,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牧丹皮,

桃仁을 각각 처리했을 때 보다 큰 억제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Fig. 1A).

iNOS 단백질의 발현은 전사단계에서 유도됨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37,38,47)

이들 한약제에 의한 iNOS

mRNA 수준을 RT-PCR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

은 LPS에 의하여 증가된 iNOS mRNA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보여 주었다(Fig. 1C).

A B C

Fig. 1. RAW264.6 세포주에서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의 혼한추출물
(Mx)에 의한 NO의 생성 및 iNOS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

RAW264.7 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각 추출물이 존재라는 조건에서 LPS (1 ㎍/㎖)로 16시간 동안 활성화시켰다.
(A) 배양액에 축적된 NO의 산화물인 NO2

-
을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means±SD로 표기하

였다(n≥3).
(B) 세포내 iNOS의 단백질 수준을 생쥐의 iNOS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고, 전기영동에 사용한
각 시료의 단백질 농도의 표준화는 act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C) LPS로 4시간 동안 처리한 RAW264.7 세로로부터 전체 RNA를 분리한 후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iNOS mRNA
수준을 확인하였고, internal control로 actin을 이용하였다.

2.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RAW264.7

세포에서 TNF-α와 IL-1β의 생성과 발현에

미치는 영향

IL-1β와 TNF-α는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생

성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41,45,

48). 이들 사이토카인도 iNOS와 유사하게 전사단계

에서 발현이 조절되는 유전자로 만성 염증 질환인

동맥경화 관절염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최근에는 이들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억제하

는 항체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선진

국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45,48).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

는 dexamethason 등과 같은 약물은 이들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연구결과는

이들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천연

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합성약물

보다 독성이 낮은 천연물로부터 항염증 약물을 찾

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牧丹皮와 桃仁의 항염증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대식세

포에서 IL-1β와 TNF-α의 생성 억제 효과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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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식세포를 LPS(1㎍/㎖)을 처리하고 12시

간이 경과한 후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된 IL-1β와

TNF-α을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PS

로 처리한 대식세포의 배양액에 축적된 이들 사이

토카인의 농도는 효과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액을 첨가하였을 때

이들 사이토카인의 생성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Fig. 2A, 3A).

桃仁의 추출물은 牧丹皮의 추출물보다 이들 사

이토카인의 생성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

나 牧丹皮와 桃仁을 配合한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牧丹皮, 桃仁만을 각각 단독으로 처리

했을 때 보다 상승적인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들 사이토카인은 세포질에서 합성되나 생물

학적 활성이 없는 pro-cytokine으로 존재하고 세포

막에서 interleukine-1β-converting enzyme이이나TNF

-α-converting enzyme등에 의하여 가수분해되면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active cytokine으로 전환됨

과 동시에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41)
. ELISA kit로

측정한 세포배양액내의 이들 사이토카인은 활성화

된 형태임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pro-cytokine의

량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세포질에 존재하는 이들 사이토카인의 pro-form

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LPS에 의하여 발현이 증

가되었고,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에 의한 세포질

의 사이토카인의 수준은 유의성 있게 억제되지 못

하였다(Fig. 2B, 3B).

그러나 牧丹皮,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pro-cytokine

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더 나아가서 RT-PCR 방법으로 이들 사이

토카인의 mNRA수준을 조사한 결과 牧丹皮나 桃

仁의 추출물은 LPS에 의해 증가된 이들 사이토카

인의 mRNA수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으

나 牧丹皮, 桃仁 配合추출물은 사이토카인의 mRNA

수준을 유의성 있게 억제함을 보여주었다(Fig. 2C,

3C).

A B C

Fig. 2. RAW264.6 세포주에서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
(Mx)에 의한 IL-1β의 생성 및 발현에 미치는 효과.

RAW264,7 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각 추출물이 존재라는 조건에서 LPS (1 ㎍/㎖)로 12시간 동안 활성화시켰다.
(A)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IL-1β의 수준을 ELISA kit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means±SD로 표기하였다 (n≥3).
(B) RAW264.7 세포의 균질액을 준비한 후 세포내에 축적된 pro-IL-1β의 농도를 IL-1β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고, 전기영동에 사용한 각 시료의 단백질 농도의 표준화는 act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C) LPS로 4시간 동안 처리한 RAW264.7 세로로부터 전체 RNA를 분리한 후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IL-1β 
mRNA 수준을 확인하였고, internal control로 actin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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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RAW264.6 세포주에서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
(Mx)에 의한 TNF-α의 생성 및 발현에 미치는 효과.

RAW264,7 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각 추출물이 존재라는 조건에서 LPS (1 ㎍/㎖)로 12시간 동안 활성화시켰다.
(A)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TNF-α의 수준을 ELISA kit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means±SD로 표기하였다 (n≥3).
(B) RAW264.7 세포의 균질액을 준비한 후 세포내에 축적된 pro-TNF-α의 농도를 TNF-α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고, 전기영동에 사용한 각 시료의 단백질 농도의 표준화는 act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C) LPS로 4시간 동안 처리한 RAW264.7 세로로부터 전체 RNA를 분리한 후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TNF-α 
mRNA 수준을 확인하였고, internal control로 actin을 이용하였다.

3.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생쥐 복강

대식세포에서 NO, TNF-α및 IL-1β의 생성

에 미치는 영향

RAW264.7 세포는 불멸화된 대식세포주로 생체

에 존재하는 대식세포와 상이한 점이 있다. 따라

서 생쥐의 복강으로부터 직접 분리한 대식세포에

서 牧丹皮와 桃仁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

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쥐의 복강 대식세

포를 12 well plate에 하루 밤 배양한 후 plate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LPS

(1 ㎍/㎖)와 함께 牧丹皮 및 桃仁의 추출물과 牧

丹皮, 桃仁 配合추출물을 처리하였다. 세포를 16시

간 배양한 후 세포배양액에서 NO의 축적된 량은

Griess reagent 시약으로, 그리고 IL-1β와 TNF-α

의 량은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PS

로 처리한 생쥐 복강 대식세포는 NO를 효과적으

로 생성하였고, 이러한 NO의 생성은 牧丹皮와 桃

仁의 配合추출물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Fig. 4A).

그러나 牧丹皮, 桃仁 각각의 추출물들은 NO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얻은 생쥐 복강 대식세

포의 균질액을 이용한 iNOS의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한 결과 LPS에 의해 발현

이 증가된 iNOS는 牧丹皮, 桃仁각각의 추출물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였으나 이들 牧

丹皮, 桃仁 配合추출물의 경우에는 iNOS의 발현

을 유의성있게 억제하였다(Fig. 4B).

ELISA kit 이용한 IL-1β와 TNF-α생성을 확인

한 결과 LPS에 의하여 생성이 증가된 이들 사이

토카인도 牧丹皮, 桃仁 각각의 추출물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저해되지 못하였으나 이들 牧丹皮, 桃

仁 配合추출물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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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생쥐의 복강 대식세포에서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
(Mx)에 의한 NO, iNOS, IL-1β 그리고 TNF-α의 생성 및 발현에 미치는 효과.

생쥐의 복강으로부터 분리한 대식세포를 각 추출물이 존재라는 조건에서 LPS (1㎍/㎖)로 활성화시켰다.
(*, P<0.05 그리고; **, P<0.01)
(A) 16시간 후 배양액에 축적된 NO의 산화물인 NO2

-
을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means±SD

로 표기하였다 (n≥3).
(B) LPS로 16시간 자극한 복강 대식세포의 iNOS 단백질 수준을 생쥐의 iNOS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
인하였고, 전기영동에 사용한 각 시료의 단백질 농도의 표준화는 act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C)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IL-1β의 수준을 ELISA kit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means±SD로 표기하였다 (n≥3).
(D)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TNF-α의 수준을 ELISA kit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means±SD로 표기하였다 (n≥3).

4.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의 NF-κB와

iNOS 프로모터 활성 저해

대부분의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염증매개인자를

합성하는 효소 (iNOS 및 cyclooxygenase-2)의 유

전자는 그들의 promoter에 전사인자인 NF-κB가

결합하는 motif를 갖고 있다
47)
. 이러한 사실은 NF-

κB의 활성화는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과 관련 효

소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염증성

질환인 동맥경화, 관절염 및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50)
, NF-κB는 염증 반응과 염

증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최근 NF-κB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

는 약물을 개발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하거나 염증질

환의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牧丹皮와 桃仁 추출물의 항염증 기전을 조사하

기 위하여 LPS에 의해 자극된 대식세포에서 NF-

κB활성화가 조절하는지 연구하였다. LPS에 의해

자극함과 동시에 牧丹皮와 桃仁 추출물을 함께 처

리한 대식세포로부터 분리한 핵균질액의 NF-κ

B-DNA 결합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牧丹皮

나 桃仁 추출물은 LPS에 의해 유도된 NF-κ

B-DNA 결합활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지 못하였

으나 이들 牧丹皮,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NF-κ

B-DNA 결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Fig. 5A).

이러한 NF-κB의 활성화가 특이성 있게 일어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100배의 cold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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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경쟁적 저해 실험과 NF-κB p65항체를

이용한 super-shift실험으로 확인하였다. 생쥐의 iNOS

promoter는 -85 base pair 위치에 NF-κB 결합부

위가 있고, 이것이 iNOS유전자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51)
. 따라서

牧丹皮와 桃仁 추출물이 iNOS promoter의 활성에 미

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RAW264.7 세포에 murine

iNOS promoter construct (piNOS-Luc)를 lipofectamine

방법으로 도입하고 牧丹皮와 桃仁 추출물과 함께

LPS로 자극하였다. LPS에 자극된 세포는 iNOS

promoter 활성이 약 6배 증가하였다(Fig. 5B).

A

B

Fig. 5.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
고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 (Mx)에
의한 NF-κB의 활성화 및 iNOS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효과.

(A) RAW264.7 세포주를 각 추출물이 존재라는 조건에
서 LPS (1 ㎍/㎖)로 2시간 활성화시켰다. 핵균질액을
조제한 후 NF-κB의 활성화를 electrophoresis mobility
shift analysis로 분석하였다. NF-κB의 특이적 활성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량 (hot probe의 100배 농도의 cold
probe)의 cold probe를 사용하거나 NF-κB p65 항체를
이용한 super-shift 분석을 수행하였다.

(B) 1.6 Kbp의 생쥐 iNOS promoter 앞부분에 luciferase
가 연결된 벡터를 lipofectamine 방법으로 RAW264,7 세
포주에 일시적으로 도입시켰다. 이 세포를 각 추출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LPS로 12 시간 활성화시키고 세포
내 발현된 luciferase의 활성을 luminometer로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는 means±SD로 표기하였다 (n=3).

5.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LPS에 의한

NF-κB의 핵 이동, IκBα의 인산화 및 분해

와 DNA 결합에 미치는 영향

NF-κB의 p65/p50의 heterodimer로 구성되어 있

으며 IκB라는 억제제와 결합되어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활성이 없다. 그러나 면역활성 등에

의하여 세포가 활성화되면 NF-κB활성화는 여러

단계에서 조절된다. NF-κB활성화의 첫 단계는

IKK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 활성화된 IKK는

IκB을 인산화시키고, 이러한 인산화는 E3 ligase에

의한 ubiquitination을 촉진시킨다. Ubiquitination

된 IκBα는 proteosome에 의하여 가수분해되어 그

기능을 잃게 된다
53)
. Fig. 5에서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이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을 확인한바

있으므로, 본 단계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NF-κB의

활성화를 조절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IKK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 조

절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LPS로 RAW264.7

세포를 자극함과 동시에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

혹은 이들의 配合추출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세포

질을 분리하여 단백질을 polyacrylamide gel에서

분리한 후 phospho-IκBα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analysis 시도하였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의 세포에서

IκBα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LPS로 자극

하였을 때 IκBα의 인산화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牧丹皮와 桃仁의 추출물 혹은 이들의 配合

추출물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다.

IκBα의 인산화는 ubiquitination을 거쳐 proteosome

에 의하여 분해됨으로 IκBα의 분해정도에 미치는

한약제 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대조군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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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κBα가 분해되지 않았으나 LPS의 처리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분해되었다(Fig. 6B). 이러한 I

κBα의 분해는 한약제 추출물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NF-κB의 p65/p50이 핵으로의 이동되

는 것에 대한 조절 효과를 조사하였다. LPS로

RAW264.7 세포를 자극함과 동시에 한약 추출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핵질과 세포질을 원심분리법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세포의 두 부분에 포함된 NF-

κB 단백질의 수준을 p65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으로 조사하였다. Fig. 6C에서 보여 주듯이 대

조군의 세포에서 NF-κB의 p65는 대부분이 세포

질에 남아있고 핵안으로의 이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LPS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NF-κB의 p65가

대부분 핵으로 이동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약제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 NF-κB의 p65는

핵으로 이동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牧丹皮와 桃

仁의 추출물은 iNOS, IL-1β 및 TNF-α의 발현을

전사단계에서 억제함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은 물론 NO의 생성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한약제의 配合추출물은 각각의 한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염증억제 효

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항염증

효과는 IκBα의 인산화 및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NF-κB가 핵안으로 이동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牧丹皮, 桃仁 配合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의 주된

기전은 NF-κB와 DNA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억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B

C D

Fig. 6.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 (Mx)에 의한 IκB의 인산
화와 가수분해, NF-κB의 핵이동, 그리고 NF-κB-DNA 결합활성에 미치는 효과.

RAW264.7 세포주를 각 추출물이 존재라는 조건에서 LPS (1 ㎍/㎖)로 활성화시켰다.
(A) 5분간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균질액을 전기영동하고 IκBα의 인산화 정도를 phosphorylated IκBα의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ting으로 분석하였다. 전기영동에 사용한 각 시료의 단백질 농도의 표준화는 act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B) 5분간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균질액을 전기영동하고 IκBα의 분해 정도를 IκBα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ting으로
분석하였다. 전기영동에 사용한 각 시료의 단백질 농도의 표준화는 act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였다.
(C) 2시간 동안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세포질 (CF)과 핵 균질액 (NE)을 분리하였다. 각 시료 (50 ㎍ 단백질)를
전기영동하고, NF-κB의 핵이동 정도는 p65의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분석하였다.
(D) RAW264.7 세포주를 LPS (1 ㎍/㎖)로 2시간 활성화시키고 핵 균질액을 분리하였다. 핵 균질액에 牧丹皮 (PS)와 桃仁의
추출물 (PP), 그리고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 (Mx)을 첨가하고 상온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32
P로 표식된 probe를 첨가하

고 20분간 반응을 더 시켰다. 반응물에 존재하는 NF-κB의 DNA 결합활성을 electrophoresis mobility shift analysis로 분석하였
다. NF-κB의 특이적 DNA 결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량 (hot probe의 100배 농도의 cold probe)의 cold probe를 사용하였다.



116 김영일, 이성준, 허 진, 이태형, 신동근, 이재철, 신용서, 윤용갑

Ⅳ. 考 察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을 사멸시키

거나 탐식작용을 통하여 제거하는 일차 면역세포

이며, 이러한 대식세포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 세

포벽의 구성물질인 Lipopolysaccharide(LPS) 등과

같은 면역활성제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LPS에 의

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세는 인터루킨-1 베타

(interleukine-1 beta, IL-1β), 종양괴사인자 알파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와 같은 사

이토카인이나, nitric oxide(NO) 혹은 프로스타그

란딘 등의 염증 중재물질을 다량 생성한다. 이들

물질은 대식세포의 방어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지만, 대식세포의 활성화가 지속적이고 장기

적으로 유지되면 이들 사이토카인이나 염증 중재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염증반응이 지속되거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일으

켜 관절염, 동맥경화 혹은 패혈증 등의 염증성 질

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8)
.

이러한 cytokines의 발현은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NF)-κB의 활성에 의해 조절되는데, NF-κ

B는 염증물질을 전사단계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염증과정의 세포 내 중재자이다. 핵 전사인자인

NF-κB는 박테리아의 LPS, 사이토카인, 그리고

viral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 자극원에 의해

활성화 된다
54)
. LPS 등에 의해 대식세포의 Toll-like

receptor에 결합하면 IκB kinase를 활성화하여 Iκ

B를 인산화하고, ubiquitination을 거쳐 proteosome

이라는 단백질가수분해효소에 의하여 분해된다.

이 결과 p50/p65는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되고

다양한 유전자의 promoter에 있는 NF-κB 결합

부위에 결합하여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현

된다
37-38)

. 따라서 NF-κB를 억제하는 약물은 과다

한 염증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함으로 만성 염

증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

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면역억제제로는 cyclosporine,

azathioprine 및 dexamethasone 등이 있으며 각기

다르지만 면역기전 억제라는 공통된 작용을 나타

낸다. Dexamethasone은 면역세포의 작용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cyclosporine

은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며, azathioprine은 핵

산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약물 중에 dexamethasone이 가장 보편화된 면역억

제 약물로 관절염이나 패혈증 등의 면역질환 치료

제로 사용되고 있다
39-48)

.

牧丹皮는 목단의 뿌리껍질로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낙엽 활엽수이며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속의 딱딱한 부분을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리는데 解熱, 鎭痛, 消炎 등의 효능이 있고 瘀血

을 풀어주는 藥劑로 알려져 있다
1,18)

.

복숭아의 씨인 桃仁 역시 消炎作用 및 祛瘀作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B17이라고도

불리는 amygdalin과 cyanogenic glycosides, sterol,

emulsin등을 함유하고 있다
1-18)

.

Amygdalin의 분해산물인 시안산은 세포보호 효

소인 로다아제의 농도가 옅은 암세포에 선택적인

독작용을 하여 결국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

는 항암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牧丹皮와 桃仁을 韓醫學的

으로 急慢性 盲腸炎, 急慢性 骨盤 內 炎症 或은

急慢性 子宮炎症 等의 治療에 응용하여 오고 있다
2-10)

. 그러나 아직까지 炎症과 關聯된 仲介者들의

生成에 關與된 牧丹皮와 桃仁의 生物學的, 藥理學

的 효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며, 뿐 아니라

이들 약물의 配合抽出物을 사용할 때 나타낼 수

있는 상승 효능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全無한 상

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牧丹皮와 桃仁의 효능을

細胞水準에서 확인하고, 抗炎症 作用기전을 규명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RAW264.7 세포

에서 NO의 생성과 iNOS 유전자 발현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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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세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억제

할 수 있는 方劑學的 配合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牧丹皮와 桃仁 配合추출물의

염증억제 기전은 iNOS의 발현을 전사단계에서 억

제함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생쥐 복강 대식

세포에서 NO, TNF-α및 IL-1β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RAW264.7 세포주는 물론 생쥐 복강 대식세포 에

서도 NO, IL-1β 및 TNF-α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항염증 약물 配合임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에 의한 NF-κ

B와 iNOS 프로모터 활성 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NF-κB

의 활성을 억제하여 iNOS 유전자의 전사 활성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L-1β과 TNF-α의

발현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牧丹皮, 桃仁 및 配合추출물이 LPS에 의한 NF

-κB의 핵 이동, IκBα의 인산화 및 분해와 DNA

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LPS를 처리한

세포의 핵균질액은 강한 NF-κB-DNA의 결합활성

을 보였고, 이러한 결합력은 牧丹皮와 桃仁각각의

추출물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牧丹皮

와 桃仁의 配合추출물은 NF-κB-DNA의 결합활성

을 강하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牧丹皮와

桃仁이 配合되는 과정에서 두 한약제에 존재하는

특이한 성분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염증억제 효능 물질을 생성하였을 것이란 것을 암

시하고 있다. 이들 한약재의 配合추출물이 나타내

는 이 같은 효능은 두 약제를 配合하여 추출하는

과정에 강한 항염효능을 나타내는 새로운 약리 성

분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方劑學的으

로 구성된 處方은 다양한 한약재료를 혼합하여 煎

湯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煎湯과정에서 새

로운 약리효능을 갖는 다양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한

의학 원전 기술에 생물학적 기술을 접목하여 한의

학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LPS로 활

성화시킨 대식세포에서 NO, IL-1β 그리고 TNF-α

와 같은 사이토카인 및 면역 중재물질 등의 생성

에 미치는 牧丹皮와 桃仁의 효능은 물론 이들 두

약물의 配合抽出物 使用時 抗炎症 억제 효능의 상

승효과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들 약물의

염증억제효능이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을 분자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보아 牧丹皮와 桃

仁의 配合추출물은 强한 炎症抑制效果가 있고, 이

러한 配合은 염증성 질환을 더욱 效果的으로 치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方劑學的 원

리에 의하여 구성된 약물의 配合이 單味의 효능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으로 이 분

야에 대한 좀더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牧丹皮 桃仁및 配合 抽出物에 의한 炎症 抑制

效能 및 調節機轉에 對하여 細胞內 炎症 誘發과

연계된 媒介因子인 Nitric-Oxid, IL-1β, iNOS,

TNF-α 와 그 因子들을 調節하는 調節因子인 NF-

κB의 活性 調節과 그 作用機轉을 觀察한 바 다음

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牧丹皮와 桃仁의 各各의 單一 抽出物은

lipopolysachride에 의해 活性化된 대식세포 주

인 Raw264.7 細胞와 생쥐의 복강대식 細胞에서

Nitic Oxide의 生成과 iNOS, IL-1β, 및 TNF-

α등의 發現을 部分的으로 抑制하였으나, 牧丹皮

와 桃仁의 配合 추출물이 더욱 效果的으로 이

들 炎症性 因子들의 發現과 生成을 抑制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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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牧丹皮와 桃仁의 單一 抽出物은 NF-κB의 活性

化를 部分的으로 抑制 하였으나, 두 牧丹皮와

桃仁의 配合 추출물이 NF-κB의 活性化를 强하

게 抑制 하였다.

3. 牧丹皮와 桃仁의 單一 抽出物과 配合 抽出物에

의한 NF-κB의 核移動 抑制 效果는 비슷한 水

準으로 나타났으나, NF-κB의 DNA와 結合 活

性에 對한 抑制 效果에서는 牧丹皮, 桃仁 配合

추출물이 각각의 單一 抽出物 보다 훨씬 强하

였다.

이 같은 效果는 牧丹皮와 桃仁을 配合하여 煎

湯하는 過程에서 NF-κB와 DNA의 結合을 抑制

하는 새로운 機轉이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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