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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의 collagen 유발 염에 한 소염 효과

-DBA/1J mouse 에서의 병태 찰  RAW264.7에서의 cytokine 분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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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examine anti-inflammatory effect of Anemarrhenae Rhizoma (AR) alcohol extract on rheumatoid 

arthriti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viability and TNF-α production in Raw264.7 cells treated with AR and 

collagen induced arthritis in DBA/1J mice which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AR prior to immuniz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AR extract at 20 and 50 ㎍/ml inhibited the viability of Raw264.7 by 35% and 79%, respectively. AR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NF-α levels from Raw264.7 cells treated with LPS. AR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arthritic index in DBA/1J mice immunized with bovine collagen type Π. AR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spleen weights obtained from mice in 6 weeks after immunization. AR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serum anti-type Π collagen antibody level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R administration decreased serum IL-6 

level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ut it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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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류마토이드 염은 아직 정확히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성 인 신 질환으로 칭 으로 말  에 지속 인 염증

이 일어나고 활액막의 hyperplasia로 인해 연골과 골조직의 미란 

 괴가 발생하여 의 변형과 기능소실을 래함으로써 삶

의 질을 떨어뜨린다1). 류마토이드 염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

인은 아직 밝 져 있지 않으나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염증이 일어난 활액막에는 활성화된 백 구의 증가가 특징

인데 이로 인해  연골의 cartilage는 계속 으로 괴된다. 

따라서 류마토이드 염 치료의 핵심은 증상을 조 하면서 

연골과 골조직의 염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2).

    류마토이드 염을 치료하는 약물로는 항류마티스 약제

(disease modifying antirhematic drugs, DMARDs),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스테로이드  methotrexate와 결합한 TNF-α-neutralizing 

therapy 등이 흔히 이용되는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혜택은 아

직 밝 지지 않았으며 부작용 한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3).

    한의학에서 류마토이드 염은 歷節風, 白虎風, 白虎歷節

風, 痛風, 鶴膝風 등으로 표 되는데 일반 으로 痺證의 범주에 

들어간다. 痺란 閉, 즉 막 서 잘 통하지 않음을 말한다. 비증은 

風寒濕邪, 氣血兩虛, 營衛三焦俱病, 肝腎俱虛 등을 그 원인으로 

본다. 痺證의 치료는 寒 는 溫之하고, 熱 는 淸之하며, 濕痰  

등의 有形之邪가  있으면 去之하고, 虛 는 補之한다. 막 서 잘 

통하지 않는 氣血과 營衛가 行하면 痺證은 소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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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형 collagen을 래트나 마우스에게 피내주사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면 염증성 질환이 발생함을 확인한 이후 이러한 실험모

델은 인간의 류마토이드 염 질환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질환의 발병과 병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4)
. 제2형 collagen으

로 염을 유발한 한의학  연구로는 大羌活湯
5)

, 桂枝芍藥知母湯
6)

, 骨擔草
7)

, 冬蟲夏草
8)
를 이용한 실험 등이 보고되어 있다. 

    知母(Anemarrhenae rhizoma ;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는 知母科에 속하는 다년생 본의 根莖으로 性寒無毒

하고 味苦하다. 知母는 瀉腎家有餘之火, 上淸肺金하므로 滋陰降

火, 潤燥滑腸의 효능이 있고, 煩熱消渴, 骨蒸勞熱, 肺熱咳嗽, 大便

燥結, 便不利를 치료한다. 知母의 유효성분은 주로 saponin이

고, sarsasaponin, neogitogenin 등이 확인되었다. 약리작용으로

는 당강하, 해열, 항균, 용 , 압강하 작용, 진정작용, 항암작

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본 연구에서는 단일 약물로서의 知母가 류마티스 염 치료

제로서의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in vivo로서 제Ⅱ형 콜라

젠으로 DBA/1J 마우스에게 염을 유발한 후 염 지수와 비

장무게  anti-CⅡ antibody의 양을 찰하고 아울러 이들의 소염

작용을 살피기 해 in vitro 방법으로 Raw264.7 macrophage cell 

line을 이용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 을 실험 으로 검토한 

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知母(Anemarrhenae rhizoma ; AR)는 국

산으로 경희의료원 약제과에서 엄선된 것을 구입하 다. 

 2) 동물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생후 6주된 DBA/1J 雄性 마

우스이며 멸균상태로 리되어 온 것을 앙실험동물(주)에서 구

입하 다. 실험동물은 12시간 낮 12시간 밤의 생활리듬을 주었으

며 항온 항습 상태에서 일주일간의 응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사료는 방사선 멸균처리 한 실험동물용 사료를 정도

산업(주)에서 구입하여 공 하 으며, 飮用水는 멸균처리 한 증

류수를 사용하 다. 사료와 飮用水는 충분히 공 하여 자유롭게 

섭취시켰다. 실험동물은 각각 정상군(Normal group, Normal), 

조군(Control group, Control)  실험군(Anemarrhenae 

rhizoma group, AR)으로 분류하 다. 

 3) 세포

    Raw264.7 macrophage cell line을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

하 다.

2. 방법

 1) 검액의 조제  투여

    知母를 1 cm 이하로 분쇄한 후 시료 200 g을 3 ℓ 라스크에 

넣은 후 80% 에탄올 1,500 ㎖을 가하여 3시간 동안 환류추출하고 

여과하 다. 잔사를 다시 80% 에탄올로 추출하고 이 조작을 2회 

반복하여 모든 여과액을 감압농축기로 감압농축한 후 이를 동결 

건조하여 知母 에탄올 추출물 53.12 g (수율 26.56%)을 얻었다.

 2) Raw 264.7 세포의 세포독성 측정

    Raw 264.7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 (FBS)(Sigma, 

U.S.A)가 함유된 DMEM (GibcoBRL, U.S.A.)에 배양하 다. 세포

독성 측정을 해서 Raw 264.7 세포를 96-well에 각각 2×104
 

cells/well이 되도록 seeding하고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세포가 90%의 도가 되도록 성장한 

후 배양액을 교체한 후 知母 抽出物을 농도별로 각각의 well에 

투여하 다. 

 3) LPS를 처리한 Raw 264.7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합성

    Raw 264.7 세포를 24 well에 각각 2×105
 cells/ml이 되도록 

seeding하고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배양액을 교체한 후 知母 抽出物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lipopolysaccharide(LPS, E.Coli serotype 055:B5, Sigma, U.S.A.)

를 1 ㎍/㎖을 넣고 18시간 배양한 후에 上層液을 회수하 다.

 4) 염 유발  검액 투여

    고도로 정제된 bovine type Ⅱ collagen (Chondrex, U.S.A)

을 0.05 M acetic acid에 2 mg/ml로 녹인 후 4℃에서 overnight 

stirring한 후에 동량의 Freud's complete adjuvant (Chondrex, 

U.S.A)와 혼합하여 농도가 1 mg/ml이 되도록 만들었다. 100 ㎕

씩 마우스의 꼬리기시부에 피내주사하 고 2차 종은 3주후 같

은 부 에 동량으로 피내주사하 다. 검액은 면역 유발 1주 부

터 실험종료까지 7주간 일주일에 세 번씩 경구투여하 다. 정상

군과 조군에게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다.

 5) 염지수 측정

    2차로 type Ⅱ collagen을 종한 지 일주일부터 DBA/1J 마

우스의 각 4개의 발(paw)에서 염 징후를 0= normal, 

1=swelling of one finger, 2=swelling of 2 or more finger, 

3=swelling of heel, 4=joint deformity with ankylosis 으로 구분

한 후 1주일 간격으로 기록하 다. 

 6) 비장 측정  채

    염을 일으킨 DBA/1J 마우스를 실험 종료가 되는 7주째

에 마취시킨 후 심장 채 을 하 고 곧바로 비장을 출하여 무

게를 측정하 다. 채 한 액은 원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한 후 

실험에 사용될 때까지 -20℃에 보 하 다.

 7) 청의 anti-collagen antibody 측정

    Collagen (Chondrex, U.S.A)을 dilution buffer (Chondrex, 

U.S.A)에 희석한 후 96-well plate의 각 well에 4℃에서 

overnight으로 coating하 다. 1% bovine serum albumin 

(Sigma, U.S.A)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200 

㎕/well씩 넣고 1시간 상온에 둔 채 blocking하 다. 3회 

washing한 후 0.05% Tween이 함유된 PBS로 희석한 청을 100 

㎕/well씩 넣고 4℃에서 overnight으로 incubation하 다. 3회 

washing후 anti-mouse IgG peroxidase conjugate를 1:40000으로 

희석한 후 30분간 상온에 두었다. 3회 washing후 TMB substrate 

reagent 100 ㎕를 가한후 30분이 지나서 1 M H2SO4 50 ㎕를 첨

가하 다.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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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70 nm에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 다.

 8) 청의 IL-6, TNF-α의 측정

    청의 interleukine-6(IL-6)와 上層液의 tumor necrosis 

factot-α(TNF-α)는 ELISA 방법에 의해 농도를 측정하 다. 먼  

96-well plate의 각 well에 capture antibody를 4℃에서 

overnight으로 coating하 다. 1% bovine serum albumin(BSA)

가 함유된 PBS를 200 ㎕/well씩 넣고 1시간 상온에 둔 채 

blocking하 다. 3회 washing하여 blocking buffer를 완 히 제

거한 후 standard cytokine과 샘 을 당량 희석하여 100 ㎕씩 

분주하여 2시간 상온에 두었다. 3회 washing후 각 well에 

biotinylated detection antibody을 100 ㎕씩 분주한후 1시간 상온

에 두었다. 3회 washing 후에 streptavidin-horse reddich 

peroxidase를 100 ㎕ 분주한 후 상온에 20분간 두었다. 3회 

washing 후에 TMB substrate reagent 100 ㎕를 가한 후 30분이 

지나서 1 M H2SO4 50 ㎕를 첨가하 다. Microplate reader 로 

장 450-570 nm에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 다. 

결    과

1. 知母가 Raw246.7 macrophage cell 세포독성에 미치는 향

    마우스 식세포인 Raw246.7 macrophage에 知母 알콜 추출

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세포 독성을 MTS 방법으로 측정하 다. 

知母는 1 ug/ml*부터 유의 으로 감소하여 20 ug/ml에서는 35%*, 

50 ug/ml에서는 79%** 감소하 고 100 ug/ml**에서는 거의 살아

있는 세포가 없었다(* P<0.05, ** P<0.005)(Table 1 & Fig. 1).

Table 1. Viability of RAW264.7 cells treated with Anemarrhenae 

Rhizoma(AR) extract.

AR (㎍/㎖) O.D Viability (%of control)

0 0.757±0.023 100%

1 0.662±0.039 87%*

20 0.532±0.048 65%*

50 0.157±0.012 *21%**

100 0.018±0.012 *2%**

* P<0.05, ** P<0.005 

Fig. 1. Viability of RAW264.7 cells treated with Anemarrhenae 

Rhizoma(AR) extract ( 1-100 ㎍/㎖, respectively).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ability of reduce the tetrazolium dye MTS.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Viability of controlled cells was 

referred to as 100%. * P<0.05, ** P<0.005

2. 知母가 TNF-α 합성에 미치는 향

    Raw 264.7 세포를 LPS(Lipopolysaccharide)와 知母를 농도

별로 넣고 배양한 후 상층액의 TNF-α 양을 ELISA 방법으로 측

정하 다. 그 결과 1 ug/ml까지 TNF-α의 양이 조군과 차이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10 ug/ml의 농도에서 부터 20% 감소하

기 시작하여 50 ug/ml에서는 Control에 비해 61% 감소하 고, 

100 ug/ml에서는 TNF-α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50 ug/ml과 

100 ug/ml는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Table 2 & Fig. 2).

Table 2. TNF-α production in LPS-induced RAW264.7 cells.

AR treatment with LPS ㎍/㎖) TNF-α (pg/㎖)

0 33.05±4.96

1 33.20±1.54

10 27.04±0.26

50 13.17±1.27*

100  0±0.08**
*: P <0.05  **: P<0.005

Fig. 2. Effects of AR on TNF-α production in LPS-induced RAW 

264.7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LPS (1㎍/ml) plus AR for 6 hr. *: P <0.05  
**: P<0.005

3. 知母가 DBA/1J 마우스의 염 지수에 미치는 향.

    조군은 bovine type Ⅱ collagen과 Freud's complete 

adjuvant 주사(21일째)후 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8

일, 35일, 42일째의 증상지수는 6.4, 10.4, 10.6 이었다. 그러나 知

母 투여군의 증상지수는 1.5, 5.4, 7.4로써 증상억제 효과가 매우 

했으며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Table 3 & Fig. 3).

Table 3. Clinical score in collagen induced arthritis(CIA) mice treated 

with AR.

Group
No. of 
animals

Clinical score after 2nd immunization

1st week 2nd week 3th week

Control 5 64.00±4.93 *10.40±4.33 10.60±4.09

AR 5 1.80±0.81* 5.40±1.50** 7.40±2.87

*P<0.05 **P<0.05

4. 知母가 비장무게에 미치는 향

    면역 유발후 6주째에 마우스의 비장 무게를 측정한 결과 

조군은 324 ± 107 mg이었으나 知母 투여군은 212 ± 54 mg*으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Table 4 & Fig. 4).

Table 4. Effect of AR on wet spleen weight in CIA mice treated with 

AR

Normal Control AR

Wet spleen wight (㎎) 62 ± 11.2 324 ± 107.1 212 ± 54.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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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AR on clinical scores of arthritic systems in male 

DBA/1J mice immunized with type Ⅱ collagen. Herbal extract was orally 
administered 3 time per week for 7 weeks. Collagen immunization was on day 7 

and day 28. Clinical score was assessed weekly after 2nd immunization. * P<0.05  

**P<0.05

Fig. 4. Effect of AR on Wet spleen weight in CIA mice treated with 

AR. Spleen were obtained on day 42 after the 1st immunization.  *P<0.05

5. 知母가 anti-collagen type Ⅱ antibody 수치에 미치는 향

    anti-collagen typeⅡ antibody를 면역 유발 6주째 채 하여 

ELISA 방법에 의해 O.D.값으로 측정한 결과 조군은 1.574 ± 

0.186 이었으며 知母 투여군은 1.287 ± 0.535* 으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1)(Table 5 & Fig. 5).

Table 5. Anti collagen antibody levels in CIA mic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optical density(O.D.)

Normal Control AR

Ig G (O.D.) 0.02 ± 0.02 1.574 ± 0.186 1.287 ± 0.535*

*P<0.01

Fig. 5. Anti collagen antibody levels in CIA mice. Sera were obtained 
on day 42 after the 1st immunization, and the levels of IgG anti collagen antibodies 

were measured by ELIS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optical density(O.D.) *P<0.01

6. 知母가 청의 IL-6에 미치는 향

    Bovine collagen type Ⅱ로 면역 유발후 6주째에 마우스의 

청을 채 하여 IL-6의 양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정상

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조군은 202.89±151.94 pg/ml이었으며 

知母를 투여한 군도 199.41 ±114.32 pg/ml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 Fig. 6).

Table 6. Serum IL-6 levels in CIA mice treated with AR. 

Control AR

IL-6 (pg/㎖) 202.890 ± 151.940 199.411 ± 114.315

Fig. 6. Serum IL-6 levels in CIA mice treated with AR. Sera were 
obtained on day 42 after the 1st immunization and the levels of IL-6 were 

measured by ELISA.

고    찰

    류마토이드 염은 만성 인 염증질환으로 의 활액막

염이 지속 으로 일어나 연골과 그 주 조직이 괴되어 

기에는 의 부종과 동통이 나타나고 나 에는 특징 인 

변형  강직이 유발되어 기능 장애를 래한다12). 류마토이드 

염의 원인에 해서는 아직 정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원

인 불명의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보고되어 있다13)
. 

    한의학 으로 류마티스 염은 痺證, 歷節風, 鶴膝風, 痛

風 등의 범주에 속한다. 특히 痺는 閉而不通의 의미로 氣血이 막

히고 經絡이 不暢하며 肌肉, 皮膚 등에 疼痛, 重着, 痲木이 생긴

다고 했는데 이는 류마티스 염과 유사한 증상을 표 하고 

있다14,15). 

    염  만성 통증성 염증 질환의 연구를 한 실험 모델

로 표 인 것으로 마우스를 이용한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이 있다. 콜라젠은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에 존재하는 가

장 많은 단백질이며 략 30%를 차지한다. 콜라젠은 크게 두가

지로 구분되는데 Ⅰ형 콜라젠은 주로 피부, 근, 건 등에 존재하며 

Ⅱ형 콜라젠은 연골, 추간 , 각막, 자체 등을 구성하는데 특히 

연골의 90%를 구성하고 있다. 

    이  Ⅱ형 콜라젠이 가장 효율 인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 Ⅱ형 콜라젠을 마우스에 피내주사를 하여 면역반응을 유

도하면 수일 후에 immune priming이 일어나고 1,2주 후에 

에 면역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수 주 후면 육안상으로 

염 증상이 발생한다16). 염증이 심하게 일어난 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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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조직학 으로 살펴보면 fibrin

이 침착하고 mononuclear cell이 몰려 있으며 pannus가 형성하

는 것과 임상 으로 의 발 과 종창  연골과 의 괴, 

 강직, 변형, 가벼운 체 감소, 발의 두께 증가 등의 증

상을 나타내어 인간의 류마토이드 염과 매우 유사하다.

    면역 체계는 크게 체액성 면역과 세포매개형 면역으로 구분

되고 있는데 체액성 면역은 항원 자극에 해 항체가 심이 되

는 면역반응을 의미하며 세포매개형은 항원 자극에 해 T 세포

나 다른 염증세포가 여하는 것을 말한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요한 세포는 T cell과 B cell, macrophage 등인데 이  T cell은 

직  세균을 공격하는 세포반응과 B cell로 하여  항체를 형성

하게 하여 체액성 면역반응을 조 하기도 하며 macrophage를 

활성화하여 간 으로 세포반응을 돕기도 한다. 특히 T cell은 

Antigen presenting cell (APC) 표면의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MHC)와 결합한 항원과 함으로써 각종 사이토카

인들을 분비하여 주변의 염증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직  항원을 

분해하여 괴한다17). 이러한 T cell은 T helper cell(Th cell)과 T 

cytotoxic cell (Tc cell)로 분류되는데 그  다수를 차지하는 Th 

cell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따라 다시 1형 Th cell(Th1)과 2형 

Th cell로 나  수 있다. Th1 cell은 세포반응을 진하는 

IFN-gamma를 분비하며 Th2 cell은 항체형성을 조 하는 IL-4를 

주로 분비한다18).

    제Ⅱ형 콜라젠이 만성 염을 일으키는 면역학  기 을 

살펴보면 T cell과 B cell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

들 세포가 활성화하여 을 괴하는 것이 염 진행에 있어

서 어느 정도 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19). B cell은 연

골에 달라붙어서 염을 유발하는 anti-CⅡ- antibody를 형성

하는데 B cell-deficient mice를 이용할 경우 CIA가 생기지 않는다

는 것을 통해 B cell의 요성은 증명되었다20). T cell의 경우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염의 진행을 진하는데 첫째 B cell의 

anti-CⅡ antibody 형성을 도와주는 방법과 둘째 활액막의 식

세포를 활성화하여 염을 계속 유발하는 것이다21). 한 제Ⅱ

형 콜라젠의 일부구조 (CⅡ256-270 peptide)는 면역성 펩타이드

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macrophage에 의해 antigen presentation

이 된후 T cell의 활성화를 일으킨다22). 그러나 CIA에서 T cell은 

heterogenous한 CⅡ에 반응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연골과 T 

cell간에 tolerance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 류마토이드 염과 달리 CIA는 heteroreative T cell을 활

성화하고 인간의 경우 질병 자체가 만성화된 후에 진단이 가능하

므로 기의 류마토이드 염의 병리  기 에 해서는 연구

를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그러나 CIA에서 반응하는 T cell과 

B cell은 류마토이드 염의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epitope와 동

일하고 항체 한 모두 구조가 같다23).

    CIA에서 제Ⅱ형 콜라젠을 통한 면역반응은 세포성 면역반

응과 체액성 면역반응이 모두 동원되는데 이  anti-CⅡ 

antibody의 형성의 시작은 T cell이 보다 더 많이 여하지만 활

액막의 염증  연골과 조직의 괴는 보체와 사이토카인의 

역할도 매우 크다. 특히 활액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TNF-α, 

IL-1β, IL-6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을 많이 분비한다. 

한의학에서 류마토이드 염은 痺證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痺

란 閉, 즉 막 서 잘 통하지 않음을 말한다. 黃帝內經 痺論篇에서

는 風寒濕이 합하여 痺가 된다고 하 다. 한 氣血兩虛, 營衛三

焦俱病, 肝腎俱虛 등을 痺證의 원인으로 본다. 즉, 痺證은 風寒濕

의 邪氣가 인체의 營衛失調, 腠理空疏 혹은 正氣虛弱한 틈을 타

고 經絡으로 침입하거나 關節에 응체됨으로써 氣血運行이 순조

롭지 못하여 肌肉, 筋骨, 關節에 麻木, 重着, 酸楚, 疼痛, 腫脹, 屈

伸不利, 심하면 의 강직성 변형을 래하는 병증이다.

    痺證의 치료원칙을 살펴보면 寒 는 溫之하고, 熱 는 淸之

하며, 濕痰  등의 有形之邪가 있으면 去之하고, 虛 는 補之하

나 반드시 병의 新久虛實을 구분하여야한다. 痺證의 주요 임상증

상은 痛症이며 병리 으로 氣血不通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宣

通은 각종 痺證의 공통된 치법이 되고, 氣血과 營衛가 行하면 

痺證은 자연스럽게 소실된다. 風寒濕痺는 辛溫한 약으로 陽氣를 

고조시켜 邪氣를 축출하고, 風熱濕痺는 散風淸熱去濕시키며, 虛

한 사람의 久痺는 溫通溫散시키거나 滋陰시키도록 한다.

    知母(Anemarrhenae Rhizoma)는 知母科에 속하는 다년생 

본의 根莖으로 性寒無毒하고 味苦하다. 知母는 瀉腎家有餘之火, 

上淸肺金하므로 滋陰降火, 潤燥滑腸의 효능이 있고, 煩熱消渴, 

骨蒸勞熱, 肺熱咳嗽, 大便燥結, 便不利를 치료한다. 知母의 유

효성분은 주로 saponin이고, sarsasaponin, neogitogenin 등이 확

인되었다. 약리작용으로 知母는 비교  지속 인 강한 해열작용

을 나타내고, 신경계통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압강하 등의 진

정작용을 보인다. 당강하작용이 있고, 담즙분비를 진시키며, 

결핵균 등에 일정한 억제작용을 보인다. 한 桂枝 등과 배합하

여 風濕性 염에 진통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知母알콜 추출물을 이용하여 LPS를 처리한 

Raw264.7 세포에서의 항염효과를 알아보고 콜라젠으로 염

을 유발한 DBA/1J 마우스의 염 완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知母의 소염효과를 확인하기 해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세포의 생존률을 보고 아울러 LPS를 처리했을 때의 

TNF-α 양에 미치는 향을 찰하 다. Raw 264.7 세포에 知母

추출물을 20시간 넣고 MTS solution을 가한 후 형성된 formazan

의 색을 통해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知母는 세포수가 1 ug/ml부

터 차 으로 감소하여 20 ug/ml에서는 35%, 50 ug/ml에서는 

79% 감소하 다.

    LPS는 동물에 여러 가지의 실험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

는 물질로 식세포를 자극하여 염증매개물질의 분비를 유발하

는데 知母추출물과 함께 Raw 264.7 세포를 자극한 후 TNF-α 양

을 측정한 결과 10, 50 ug/ml에서 20%, 61%의 감소율을 보여주

었고 100 ug/ml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제Ⅱ형 콜라젠으로 DBA/1J 마우스에게 면역반응을 유도하

면 booster 종후 일주일 이내에 염이 육안으로 나타난다. 

조군의 경우 booster 종 후 1주, 2주, 3주째의 증상지수가 

6.4, 10.4, 10.6 이었다. 그러나 知母 투여군의 증상지수는 1.5, 5.4, 

7.4로써 증상억제 효과가 매우 했으며 특히 증상이 조군에 

비해 서서히 발 하여 반일수록 억제 효과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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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면역유발 후 6주째에 마우스의 비장 무게를 측정한 결

과 조군은 324 ± 107 mg이었으나 知母 투여군은 212 ± 54 mg

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이러한 비장 무게

의 차이는 collagen에 한 면역반응의 주체가 되는 T cell과 B 

cell의 증식을 간 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知母를 투여

한 DBA/1J 마우스의 경우 면역반응이 약 35% 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제Ⅱ형 콜라젠에 한 IgG anti-collagen antibody의 양

을 ELISA 방법으로 비교해 본 결과 조군의 경우 O.D.값이 

1.574 ± 0.186 이었으나 계지 투여군은 1.287 ± 0.535 로 나타나 

략 20% 정도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知母는 콜라젠에 한 B 세포의 항체형성 반응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인 염증성 cytokine의 

하나인 IL-6 양을 청에서 확인한 결과 정상군은 검출되지 않았

고 조군은 202.890± 151.94 pg/ml이었으며 知母를 투여한 군

도 199.411 ± 114.315 pg/ml로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았다.  

    본 실험 결과 知母 추출물은 제Ⅱ형 콜라젠으로 유도한 

염에 해 증상완화 효과를 나타내었고 LPS로 처리한 

Raw264.7세포에서 TNF-α의 합성을 해하 다. 이상의 결과는 

知母추출물이 류마토이드 염 질환의 치료에 유의성 있는 소

염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Raw246.7 macrophage에 知母 알콜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한 후 세포 독성을측정한 결과 知母는 1 ug/ml부터 차 으로 

감소하여 20 ug/ml에서는 35%, 50 ug/ml에서는 79% 감소하

다. Raw 264.7 macrophage세포에 LPS와 知母를 농도별로 넣고 

배양한 후 상층액의 TNF-α 양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지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 

DBA/1J 마우스를 이용한 collagen induced arthrtis(CIA) 방법을 

이용하여 知母를 경구투여한 결과 염 임상 지수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 DBA/1J 마우스를 이용한 CIA 

모델에서 면역 유발후 6주째 마우스의 비장 무게를 측정한 결과 

知母 투여군이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DBA/1J 마우스를 이용한 CIA 모델에서 면역 유발후 6주째 마우

스에서 액을 채취하여 anti-collagen typeⅡ antibody를 ELISA 

방법에 의해 O.D.값으로 측정한 결과 知母 투여군이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DBA/1J 마우스를 이용

한 CIA 모델에서 면역 유발후 6주째 마우스에서 액을 채취하

여 액의 IL-6의 양을 측정한 결과 조군과 知母를 투여한 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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