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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Gamijipaesan Extracts against Mastitis Induced by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in a Rat Model through Anti-inflammatory and Antibacterial Effects

Ji-Myung Kwon, Dong-Chul Kim
Dept. of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protective effect of Gamijipaesan 
aqueous extracts(GJS),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Korean medicine in obstetrics 
& gynecological fields as anti-infectious and anti-inflammatory agents, against mastitis 
induced by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in a rat model through antibacterial, anti- 
inflammatory, immunomodulatory, and anti-oxidant effects.

Methods: Antibacterial activities of GJS against S. aureus were detected using standard 
agar microdilution methods, with the effects on the bacterial invasion and intracellular killing 
of individual test materials in human mammary gland carcinoma cell(MCF-7) and murine 
macrophages(Raw 264.7) at MIC1/2, MIC and MIC2 concentration levels. In addition, the 
effects on the cell viability, nitric oxide(NO), tumor necrosis factor(TNF)-α and interleukin 
(IL)-6 productions of LPS activated Raw 264.7 cells. The changes on the mammary tissue 
viable bacterial numbers, myeloperoxidae(MPO), inducible nitric oxide synthetase(iNOS), 
TNF-α and IL-6 contents were observed in the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 model. The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were compared with ciprofloxacin 
and piroxicam, respectively in the present study. 

Results: MIC of GJS and ciprofloxacin against S. aureus were detected as 0.860±0.428 
(0.391-1.563) mg/ml and 0.371±0.262(0.098-0.782) μg/ml, respectively. In addition, GJS and 
ciprofloxacin were also showed marked dosage-dependent inhibition of the both bacterial 
invasion and intracellular killing assays using MCF-7 and Raw 264.7 cells at MIC1/2, MIC 
and MIC×2 concentrations, respectively. ED50 against LPS-induced cell viabilities and NO, 
TNF-α and IL-6 releases of GJS were detected as 0.72, 0.04, 0.08 and 0.11 mg/ml, and as 
19.04, 4.18, 5.37 and 4.27 μg/ml in piroxicam, respectively. 250 and 500 mg/kg of GJS also 
inhibit the intramammary bacterial growth, MPO, iNOS, TNF-α and IL-6 contents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ed rats, respectively. GJS 500 mg/kg showed quite 
similar antibacterial and anti-infectious effects as compared with ciprofloxacin 40 mg/kg 
and also showed similar anti-inflammatory effects as piroxicam 10 mg/kg,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models.

Conclusion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suggest that over 250 mg/kg of GJS 
showed favorable anti-infectious effects against S. aureus infection in a rat model through their 
antibacterial, anti-inflammatory, immunomodulatory and anti-oxidant effects and therefore 
expected that GJS can be used as alternative therapies, having both anti-inflammatory and 
anti-infectious activities. However, more detail mechanism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future 
with the efficacy tests of individual herbal composition of GJS and the screening of the biological 
active compounds in individual herbs. In the present study, GJS 500 mg/kg showed quite similar 
anti-infectious effects were detected as compared with ciprofloxacin 40 mg/kg treated rats, and 
also GJS shows quite similar anti-inflammatory effects as compared with piroxicam 10 mg/kg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s, but ciprofloxacin did not showed any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piroxicam did not showed anti-infectious effec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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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성의 유방염은 Staphylococcus aureus

를 비롯한 다양한 균의 감염으로 인해 발

생하는데, 유방 종괴, 통증  발진 등의 

국소증상과 38.5℃ 이상의 발열, 피로, 몸

살  두통 등의 신증상이 동반될 때 

진단할 수 있고, 임상 으로 크게 비수

유기와 수유기를 구분하지만 수유 인 

임산부에게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그 유

병율은 수유방법과 수유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찰된다1,2).

S. aureus는 그람양성의 균으로 최근 

ciprofloxacin
3)
을 비롯한 항균제 내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메치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 

aureus, MRSA)은 세계 으로 증의 

질병과 사망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성 세

균이다4-7).

한, 표 인 NSAIDs인 piroxicam

은 궤양 등의 부작용이 여 히 문제시 

되고 있고8), 과도한 염증반응도 인체에 

치명 인 결과를 래 할 수도 있으므로 

항염효과가 우수하면서 상 으로 부작

용이 은 천연물 신약 개발 련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9,10)

.

한의학에서는 乳癰, 乳疽, 乳發, 乳癧 

 乳癆 등의 병증이 유방염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11)
, 그  乳癰은 “核久乃作

痛 外腫 硬 手不可近 之乳癰”12)이라 

하여 유방의 紅腫 硬疼痛 등의 국소증

상과 煩渴 嘔吐 增寒 發熱 頭痛 腋窩淋

巴線腫瘡13-21)등의 신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吹乳, 妬乳, 奶瘡, 發乳  乳毒
12,15)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加味芷貝散은 <萬病回春>22)에 처방명 

없이 약물만 처음 기재되었고, 처방명은 

<東醫寶鑑>20)에 처음 기술되었으며, 주로 

여성 유방의 염증성, 감염성 질환에 다용

된 처방으로 다양한 문헌  연구, 실험  

연구  임상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

으나23-30) 항생제와 NSAIDs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효능에 한 자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加味芷貝散의 유선염

에 한 항균, 항염효과를 세 하게 알

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S. aureus 세균주를 이

용하여 MIC를 측정한 후 사람 유방암상

피세포 유래인 MCF-7 세포와 murine 

macrophage 세포주인 Raw 264.7 세포에서 

S. aureus 침투율과 GJS의 탐식세포내 사

멸효과를 통한 항균력을 평가하 고, LPS

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세포 

생존율, NO, TNF-α  IL-6 등의 분비

를 분석하여 항염  염증 련 cytokine

의 발 에 한 향을 평가하 으며, S. 

aureus을 유방 조직내 감염시킨 rat에서 

조직내 생균수, 유방조직내 MPO, iNOS, 

TNF-α  IL-6 함량 변화를 각각 찰

함으로써 加味芷貝散의 항균  항염 효

과를 평가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  험

1. 재  료

1) 약  재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약재는 제천한

방약 (제천, 한국)에서 구입하고 엄선

하여 사용하 다.

2) 실험액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加味芷貝散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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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방약합편
31)
에 하 으며 그 내

용과 분량은 다음 표와 같다. 加味芷貝散

의 구성 약제 2첩 분량(67.5 g)을 정제수 

1000 ml에 혼합하여 80℃에 3시간 동안 

3번 가열 추출한 후 동결 건조시켜 총 

14.63 g(수율 21.67%)의 갈색의 加味芷

貝散 물 추출물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

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20℃의 냉장고에 

보  후 실험에 사용한 반면에 ciprofloxacin

과 piroxicam은 4℃의 냉장고에 보 한 

후 사용하 고, 동결건조 추출물은 사용

한 용매인 증류수에 50 mg/ml의 농도까

지 비교  잘 용해되었으며, ciprofloxacin 

 piroxicam은 각각 4 mg/ml  1 mg/ml

까지 비교  잘 용해되었다(Table 1).

Korean 
name

Herbs
Amounts 

(g)

白芷
Angelicae Dahuricae 

Radix
3.75

貝母 Fritillariae Bulbus 3.75

天花粉 Trichosanthes Radix 3.75

金銀花 Lonicerae Flos 3.75

皂角刺 Gleditsiae Spina 3.75

穿山甲
(土炒)

Manitis Squama 3.75

當歸尾
Angelicae Gigantis 

Radix
3.75

瓜蔞仁 Trichosanthes Semen 3.75

甘草節 Glycyrrhizae Radix 3.75

Total 9 types 33.75

Table 1. Composition of Gamijipaesan 
Used in This Study

3) 균주, 세포주  배지

S. aureus ATCC 25923(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Center, VA, USA)은 

동결건조 상태에서 BHI 배지에 녹인 후 

BHI agar에 2-3회 계 배양한 후 사용

하 으며, MH agar 는 broth에서 유

지시켰다. 한 사람 유방암상피세포 유

래인 MCF-7 세포  murine macrophage 

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각각 한국세

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MCF-7 

세포는 10% FBS가 첨가된 RPMI 1640

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계 배양하여 유지하 으며, Raw 264.7 

세포는 DMEM에 10% FBS,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을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실험과정의 모

든 cell은 80-90%의 confluence에서 실험

하 고, 20 passages를 넘기지 않은 cell만 

사용하 다.

4) 실험동물의 사양  리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실험동물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32)"  구한의 학교 실험동물

윤리 원회의 기 에 하여 취 하

다.

280 마리의 임신 암컷 Sprague-Dawley 

rat(9-wks old upon receipt, body weight 

170-180 g; SLC, Japan)를 임신 14일에 

구입하여 7일간의 순화과정을 거쳐 실험

에 사용하 으며, 순화과정  실험  

기간동안 온도(20-25℃)와 습도(30-35%)

가 조 된 무균 사육실에서 polycarbonate 

사육상자에 5마리씩 수용하여 사육하

고, 명암 주기(light : dark cycle)는 12

시간 주기로 조 하 으며, 멸균 사료

(Samyang, Korea)와 멸균 증류수는 자

유롭게 공 하 다. 

5) 시약  기기

배지  시약으로 사용된 BHI, MH 

agar  broth, DMEM은 Difco(M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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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구입하 으며, MTT, LPS, 

조약물인 ciprofloxacin hydrochloride는 

Hangzhou Tacon Co.(China)에서, piroxicam

은 Aldrich-Sigma(MO, US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다. 한 96 well plate

는 Greiner(Germany)에서 구입하 으며, 

MPO, iNOS 측정 kit, TNF-α와 IL-6의 

ELISA Kit는 BD Biosciences/Pharmingen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이외 부분의 시약은 Aldrich-Sigma(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방  법

1) 항균활성의 측정

 (1) 생균수의 측정

정확한 흡 도(Optical Density; OD)

와 세균수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정량 평 법(Quantitative Plating Methods, 

Standard Plate Count)을 이용하여 균수를 

측정하 다33). S. aureus를 spectrophotometer 

(Milton Roy Spectronic 20D; Milton Roy 

Company, PA, USA)를 이용하여 600 nm 

(OD600)에서의 흡 도를 0.5 Mcfarland 

standard와 같은 탁도로 조정한 다음, 균

액을 10, 10
2
, 10

3
  10

4
배 등으로 단계희

석하여 균의 농도가 1×104 CFU/ml이 되

도록 만들어 MH agar에 종하여 37℃, 

10% CO2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조

직배양 시에 형성된 집락(colony) 수를 

희석된 순서 로 OD와 비교하 다. 0.5 

Mcfarland standard 탁도는 1.175% barium 

chloride dihydrate(BaCl2·2H2O) 0.05 ml

와 1% sulfuric acid(H2SO4) 9.95 ml을 

혼합하여 비하 다
34)
. 

 (2) 항균활성도 측정

GJS의 S. aureus에 한 최소 지농도

를 표  액체배지 희석법
35)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GJS를 25 mg/ml의 농

도로 멸균증류수에 용해시킨 다음 계단식

으로 배수 희석하여 25, 12.5, 6.25, 3.125, 

1.563, 0.782, 0.391, 0.195, 0.098  0 mg/ml 

등의 총 10 가지 농도를 비하고 각각 

멸균된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한 

뒤, 여기에 S. aureus의 단일집락을 MH 

broth배지에 종한 지 48시간 후 OD600

을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여 1.5×106 

cell이 들어가도록 비한 cell suspension 

100 μl를 분주한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하 다. Ciprofloxacin도 25 μg/ml의 

농도로 멸균증류수에 용해시킨 다음 계

단식으로 배수 희석하여 25, 12.5, 6.25, 

3.125, 1.563, 0.782, 0.391, 0.195, 0.098  

0 μg/ml 등의 총 10 가지 농도를 비하

고 동일한 방법으로 bacteria suspension 

(1.5×106 CFU/ml)을 첨가한 후 37℃에

서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Pfaller et al.
33)

의 방법에 따라 MIC는 각각의 growth 

control well(시료를 첨가하지 않고 균만 

배양한 well)과 시료가 함유된 well의 S. 

aureus의 성장을 육안 으로 비교 찰

하여 균의 생장 억제가 나타나는 최소 

농도로 결정하 고, 모든 실험은 5회 반

복하 다.

 (3) 세포내 세균 사멸효과 측정

S. aureus에 한 세포내 세균 사멸효

과는 Cuffini et al.36)의 방법에 따라 murine 

macrophage 세포 주인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즉, 24 well plate

에 Raw 264.7 세포(106 cells/well)를 배

양한 4%의 heat-inactivated adult horse 

serum을 포함한 DMEM/F12 배지 1 ml

를 분주한 다음 2×107 CFU의 S. aureus

를 첨가하고, 37℃, 5% CO2 조건하에 30

분간 배양하여 탐식을 진시켰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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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1/2 농도의 Ciprofloxacin(0.186 μg/ml), 

MIC1/2(0.430 mg/ml), MIC(0.860 mg/ml), 

MIC×2(1.720 mg/ml)의 GJS등을 각각 

첨가하고, 37℃, 5% CO2 조건하에 6시간 

배양한 다음 세포만 수집하여 PBS로 세

척한 뒤 5 mg/ml의 lysostaphin을 처리

하여 세포막 는 세포 밖에 부착된 세

균을 사멸시키고, Raw 264.7 세포들을 멸

균 증류수로 용해시킨 다음 생균수를 각

각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배양 well을 감염 조군

으로 사용하여 세포내 세균 사멸 효과를 

평가하 다

 (4) 상피세포내 세균 침투 해효과 

측정

S. aureus의 상피세포내 침투 해효

과를 Almeida et al.37)  Menzies and 

Kourteva38)의 방법에 따라 사람 유방암

상피세포 유래인 MCF-7 세포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즉, 24 well plate에 MCF-7 

세포를 37℃, 5% CO2 조건하에 5%의 FBS 

 1% 항진균제(penicillin, streptomycin 

 amphotericin B)가 포함된 DMEM/F12 

배지에 사용  20시간 동안 배양하고, 

사용 시 배양한 MCF-7 세포(2×10
4
 cells)

를 멸균 PBS로 3회 반복 세척한 다음 

2.1×109 CFU/ml의 S. aureus가 포함된 

DMEM/F12 배지 1 ml를 첨가하고 MIC1/2 

농도의 ciprofloxacin(0.186 μg/ml), MIC1/2 

(0.430 mg/ml), MIC(0.860 mg/ml), MIC×2 

(1.720 mg/ml)의 GJS를 각각 첨가한 다

음 37℃, 5% CO2 조건하에서 1시간 배

양하고 상층액을 제거하 다. 이후 멸균 

PBS로 3회 반복 세척한 다음 5 mg/ml

의 lysostaphin을 첨가하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시간 배양하여 세포외 세균

을 제거하 다. 처리가 완료된 MCF-7 

세포를 다시 멸균 PBS로 3회 반복 세척

한 다음 0.25% trypsin 처리하여 부유시

키고 0.025%의 Triton X-100이 포함된 

멸균 증류수로 세포를 용해시킨 다음 생

균수를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5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 으며, 추출물을 처

리하지 않은 배양 well을 감염 조군으

로 사용하여 상피세포내 침투 해효과

를 평가하 다.

2) In Vitro 항염 효과 측정

 (1) 세포생존율 측정

Raw 264.7 cell을 96 well plate에 

5×10
4
 cells/well로 분주한 다음 GJS를 

각각 농도별로 처치하여 세포의 생존율

을 구하 다. 즉, GJS를 10 mg/ml의 농

도로 멸균증류수에 용해시킨 다음 계단

식으로 배수 희석하여 10, 1, 0.1, 0.01  

0.001 mg/ml 등의 총 5가지 농도를 비

하고, piroxicam 역시 100, 10, 5, 2.5  

1.25 μg/ml 농도의 총 5가지 농도를 

비하여 각각 세포에 처리한 후에 37℃, 

5% CO2의 환경이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GJS 는 piroxicam 처리 1

시간 후 1 μg/ml 농도의 LPS를 다시 첨

가한 다음 37℃, 5% CO2하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생존세포에 0.1 mg/ml 농도의 

MTT 용액 50 μl를 첨가하고, 4시간 배

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s을 DMSO에 녹여 Automatic ELISA 

microplate reader(Huntsville, AL, USA)

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여 LPS 처리를 하지 않은 control에 

한 ratio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 으

며, 5회 반복실험을 거쳐 산출된 평균 수

치를 이용하여 세포의 생존율 감소를 

50% 억제하는 추출물의 ED50을 산출하

다. 



加味芷貝散의 포도상구균 감염 유방염에 한 항균활성  항염 효과

6

 (2) NO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주로부터 생성된 NO

의 양은 세포 배양액 에 존재하는 

NO2
-
의 형태로서 Griess 시약을 이용하

여 측정하 다. 즉, 세포배양 상등액 50 

μl와 Griess시약(1% sulfanilamide in 5% 

phosphoric acid + 1% α-naphthylamide 

in H2O) 50 μl를 96 well plates에 혼합

하고 암실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Automatic ELISA microplate 

read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NO2
-의 

농도는 sodium nitrate를 희석하여 흡

도를 측정하여 표  곡선을 얻었다. 실

험결과는 무처치 control에 한 ratio로 

NO 생성량의 변화를 표시하 으며, 5회 

반복실험을 거쳐 산출된 평균 수치를 이

용하여 각각의 추출물이 NO 생성량을 

50% 억제하는 ED50를 산출하 다.

 (3) Cytokine 생성량 측정

TNF-α  IL-6 생성량을 측정하기 

하여 6 well plate에 5×105 cells/ml를 

분주하고, GJS 는 piroxicam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1시간 후에 LPS 

1 μg/ml를 처리하 다. LPS 처치 12시간 

후 배지를 수거하고, 각각의 TNF-α  IL-6 

ELISA Kit를 이용하여 manufacturer‘s 

instruction에 따라 함량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는 무처치 control에 한 ratio

로 TNF-α  IL-6 생성량의 변화를 표

시하 으며, 5회 반복실험을 거쳐 산출된 

평균 수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cytokine에 

한 증가를 50% 억제하는 추출물의 농

도인 ED50를 산출하 다.

4) In Vivo 항염효과 측정

 (1) 실험동물의 감염  식별

분만 72시간 후 240마리에 S. aureus 

유방내 감염을 실시하 으며, 나머지 40

마리는 감염을 실시하지 않은 정상 조

군으로 사용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picric 

acid로 개체를 식별하 다.

 (2) 실험군 분리  약물의 투여

실험동물은 군당 8마리씩 7개의 그룹

으로 구분하 다(Table 2). 즉, S. aureus 

유방내 감염 신 PBS을 주입한 정상 

조군, S. aureus 유방내 감염 후 멸균 

증류수 투여한 감염 조군, S. aureus 

유방내 감염 후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 S. aureus 유방내 감염 후 piroxicam 

10 mg/kg 투여군, S. aureus 유방내 감염 

후 GJS 125, 250  500 mg/kg 투여군 

등의 7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실험하

다. GJS 정량을 각각 멸균 증류수에 용

해시켜 동물 체  kg당 10 ml의 용량으

로 S. aureus 유방내 감염 24시간 후부터 

6시간 간격으로 속제 Zonde가 부착된 

5 ml 주사기(syringe)를 이용하여 2회 강

제 경구 투여 하 다. 한 ciprofloxacin

은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켜 S. aureus 감

염에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진 40 mg/kg39)을 S. aureus 유방내 감염 

24시간 후부터 6시간 간격으로 2회 경구 

투여하 으며, piroxicam 역시 rat에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인 10 mg/kg40)을 

S. aureus 유방내 감염 24시간 후부터, 6

시간 간격으로 2회 경구투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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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est article/infections/Dose (mg/kg/day)

Normal(Intact) Non-infectious vehicle control rats, 10 ml/kg

Control(Infected)
S. aureus infected and then vehicle(distilled water) treated 
rats, 10 ml/kg

Reference
Ciprofloxacin S. aureus infected and then ciprofloxacin 40 mg/kg treated rats

Piroxicam S. aureus infected and then piroxicam 10 mg/kg treated rats

GJS

GJS125 S. aureus infected and then GJS 125 mg/kg treated rats

GJS250 S. aureus infected and then GJS 250 mg/kg treated rats

GJS500 S. aureus infected and then GJS 500 mg/kg treated rats

Table 2. Experimental Design Used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 Model

 (3) S. aureus 유방내 감염

Zhong et al.
41)
의 방법으로 S. aureus의 

유방내 감염을 실시하 다. 즉, 모든 실험

동물을 25 mg/kg의 Zoletile mixture(Zoletile 

50; Virbac Lab., France) 복강 주사로 마

취한 다음 좌우측 4번 젖꼭지를 95% ethanol 

소독한 다음 33-gauge needle이 부착된 주

사기를 이용하여 S. aureus 2×105 CFU/ml 

는 멸균 PBS 100 μl를 유 부 에 주

입하여 유방내 감염을 실시하 다. 유방

내 감염은 분만 72시간 후 실시하 으며, 

감염 24시간 후 GJS, ciprofloxacin  

piroxicam 등을 각각 투여하 고, 약물 

투여 1, 6, 12, 24  48시간 후 각각 군

당 8마리의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유방조

직을 채취하 다.

 (4) 생균수 측정

각 시간 별로 채취한 유방조직을 멸

균 PBS에 homogenize한 다음 5% sheep 

blood가 함유된 BHI agar에 분주하고, 

37℃에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형성된 

집락수를 측정하여 ㏒10CFU/g mammary 

tissue 단 로 생균수를 각각 측정하

다. 

 (5) 유방조직내 MPO 함량 측정

각 시간 별로 채취한 유방조직을 멸

균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고 주변 지방조

직을 제거하 다. 이후 Kavutcu et al.
42)
의 

방법으로 in 9 vols ice-cold 0.15 mol/l 

KCl  1.9 mmol/l EDTA가 함유된 용

액에서 homogenize하고, 상층액을 분리

하여 MPO 함량을 측정하 다. 즉, 유방

조직 내 단백질 함량은 Lowry et al.43)의 

방법으로 bovine serum albumin을 standard

로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MPO 함량은 

Gonen et al.44)의 방법에 따라 상업용 MPO 

detection Kit를 이용하여 tetramethyl 

benzidine(TMB, Vector Labs.)를 기질로 

이용하여 흡 도 450 nm에서 U/g protein 

단 로 측정하 다.

 (6) 유방조직내 iNOS 함량 측정

각 시간 별로 채취한 유방조직을 멸

균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고 주변 지방조

직을 제거하 다. 이후 Kavutcu et al.42)

의 방법으로 in 9 vols ice-cold 0.15 mol/l 

KCl  1.9 mol/l EDTA가 함유된 용액

에서 homogenize하고, 상층액을 분리하

여 iNOS 활성을 측정하 다. 즉, 유방조

직내 단백질 함량은 Lowry et al.
43)
의 방

법으로 bovine serum albumin을 standard

로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iNOS 함량은 

상업용 iNOS detection Ki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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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o et al.
45)
의 방법으로 흡 도 530 

nm에서 U/g protein 단 로 측정하 다. 

간단히 상층액을 0.6 ml의 반응용 완충액

(reaction buffer; 5 mmol/l MgCl2, 250 

mmol/l L-valine, 0.2 mol/l phosphate 

buffered saline, 480 μmol/l oxyhemoglobin 

and 30 mmol/LNADPH)과 cNOS 억제제

(6 mmol/l EGTA)와 37℃ 조건하에 15

분간 반응시킨 다음 10 mM/l EDTA와 

10 mmol/l HEPES 완충액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이후 형성된 화합물을 

흡 도 530 nm에서 측정하여 Lambert-Beer 

Law에 기 하여 U/mg protein 단 로 

측정하 다34).

 (7) 유방조직내 Cytokine 함량 측정

유방조직내 TNF-α  IL-6 함량은 

Zhu et al.46)의 방법에 하여 출한 유

방조직 homogenate 상층액에서 각각의 

TNF-α  IL-6 ELISA Kit를 이용하여 

manufacturer's instruction에 따라 함량

을 ng/ml mammary tissue 는 pg/ml 

mammary tissue 단 로 측정하 다.

4) 통계처리

모든 수치는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다 비교검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실시하 고, 분산동질성을 Levene 

test를 실시하여 검증 하 다. 등분산일 

경우,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한 다

음 LSD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군

간의 유의성을 측정하 다. 비등분산일 

경우에는 비모수 검증인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

에는 MW test를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

성을 검증하 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Release 14.0 K,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p-value

가 0.05 이하인 경우 통계  유의성을 인

정하 다. 한 감염 조군의 감염 

는 염증의 정도를 악하기 하여 정상 

조군과 감염 조군의 % change를 아

래의 공식[1]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투여 물질의 항균 는 항염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하기 하여 투여군과 유발 

조군과의 % change를 아래의 공식[2]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QUATION [1]. % Changes as 

compared with intact control 

= [(Data of induced control - Data 

of intact control)/Data of intact control] 

× 100

EQUATION [2]. % Changes as 

compared with induced control 

= [(Data of treatment groups - Data 

of induced control)/Data of induced 

control] × 100

Ⅲ. 결  과

1. GJS의 in Vitro 항균활성 효과

1) 항균 활성도(MIC)

S. aureus에 한 MIC를 표  액체배

지 희석법으로 평가한 결과 GJS는 0.860 

±0.428(0.391-1.563) mg/ml로 찰되었고 

ciprofloxacin은 0.371±0.262(0.098-0.782) 

μg/ml로 찰되었다(Table 3).

Test materials MIC Ranges

GJS (mg/ml) 0.860±0.428 0.391-1.563

Ciprofloxacin 
(μg/ml)

0.371±0.262 0.098-0.782

Table 3. MIC against S. aureus Detec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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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내 세균 사멸효과 

MIC1/2, MIC  MIC×2 등 각각의 

농도의 GJS와 MIC1/2 농도의 ciprofloxacin

은 감염 조군에 비해 Raw 264.7 내 생

균수를 각각 -79.97, -50.07, -67.38  

-76.99% 등의 용량 의존 인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다(p<0.01, Fig. 1). 

Fig. 1. Results of Intracellular Killing 
Assay against S. aureus on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by LSD test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cell
MIC1/2 ciprofloxacin = 0.186 μg/ml
MIC1/2 GJS = 0.430 mg/ml
MIC GJS = 0.860 mg/ml
MIC×2 GJS = 1.720 mg/ml

3) 상피세포내 세균 침투 해효과

MIC1/2, MIC  MIC×2 등 각각 농

도의 GJS와 MIC1/2 농도의 ciprofloxacin

은 감염 조군에 비해 MCF-7 cell 내 

생균수를 각각 -81.49, -51.30, -67.64  

-76.95% 등의 용량 의존 인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다(p<0.01, Fig. 2). 

Fig. 2. Results of Bacterial Invasion 
Assay against S. aureus on MCF-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by LSD test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cell

2. GJS의 in Vitro 항염 효과

1) LPS 처리 세포생존율의 변화

 (1) Piroxicam 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

에 비해 -42.00%의 세포생존율이 인정되었

고, piroxicam 1.25, 2.5, 5, 10  100 μ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10.34, 22.41, 36.55, 52.41  

65.52%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piroxicam 

2.5 μ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 용량 

의존 으로 유의한 세포생존율 증가가 나

타나 LPS처리에 의한 세포생존율 감소에 

한 piroxicam의 ED50가 19.04 μg/ml로 

산출되었다(Fig. 3).

 (2) GJS가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에 

비해 -43.40%의 세포생존율이 인정되었

고, GJS 0.001, 0.01, 0.1, 1  10 m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4.24, 30.74, 36.04, 53.36  

65.37%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GJS 0.01 

m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부터 용

량 의존 으로 유의한 세포생존율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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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나타나 LPS처리에 의한 세포생존율 

감소에 한 GJS의 ED50가 0.72 mg/ml

로 산출되었다(p<0.01, Fig. 4).

Fig. 3. Effects of Piroxicam on the Cell 
Viability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piroxicam 
0 μg/ml treated group

Fig. 4. Effects of GJS on the Cell 
Viability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GJS 
0 μg/ml treated group

2) LPS 처리 NO 생성량의 변화

 (1) Piroxicam이 NO 생성량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

에 비해 458.60%의 NO생성량의 변화가 

인정되었고, piroxicam 1.25, 2.5, 5, 10  

100 μ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35.98, -40.60, -52.35, 

-65.81  -80.06%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piroxicam 1.25 μg/ml 이상의 농도 처리

군에서부터 용량 의존 으로 유의한 NO 

생성량의 감소가 나타나 LPS처리에 의한 

NO 생성량의 증가에 한 piroxicam의 

ED50가 4.18 μg/ml로 산출되었다(p<0.01, 

Fig. 5).

Fig. 5. Effects of Piroxicam on the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piroxicam 
0 μg/ml treated group

 (2) GJS가 NO 생성량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

에 비해 461.60%의 NO생성량의 변화가 

인정되었고, GJS 물출물 0.001, 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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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m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27.56, -46.58, 

-55.34, -65.49  -79.49%의 변화가 나타

났는데 GJS 0.001 m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부터 용량 의존 으로 NO생

성량의 감소가 나타나 LPS처리에 의한 

세포생존율 감소에 한 GJS의 ED50가 

0.04 mg/ml로 산출되었다(p<0.01, Fig. 6).

Fig. 6. Effects of GJS on the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GJS 
0 μg/ml treated group

3) LPS 처리 TNF-α 생성량의 변화

 (1) Piroxicam이 TNF-α 생성량에 미

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

에 비해 1473.40%의 TNF-α 생성량의 변

화가 인정되었고, piroxicam 1.25, 2.5, 5, 

10  100 μ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28.40, -41.13, 

-53.63, -59.81  -79.05%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piroxicam 1.25 μ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부터 용량 의존 으로 유

의한 TNF-α 생성량의 감소가 나타나 LPS

처리에 의한 TNF-α 생성량의 증가에 

한 piroxicam의 ED50가 5.370 μg/ml로 

산출되었다(p<0.01, Fig. 7).

Fig. 7. Effects of Piroxicam on the 
TNF-α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piroxicam 0 μg/ml treated group

 (2) GJS가 TNF-α 생성량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에 

비해 461.60%의 TNF-α생성량의 감소가 

인정되었고, GJS 물출물 0.001, 0.01, 0.1, 

1  10 m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24.09, -32.90, 

-51.22, -63.23  -85.05%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GJS 0.001 m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부터 용량 의존 으로 TNF-α

생성 감소가 나타나 LPS처리에 의한 

TNF-α생성에 한 GJS의 ED50가 0.08 

mg/ml로 산출되었다(p<0.01,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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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GJS on the TNF-α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GJS 
0 μg/ml treated group

4) LPS 처리 IL-6 생성량의 변화

 (1) Piroxicam이 IL-6 생성량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

에 비해 2260.80%의 IL-6 생성량의 변화

가 인정되었고, piroxicam 1.25, 2.5, 5, 10 

 100 μ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25.66, -44.24, 

-53.98, -66.24  -89.04%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piroxicam 1.25 μ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부터 용량 의존 으로 유

의한 IL-6 생성량의 감소가 나타나 LPS

처리에 의한 IL-6 생성량의 증가에 한 

piroxicam의 ED50가 4.270 μg/ml로 산출

되었다(p<0.01, Fig. 9).

Fig. 9. Effects of Piroxicam on the IL-6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nd c(p<0.05)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piroxicam 0 μg/ml treated group

 (2) GJS가 IL-6 생성량에 미치는 향

LPS 단독 처리군은 정상군(무처리군)

에 비해 2310.00%의 IL-6생성량의 변화

가 인정되었고, GJS 물출물 0.001, 0.01, 

0.1, 1  10 mg/ml 등의 농도 처리군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17.93, 

-27.32, -49.53, -66.13  -86.02%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GJS 0.001 mg/ml 이

상의 농도 처리군에서부터 용량 의존

으로 IL-6 생성 감소가 나타나 LPS처리에 

의한 IL-6 생성에 한 GJS의 ED50가 

0.11 mg/ml로 산출되었다(p<0.01,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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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of GJS on the IL-6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b(p<0.01) and c(p<0.05)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t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LPS 1 μg/ml and then GJS 
0 μg/ml treated group

3. GJS의 In Vivo 항염효과

1) 유방조직내 생균수의 변화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 GJS 

250  500 mg/kg 투여군에서 조군에 

비해 모든 시간 (약물 투여 종료 후 1, 

6, 12, 24  48 시간 후)에서 유방 조직

내 생균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에 

piroxicam  GJS 125mg/kg 투여군에서

는 감염 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p<0.01, Table 4).

감염 조군에 비해 각 투여군의 약물

투여 종료 후 모든 시간 에서 유방조직

내 생균수의 감소 비율은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이 -42.92, -52.81, -70.17, -69.77 

 -73.34% 등, piroxicam 10 mg/kg 투

여군이 3.71, 2.70, 4.27,3.13  2.87% 등, 

GJS 125 mg/kg 투여군이 -7.34, -5.16, 

-6.82, -3.44  -5.06% 등, GJS 250 mg/kg 

투여군이 -18.58, -29.51, -30.90, -38.14  

-34.99% 등, 500 mg/kg 투여군이 -48.24, 

-53.45, -58.01, -56.70  -68.61%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

Groups
Time after end of administration (hrs)

1 6 12 24 48

Control 7.31±0.96 6.29±1.40 5.50±1.01 3.92±0.54 3.44±0.77

Ciprofloxacin 40 mg/kg 4.17±0.90a 2.97±0.71a 1.64±0.80a 1.19±0.58a 0.92±0.54a

Piroxicam 10 mg/kg 7.58±0.54 6.46±0.97 5.74±0.49 4.04±0.89 3.54±0.95

GJS

125 mg/kg 6.77±0.81 5.97±0.69 5.13±0.88 3.79±1.08 3.26±0.62

250 mg/kg 5.95±0.72a 4.44±1.36a 3.80±0.76a 2.43±0.61a 2.23±0.49a

500 mg/kg 3.78±1.11a 2.93±0.65a 2.31±0.66a 1.70±0.89a 1.08±0.34a

Values are expressed Mean±SD of eight rat mammary tissues, ㏒10CFU/g of mammary tissues
a(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by LSD test.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and then vehicle(distilled water) treated rats, 10 ml/kg

Table 4. Changes on the Viable Bacteria Numbers after Ciprofloxacin, Piroxicam or 
GJS Treatment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s

2) 유방조직내 MPO 함량의 변화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 GJS 

250  500 mg/kg 투여군에서 조군에 

비해 모든 시간 (약물 투여 종료 후 1, 

6, 12, 24  48 시간 후)에서 유방 조직

내 MPO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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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iroxicam  GJS 125 mg/kg 투여군

에서는 감염 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

가 나타나지 않았다(p<0.01, Table 5).

감염 조군에 비해 각 투여군의 약물

투여 종료 후 모든 시간 에서 유방조직

내 MPO 함량의 감소 비율은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이 -5.62, -7.26, -3.04, 

-5.83  -0.56% 등, piroxicam 10 mg/kg 

투여군이 -35.10, -35.83, -31.90, -22.27  

-21.67% 등, GJS 125 mg/kg 투여군이 

-8.01, -9.00, -10.67, -7.51  -7.55% 등, 

GJS 250 mg/kg 투여군이 -25.25, -23.45, 

-17.62, -16.83  -15.62% 등, 500 mg/kg 

투여군이 -35.59, -35.01, -33.10, -24.85  

-21.31%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Groups
Time after end of administration (hrs)

1 6 12 24 48

Normal 2.80±0.88 2.82±0.79 2.81±0.95 2.80±0.83 2.99±1.10

Control 7.41±1.06a 6.80±1.31a 6.49±0.98a 5.94±0.95a 5.58±0.62a

Ciprofloxacin 40 mg/kg 7.00±1.12a 6.31±0.91a 6.30±1.63a 5.61±0.98a 5.55±0.53a

Piroxicam 10 mg/kg 4.81±0.97ab 4.37±1.06ab 4.42±0.79ab 4.63±1.23ab 4.37±0.98ab

GJS

125 mg/kg 6.82±0.96a 6.19±0.61a 5.80±0.77a 5.51±1.09a 5.16±0.96a

250 mg/kg 5.54±1.16ab 5.21±0.55ab 5.35±0.63ac 4.95±0.58ac 4.71±0.62ac

500 mg/kg 4.77±0.78ab 4.42±0.85ab 4.34±0.80ab 4.48±0.89ab 4.39±0.79ab

Values are expressed Mean±SD of eight rat mammary tissues, U/g protein.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LSD test
b(p<0.01) and c(p<0.05)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LSD test
normal group : Non-infectious vehicle control rats, 10 ml/kg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and then vehicle(distilled water) treated rats, 10 ml/kg

Table 5. Changes on the Mammary MPO Levels after Ciprofloxacin, Piroxicam or 
GJS Treatment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s

3) 유방조직내 iNOS 함량의 변화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 GJS 

250  500 mg/kg 투여군에서 조군에 

비해 모든 시간 (약물 투여 종료 후 1, 

6, 12, 24  48 시간 후)에서 유방 조직

내 iNOS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에 piroxicam  GJS 125 mg/kg 투여군

에서는 감염 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

가 나타나지 않았다(p<0.01, Table 6).

감염 조군에 비해 각 투여군의 약물

투여 종료 후 모든 시간 에서 유방조직내 

iNOS 함량의 감소 비율은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이 -5.75, -2.43, -2.62, -6.08 

 -3.87% 등, piroxicam 10 mg/kg 투여

군이 -37.24, -32.34, -28.93, -26.16  

-22.99% 등, GJS 125 mg/kg 투여군이 

-6.47, -10.97, -1.50, -4.79  -5.57% 등, 

GJS 250 mg/kg 투여군이 -25.26, -22.70, 

-21.72, -18.05  -15.42% 등, 500 mg/kg 

투여군이 -35.67, -31.78, -29.68, -26.19  

-23.90% 등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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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ime after end of administration (hrs)

1 6 12 24 48

Normal 3.84±0.68 4.19±0.82 3.79±0.67 4.00±0.54 3.90±0.56

Control 9.22±1.70d 6.90±0.84a 6.02±0.89a 5.59±0.54d 5.20±0.42d

Ciprofloxacin 40 mg/kg 8.69±2.30d 6.73±0.94a 5.86±0.83a 5.25±1.07d 5.00±1.14e

Piroxicam 10 mg/kg 5.79±1.07df 4.67±0.56c 4.28±0.73c 4.13±0.52f 4.01±0.67f

GJS

125 mg/kg 8.62±1.70d 6.14±1.39a 5.93±1.12a 5.32±0.66d 4.91±0.59d

250 mg/kg 6.89±0.73df 5.33±0.64bc 4.71±0.72bc 4.58±0.49f 4.40±0.53f

500 mg/kg 5.93±0.95df 4.70±0.61c 4.23±0.80c 4.13±0.91f 3.96±0.71f

Values are expressed Mean±SD of eight rat mammary tissues, U/mg protein.
a(p<0.01) and b(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LSD test
c(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LSD test
d(p<0.01) and e(p<0.05)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f(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n-infectious vehicle control rats, 10 ml/kg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and then vehicle(distilled water) treated rats, 10 ml/kg

Table 6. Changes on the Mammary iNOS Activity after Ciprofloxacin, Piroxicam or 
GJS Treatment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s 

4) 유방조직내 TNF-α 함량의 변화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 GJS 

250  500 mg/kg 투여군에서 조군에 

비해 모든 시간 (약물 투여 종료 후 1, 

6, 12, 24  48 시간 후)에서 유방 조직

내 TNF-α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

면에 piroxicam  GJS 125 mg/kg 투여

군에서는 감염 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나지 않았다(p<0.01, Table 7).

감염 조군에 비해 각 투여군의 약물

투여 종료 후 모든 시간 에서 유방조직내 

TNF-α 함량의 감소 비율은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이 -7.96, -6.50, -3.16, 

-4.35  -5.36% 등, piroxicam 10 mg/kg 

투여군이 -45.65, -44.71, -35.98, -31.40  

-25.04% 등, GJS 125 mg/kg 투여군이 

-4.45, -3.33, -2.85, -6.03  -5.10% 등, 

GJS 250 mg/kg 투여군이 -32.07, -29.01, 

-26.40, -24.91  -24.73% 등, 500 mg/kg 

투여군이 -46.46, -43.34, -37.88, -35.06  

-24.74% 등으로 나타났다(Table 7).

5) 유방조직내 IL-6 함량의 변화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 GJS 

250  500 mg/kg 투여군에서 조군에 

비해 모든 시간 (약물 투여 종료 후 1, 

6, 12, 24  48 시간 후)에서 유방 조직

내 IL-6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에 

piroxicam  GJS 125 mg/kg 투여군에

서는 감염 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p<0.01, Table 8).

감염 조군에 비해 각 투여군의 약물

투여 종료 후 모든 시간 에서 유방조직내 

IL-6 함량의 감소 비율은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이 -6.53, -4.15, -3.50, -6.91 

 -3.43% 등, piroxicam 10 mg/kg 투여

군이 -45.94, -42.42, -35.21, -31.70  -24.98% 

등, GJS 125 mg/kg 투여군이 -3.74, -1.11, 

-2.27, -7.40  -6.36% 등, GJS 250 mg/kg 

투여군이 30.86, -27.97, -24.09, -22.63  

-19.07% 등, 500 mg/kg 투여군이 -46.11, 

-42.40, -34.58, -31.80  -29.33% 등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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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ime after end of administration (hrs)

1 6 12 24 48

Normal 4.07±0.79 4.02±0.96 4.06±0.67 4.03±0.56 4.02±0.68

Control 20.49±2.65c 18.10±1.35a 16.25±1.27a 15.04±1.36a 14.97±1.34a

Ciprofloxacin 40 mg/kg 18.86±3.04c 16.93±3.05a 15.73±2.28a 14.39±2.12a 14.17±0.88a

Piroxicam 10 mg/kg 11.14±2.18cd 10.01±1.67ab 10.40±1.52ab 10.32±2.09ab 11.22±1.46ab

GJS

125 mg/kg 19.58±2.17c 17.50±2.20a 15.79±1.92a 14.13±2.02a 14.21±1.53a

250 mg/kg 13.92±1.40cd 12.85±1.57ab 11.96±2.06ab 11.29±1.28ab 11.27±1.49ab

500 mg/kg 10.97±1.57cd 10.26±2.47ab 10.09±1.34ab 9.77±1.23ab 11.27±1.55ab

Values are expressed Mean±SD of eight rat mammary tissues, ng/mg mammary tissue.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LSD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LSD test
c(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d(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LSD test
normal group : Non-infectious vehicle control rats, 10 ml/kg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and then vehicle(distilled water) treated rats, 10 ml/kg

Table 7. Changes on the Mammary TNF-α Level after Ciprofloxacin, Piroxicam or 
GJS Treatment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s

Groups
Time after end of administration (hrs)

1 6 12 24 48

Normal 44.88±8.01 45.00±6.76 43.34±5.06 46.14±4.54 46.10±4.50

Control 96.65±15.41a 87.88±11.48a 74.31±4.80c 65.85±6.38a 63.46±9.16c

Ciprofloxacin 40 mg/kg 90.34±21.65a 84.23±9.94a 71.71±12.21c 61.30±8.88a 61.29±10.52c

Piroxicam 10 mg/kg 52.25±11.50b 50.60±6.17b 48.15±9.62d 44.98±7.28b 47.61±5.39e

GJS

125 mg/kg 93.04±21.16a 86.90±16.88a 72.63±14.37c 60.98±11.83a 59.43±7.36c

250 mg/kg 66.83±16.58ab 63.30±12.33ab 56.41±3.83cd 50.95±5.15b 51.36±7.98e

500 mg/kg 52.09±12.77b 50.61±11.42b 48.61±9.30d 44.91±9.23b 44.85±6.53d

Values are expressed Mean±SD of eight rat mammary tissues, ng/mg mammary tissue.
a(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LSD test
b(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LSD test
c(p<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MW test
d(p<0.01) and e(p<0.05)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MW test
normal group : Non-infectious vehicle control rats, 10 ml/kg
control group : S. aureus infected and then vehicle(distilled water) treated rats, 10 ml/kg

Table 8. Changes on the Mammary IL-6 Level after Ciprofloxacin, Piroxicam or 
GJS Treatment in S. aureus in Vivo Intramammary Infectious Rats

Ⅳ. 고  찰

유방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

하는 유방의 염증성 질환으로 섬유선종

과 섬유낭종성 질환에 이어 세번째로 빈

발하는 질환이고, 최근 산모의 의식향상

과 항생제의 사용으로 그 빈도가 차

으로 어들고 있으나 여 히 산욕기 질

환  가장 요한 질병  하나로 S. 

aureus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지목되

어 왔으며, 치료는 발열, 발 , 동통, 부

종  압통 등의 증상에 따라 항생제, 소

염제  진통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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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에 자주 사용되는 ciprofloxacin

은 우수한 항균력에 비해 간독성, 심장

독성  독성 등의 부작용과 내성 균주

의 출 으로 제한 인 반면에
3,7)
, NSAIDs

인 piroxicam은 발열, 발 , 동통, 부종 

 압통 등의 증상치료에 유효하나 궤

양 등의 부작용이 문제시 되고 있어 우

수한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이 은 천연

물 유래의 소염진통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8)
.

한의학에서 乳癰, 乳疽, 乳發, 乳癧  

乳癆 등을 유방염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데, 유방부 에 발생하는 癰疽인 乳癰은 

“核久乃作痛 外腫 硬 手不可近 之乳

癰”이라 하여 유방염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1)
.

陳은 “乳子之母不能調養 以致胃汁濁而

壅滯爲膿”이라 하여 원인을 제시하 고
12,13)

, 朱 등은 “유방은 陽明이 경과하는 

곳이고 유두는 厥陰의 소속이니 유모가 

忿怒 上 鬱悶所遏 厚味所養하여 厥陰의 

이 운행하지 않으면 乳竅가 폐색되고 

유즙이 불통하며 양명의 이 沸騰하는 

고로 열이 심해서 화농하고, 한 젖먹

는 아이가 흉격에 滯痰이 있을 때 口氣

가 熱하므로 이때에 젖꼭지를 물고 자면 

열기가 吹注하여 유방으로 들어가 結核

을 이루게 된다.”고 하여 乳癰이 수유기 

유선염  울체성과 화농성을 모두 포

하는 것으로 보았다13,14,17,20,47).

乳癰의 치법은 肝鬱胃熱과 熱毒內盛으

로 辨證하여 肝鬱胃熱型은 瓜蔞牛芳子湯

과 加味芷貝散을, 熱毒內盛型은 托裏消

毒飮과 仙方活命飮을 사용하는데, 기

에는 活血敗毒, 發散風熱, 解表疎肝  

淸解和營 등을 하고 이미 화농되어 농양

을 형성하 으면 穿山甲, 皂角刺 등으로 

穿之排膿하거나 淸熱解毒, 托裏透膿하여

야 하며, 이미 농양이 潰한 후에는 托裏

排膿, 즉 補氣血과 敗毒法을 겸한 치료

를 하여야 한다
15,48)

.

加味芷貝散은 기와 화농 후 농양을 

형성했을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東醫寶

鑑>에서는 氣血이 몰려 막 서 헤쳐지지 

않아 생긴 乳癰으로 인한 통증에 사용한

다고 하 는데, 9가지 構成藥物들 각각

의 효능을 살펴보면 白芷는 祛風海表, 

祛風濕, 痛竅止痛  逍腫排膿 등, 貝母

는 淸熱化痰과 開鬱散結, 天花粉은 生津

止渴, 降火潤燥  排膿消腫 등, 金銀花

는 淸熱解毒, 養血止血  散風熱 등, 皂

角刺는 托毒排膿과 活血逍癰, 穿山甲은 

活血通經, 下乳  消腫排膿 등, 當歸는 

補血, 活血調經  潤腸通便 등, 瓜蔞仁

은 潤肺化痰과 滑腸通便, 그리고, 甘草는 

淸熱解毒, 潤肺止咳, 補脾益氣  調和諸

藥 등의 효능이 있다20,49,50).

한 構成藥物 각각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白芷, 金銀花, 當歸  甘草는 

항균, 항염, 면역조   항산화 작용 등, 

貝母와 皂角刺는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 등, 天花粉과 瓜蔞仁은 항염, 면역조

  항산화 작용 등 그리고, 穿山甲은 면

역조  작용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51-7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加味芷貝散

(GJS)의 S. aureus에 한 in vitro 항균

활성  항염효과를 찰하 고, S. aureus

로 유발된 rat의 유방염에 한 항감염

효과와 항염효과를 평가하 으며, 항균

력은 ciprofloxacin과, 항염효과는 piroxicam

과 각각 비교하 다.

세균  다양한 감염에 한 후보물질의 

항균활성을 측정하는 기본 인 방법인 

MIC를 ciprofloxacin과 GJS에 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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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 S. aureus에 한 ciprofloxacin

의 MIC는 약 0.5 μg/ml로 기존 실험과 

유사한 항균활성이 인정되었고33,76), GJS

는 0.860±0.428(0.391-1.563) mg/ml로 0.860 

mg/ml 이상에서 항균활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S. aureus에 의한 유방감염은 비

교  만성  염증 경과를 거치게 되는

데, 이는 S. aureus의 숙주 식세포와 

상피세포 내 생존 결과로 알려져 있고, 

이를 효과 으로 제거하는 항생제가 비

교  드물어 식세포의 면역활성과 세

포보호를 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유방염에 용하고자 하는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6,77-79).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MIC를 바탕으로 

식세포인 Raw 264.7 cell과 상피세포인 

MCF-7cell을 이용해 GJS의 세포내 세균 

사멸효과와 상피세포 내 세균침투 해

효과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ciprofloxacin

과 비교분석한 결과 처리 농도 의존 으

로 세포 내 S. aureus 사멸 증가효과가 

찰되어 항균 활성이 인정되었다.

S. aureus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감

염성 질환을 제어하기 해서는 반드시 

상피세포 내로의 세균 침투를 억제해야 

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항균력을 평가

할 수 있는데37,38,80), 본 연구에서는 GJS

와 ciprofloxacin가 처리 용량 의존 으로 

상피세포 내 S. aureus 침투율 억제 효과

가 찰되어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냈다.

한 식세포는 다양한 숙주의 방어와 

항상성 유지에 여하고, 기 감염 시 

cytokine을 생산하여 생체 방어에 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in vitro 염증모델

실험에서는 LPS를 주로 사용한다81,82). 

NO는 강한 활성을 나타내는 free radical

의 일종으로 농도에서는 면역계의 방

어인자인 반면에 고농도에서는 과잉 염

증 반응 등의 병리반응을 일으킨다83,84).

TNF-α는 pro-inflammatory cytokine

으로 다양한 염증 련 세포에서 분비되

어 염증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에서 

염증의 개시와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

는 반면에 단핵구나 식세포에서 분비

되는 IL-6는 림 구를 활성화시켜 항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IL-6의 수치

는 염증성 병변에서 증가한다
85,86)

.

본 연구에서 LPS를 통해 염증을 유발

시킨 Raw 264.7 cell에 한 piroxicam과 

GJS의 세포생존율과 NO, TNF-α  IL-6 

등을 측정한 결과, piroxicam의 ED50이 

16 μM(5.30 μg/ml)으로 나타나 이 의 

보고와 유사한 항염효과가 인정되었고
87)
, 

GJS 투여군에서도 증가된 NO, TNF-α 

 IL-6 등의 생성량을 히 억제하여 

우수한 항염효과를 나타내었다.

1970년  Chandler가 마우스의 유방감

염모델을 최 로 보고한 이래 in vivo 모

델에서의 장기조직 내 생균수의 변화에 

한 연구는 생체의 면역과 염증 반응의 

복합  매개에 해 in vitro 방법보다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항균  항염력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병리학

 연구의 활용빈도가 높은데46,88,89), 본 

연구에서 in vivo 모델의 유방 내에 S. 

aureus를 감염시킨 뒤 GJS를 투약 후 조

직의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GJS는 모든 

시간 에서 유의한 생균수의 감소가 

찰되어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MPO는 성호성 백 구에서 형성되

는 효소로 다양한 염증반응의 지표로 이

용되고, iNOS는 면역반응의 활성을 유

발시켜 염증반응을 강화시키며, 감염 시 

식세포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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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염에 항하는 염증반응을 매개하

는 반면에 과도한 분비는 치명 인 결과

를 래 할 수도 있어 다양한 cytokine의 

한 제어가 in vivo 실험이나 임상에

서는 필수 이다9,90,91).

본 연구에서 in vivo 모델의 유방 내에 

S. aureus를 감염시킨 뒤 ciprofloxacin, 

piroxicam  GSJ 등을 투약한 후 MPO 

함량과 iNOS, TNF-α  IL-6 등의 활성

을 측정한 결과 iprofloxacin과 piroxicam은 

각각 이 의 연구와 유사한 항감염효과와 

항염효과가 인정되었고39,40), GSJ도 유방

조직 내 MPO 함량과 iNOS와 TNF-α의 

활성에서 용량 의존 으로 유의한 감소가 

인정되어 우수한 항염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항염 효과가 인정된 piroxicam 

10 mg/kg 투여군과 GJS 500 mg/kg 투

여군에서 생균수, MPO 함량, 그리고 

iNOS, TNF-α  IL-6 등의 활성감소가 

유사하게 나타나 GJS가 piroxicam을 체

할 수 있는 천연물 소염제로 기 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加味芷貝散은 

in vitro 모델에서 항균 항염효과가 나타

났고, LPS 유도 in vitro 실험과 S. aureus 

유도 in vivo 모델에서 각각 과도한 cytokine 

분비를 억제하는 항염효과를 나타내었으

며, in vivo 모델에서 식세포의 탐식능 

 세포내 사멸능은 강화시킨 연구 결과

를 볼 때 加味芷貝散은 유방염에서 한 

항감염 효과와 소염효과를 동시에 갖추

고 있는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제로 

사료된다.

V. 결  론

加味芷貝散의 유방염에 한 항균, 항

염, 면역조   항산화 작용에 해 in 

vitro  in vivo 효과를 S. aureus, MCF-7 

cell, LPS로 활성화된 murine macrophage 

세포인 Raw 264.7 cell  S. aureus 유

방조직내 감염 rat 모델을 이용하여 실

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GJS는 MIC1/2, MIC  MIC×2 농

도에서 처리 용량 의존 인 S. aureus

의 MCF-7 cell내 침투율 억제  Raw 

264.7 cell내 사멸 증가효과가 인정되

었다. 

2. GJS는 LPS 처리에 의한 Raw 264.7 

cell의 세포생존율의 증가와 NO, TNF-α 

 IL-6 생성량 억제가 투여 용량 의

존 으로 인정되었다.

3. GJS 250  500 mg/kg은 S. aureus 

유방조직내 감염 in vivo 모델에서 

찰한 모든 시간 에서 투여 용량 의

존 인 한 유방조직내 생균수의 

감소와 함께 유방조직내 MPO, iNOS, 

TNF-α  IL-6 함량의 감소가 각각 

인정되었다. 

4. GJS 500 mg/kg은 S. aureus 유방조직

내 감염 in vivo 모델에서 ciprofloxacin 

4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piroxicam 10 mg/kg 투여

군과 유사한 항염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250 mg/kg 이상의 

GJS은 항균, 항염, 면역조   항산화 

효과를 통해 S. aureus 유방조직내 감염 in 

vivo 모델에서 항감염 효과를 나타내었다.

□ 투  고  일 : 2013년  1월 23일

□ 심  사  일 : 2013년  2월  1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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