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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腥草추출물의항여드름효과에관한연구

Ⅰ. 緖論

심상성 여드름은 모피지선 단위의 자기 국한성 만성 염

증성 질환으로 면포, 홍반성 구진, 농포 등을 형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며 드물게 결절 혹은 가성 낭종이 발생하고

활동성 병변의 후유증으로 소와성 혹은 비후성 반흔을 남

기기도 한다.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양한 인자가 관여한다. 즉 여러 인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임상 증상이 유발된다. 이러한 여드름의 병인으로 제시된

가설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증가된 모낭벽의 과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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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tion.

Methods The cytotoxicity of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and ethanol extract about viability of Raw 264.7 cell were tested
using a colormetric tetrazolium assay(MTT assay).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and ethanol extract on Propionibactrium acnes using paper disk diffusion method. To investigate the anti-
inflammation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and ethanol extract on LPS-induced macrophage Raw 264.7
cell, we used ELISA kit. We evaluated anti-oxidation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and ethanol extract on
HaCaT cell by Enzyme recycling method. 

Results 1. In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and ethanol extract, cell toxicity depended on the density and wasn't difference

between two extracts. 

2.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and ethanol extract has not the significant inhibition effect of Propionibactrium

acnes.

3. Concentration of 50, 100㎍/㎖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O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4. All extracts except for 20㎍/㎖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showed anti-oxidation effect by decreasing the 

DPPH radicals.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uttuyniae Herba extract has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tion effects. If further study
is performed, the use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will be valuable and benificial in the therapy of Propionibactrium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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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the Activity of Anti-bacteria,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tion

원저

Oh-do Jeon∙Hyeong-sik Seo

Dept. of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D OI:10.3831 |KPI.2008.11.1.119

119~126  1904.9.1 9:29 PM  페이지119



㎎/㎖의 농도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2) 균주 및 세포 배양

HaCaT cell과 Raw 264.7cell을 10%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100units/ml), streptomycin(100

units/ml)이 첨가된 DMEM(Dulbecco’s modified

Egale’s medium) 배지로 5% CO2, 37℃에서 배양하 으

며, 배지는 3̃ 4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배양용기에 90% 이

상 자라게 되면 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8). 

Propionibacterium acnes의 생육배지로 Reinforced-

clostridial Broth를 사용하 으며 37℃, 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 다. 항균성 실험에 사용한 고체배지

는 각 배지의 Agar를 사용하 다9,10).

3) 세포 독성 측정

96 well plate 에 1×104 cells/well의 농도로 HaCaT

세포를 접종하여 24 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

거하고, 각 시료의 농도가 20
̃

100㎍/㎖가 되도록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MTT 시약을 각 well에 첨

가하고, 4시간 동안 항온기에서 반응시킨 후, MTT 시약이

함유된 배지를 제거하 다. 각 well에 100㎕ acid iso-

propanol(0.04N HCl in iso-propanol)을 첨가하여 30

분간 교반하여 주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 ㎚에

서 흡광값을 측정하 다11).

4) 항균 효능 측정

항균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paper disk

diffusion 방법을 사용하 다12). 10% DMSO에 stock되어

-70℃에 보관되어 있는 균주를 백금이를 이용하여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37℃ 에서 72시간 배양 하 다.

생성된 colony 하나를 백금이를 이용하여 broth배지에 접

종하고 72 시간 동안 200rpm, 37℃ shaking incubator

에서 전배양 하 다. 전배양한 균 현탁액을 준비하고 이를

배양 액체배지로 희석하여 1.5×108cells/㎖의 농도로 준

비하 고 균 희석액을 미리 준비해 둔 agar plate에 굳기

직전의 배지와 혼합하여 굳을때까지 정치하 다. 충분히

굳은 고체배지 위에 멸균된 paper disk를 올려놓은 후 각

각 5, 10㎎/㎖의 농도로 희석되어진 시료를 disk에

loading 하 다. 50㎕/disk의 농도로 10분간 정치하여 시

료가 모두 배지에 확산되어 흡수된 후, 균의 생장 최적 온

도인 37℃에서 배양하 다. 양성 조군으로 triclosan을

이용하여 시험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균의 생장 억

제환의 직경을 측정하여 항균 활성을 비교 하 다.

5) 항염 효능 측정

96 well plate에 5×104cells/well의 농도로 Raw

264.7 세포를 접종한 후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시료

의 최종 농도가 각각 20, 50, 100㎍/㎖의 농도가 되도록

세포에 처리하여 주고 염증 반응 유도 인자인 LPS를 100

㎎/㎖의 농도로 처리하여 주었다.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이용하여 Nitric oxide(NO)의 생성 정도를 측정하 다13).

96 well plate에 세포배양액 50㎕와 Griess 시약 50㎕를

혼합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

여 540㎚에서 흡광값을 측정하 다. 양성 조군으로는

NO 생성 억제제인 L-NMMA를 50μM이 되도록 시험 시

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시험 시료의 NO 생성 저해

능을 비교하 다. 

6) 항산화 효능 측정

DPPH의 환원성을 이용하여 시료의 DPPH 라디칼 소

거효과를 측정하 다. DPPH를 메탄올에 용해시켜 0.1

mM DPPH 용액 1㎖에 시료를 각 농도별로 제조하여 1㎖

씩 넣어주고 잘 혼합하여 준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뒤 565㎚에서 흡광값을 측정하 다14). 

7)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 하 고 통계

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로 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으며, 사후검

정은 Tukey의 B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Ⅲ. 實驗結果

1. 세포 독성 평가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78.2±4.7%, 50㎍/㎖에서 56.3±4.8%, 100 ㎍

/㎖에서 43.5±1.7%의 세포생존율을 보 고, 에탄올추출

魚腥草는 20㎍/㎖에서 67.9±2.8%, 50㎍/㎖에서 57.1±

6.0%, 100㎍/㎖에서 50.2±5.1%의 세포생존율을 보 으

며,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든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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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정상적인 탈락에 의한 면포형성(comedogenesis),

남성호르몬(androgen)에 의한 피지 분비(sebum

production)의 증가, 박테리아(Propionibacterium

acnes)의 증식, 염증(inflammation) 유발, 피부장벽 기능

의 이상, 스트레스, 유전, 화장품과 세안, 월경과 호르몬,

계절, 환경적 요인, 모낭의 반응성 등의 다양한 인자가 제

시되고 있다1,2).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의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은

follicular keratinization의 형질 변화를 교정하고, 피지

선의 활동성을 줄이고,  follicular bacterial population

을 감소시키고, 항염작용을 생성하는 것이다3).

국소치료제로는 레티노이드계의 Tretinoin,

Isotretinoin Adapalene, Tazarotene, Retinaldehyde

가 있으며, 도포용 항생제에 Clindamycin, Erythromyc

-in, 기타 항생제, 그리고 Benzoyl peroxide, Azelaic

acid가 있다. 전신 치료제로는 항생제인 Tetracycline 계

통, Erythromycin, 기타 항생제가 있으며, 비타민 A 유

도체인 13-cis-retinoic acid, Retinol, 그리고 Sulfone,

steroid, Zn, hormone 계통이 있다4). 

魚腥草는 三白草科(삼백초과: Saururaceae)에 속한 일

년생 본초인 약모 Houttuynia cordata THUNB.의 지

상부분을 건조한 것이며, 淸熱解毒, 消癰排膿, �尿通淋.

治肺癰吐膿, 痰熱喘咳, 熱痢, 熱淋, 癰腫瘡毒한다5,6). 약리

학적으로 항균작용이 있어서 황색포도상구균, 용혈성연쇄

상구균, 폐렴쌍구균, 디프테리아균, 장염균, 이질균의 발

육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며, 항염증 작용, 이

뇨 작용, 진해 작용이 있다7).

현재 여드름 치료는 피지선의 활동 및 염증 반응을 억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다. 이에 저자는

魚腥草의 항염증적 약리작용이 여드름 치료에 유효할 것

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魚腥草가 여드름 유발균과 염

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독성실험, 여드

름을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

에 한 항균력, NO생성저해능을 통한 항염효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 효과를 실험하 다.

Ⅱ. 實驗材料 및 方法

1. 材料

1) 약물

본 실험에 사용된 魚腥草는 시중에서 엄선하여 구입한

후 50 g을 실험에 사용하 다. 

2) 균주 및 세포주

세포독성에 사용된 HaCaT(Human Keratinocyte cell

line) 세포주는 강원 학교 생화학과에서, 항염에 사용된

Raw 264.7(Mouse Macrophage cell line) 세포주는 한

림 학교 TIC로부터, 항균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혐기성

균주인 여드름 유발균주 Propionibacterium

acnes(KCTC 3314)를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

터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 다. 

3)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

H), 3-(4,5-dimethyl thiazol-2-ge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NG-methyl-L-arginine

acetate salt(L-NMMA), Lipopolysaccharide(LPS) 시

약들은 Sigma(USA), Dimethyl sulfoxide(DMSO), 2-

Propanol Hueller-Hinton Broth은 Merck(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ELISA reader(Perkin-Elmer,

Foster City, CA), Spectrophotometer(UNICO. USA),

Micro centrifuge(Hettich, Germany) 등의 기기를 실험

에 사용하 다. 

2. 방법

1) 시료조제

魚腥草 25g을 각각 에탄올 추출과 열수 추출을 하여 실

험에 사용할 시료를 제조하 다. 열수 추출의 경우 분쇄기

를 이용하여 분말로 만들고 2차 증류수 1ℓ와 혼합하여 약

탕기로 100℃에서 150분 동안 추출하 다. 에탄올 추출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분쇄하여 70% EtOH 500㎖을 넣고

실온에서 180분 동안 교반기로 추출하 다. 추출한 후 여

과지(ADVANTEC 5C)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회전감압농

축기를 이용하여 완전 농축하 다. 각 시료를 적당량을 가

하여 microtube에 담은 후 100% DMSO를 이용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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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2) 균주 및 세포 배양

HaCaT cell과 Raw 264.7cell을 10%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100units/ml), streptomycin(100

units/ml)이 첨가된 DMEM(Dulbecco’s modified

Egale’s medium) 배지로 5% CO2, 37℃에서 배양하 으

며, 배지는 3̃ 4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배양용기에 90% 이

상 자라게 되면 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8). 

Propionibacterium acnes의 생육배지로 Reinforced-

clostridial Broth를 사용하 으며 37℃, 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 다. 항균성 실험에 사용한 고체배지

는 각 배지의 Agar를 사용하 다9,10).

3) 세포 독성 측정

96 well plate 에 1×104 cells/well의 농도로 HaCaT

세포를 접종하여 24 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

거하고, 각 시료의 농도가 20
̃

100㎍/㎖가 되도록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MTT 시약을 각 well에 첨

가하고, 4시간 동안 항온기에서 반응시킨 후, MTT 시약이

함유된 배지를 제거하 다. 각 well에 100㎕ acid iso-

propanol(0.04N HCl in iso-propanol)을 첨가하여 30

분간 교반하여 주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 ㎚에

서 흡광값을 측정하 다11).

4) 항균 효능 측정

항균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paper disk

diffusion 방법을 사용하 다12). 10% DMSO에 stock되어

-70℃에 보관되어 있는 균주를 백금이를 이용하여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37℃ 에서 72시간 배양 하 다.

생성된 colony 하나를 백금이를 이용하여 broth배지에 접

종하고 72 시간 동안 200rpm, 37℃ shaking incubator

에서 전배양 하 다. 전배양한 균 현탁액을 준비하고 이를

배양 액체배지로 희석하여 1.5×108cells/㎖의 농도로 준

비하 고 균 희석액을 미리 준비해 둔 agar plate에 굳기

직전의 배지와 혼합하여 굳을때까지 정치하 다. 충분히

굳은 고체배지 위에 멸균된 paper disk를 올려놓은 후 각

각 5, 10㎎/㎖의 농도로 희석되어진 시료를 disk에

loading 하 다. 50㎕/disk의 농도로 10분간 정치하여 시

료가 모두 배지에 확산되어 흡수된 후, 균의 생장 최적 온

도인 37℃에서 배양하 다. 양성 조군으로 triclosan을

이용하여 시험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균의 생장 억

제환의 직경을 측정하여 항균 활성을 비교 하 다.

5) 항염 효능 측정

96 well plate에 5×104cells/well의 농도로 Raw

264.7 세포를 접종한 후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시료

의 최종 농도가 각각 20, 50, 100㎍/㎖의 농도가 되도록

세포에 처리하여 주고 염증 반응 유도 인자인 LPS를 100

㎎/㎖의 농도로 처리하여 주었다.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이용하여 Nitric oxide(NO)의 생성 정도를 측정하 다13).

96 well plate에 세포배양액 50㎕와 Griess 시약 50㎕를

혼합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

여 540㎚에서 흡광값을 측정하 다. 양성 조군으로는

NO 생성 억제제인 L-NMMA를 50μM이 되도록 시험 시

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시험 시료의 NO 생성 저해

능을 비교하 다. 

6) 항산화 효능 측정

DPPH의 환원성을 이용하여 시료의 DPPH 라디칼 소

거효과를 측정하 다. DPPH를 메탄올에 용해시켜 0.1

mM DPPH 용액 1㎖에 시료를 각 농도별로 제조하여 1㎖

씩 넣어주고 잘 혼합하여 준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뒤 565㎚에서 흡광값을 측정하 다14). 

7)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 하 고 통계

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로 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으며, 사후검

정은 Tukey의 B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Ⅲ. 實驗結果

1. 세포 독성 평가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78.2±4.7%, 50㎍/㎖에서 56.3±4.8%, 100 ㎍

/㎖에서 43.5±1.7%의 세포생존율을 보 고, 에탄올추출

魚腥草는 20㎍/㎖에서 67.9±2.8%, 50㎍/㎖에서 57.1±

6.0%, 100㎍/㎖에서 50.2±5.1%의 세포생존율을 보 으

며,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든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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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정상적인 탈락에 의한 면포형성(comedogenesis),

남성호르몬(androgen)에 의한 피지 분비(sebum

production)의 증가, 박테리아(Propionibacterium

acnes)의 증식, 염증(inflammation) 유발, 피부장벽 기능

의 이상, 스트레스, 유전, 화장품과 세안, 월경과 호르몬,

계절, 환경적 요인, 모낭의 반응성 등의 다양한 인자가 제

시되고 있다1,2).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의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은

follicular keratinization의 형질 변화를 교정하고, 피지

선의 활동성을 줄이고,  follicular bacterial population

을 감소시키고, 항염작용을 생성하는 것이다3).

국소치료제로는 레티노이드계의 Tretinoin,

Isotretinoin Adapalene, Tazarotene, Retinaldehyde

가 있으며, 도포용 항생제에 Clindamycin, Erythromyc

-in, 기타 항생제, 그리고 Benzoyl peroxide, Azelaic

acid가 있다. 전신 치료제로는 항생제인 Tetracycline 계

통, Erythromycin, 기타 항생제가 있으며, 비타민 A 유

도체인 13-cis-retinoic acid, Retinol, 그리고 Sulfone,

steroid, Zn, hormone 계통이 있다4). 

魚腥草는 三白草科(삼백초과: Saururaceae)에 속한 일

년생 본초인 약모 Houttuynia cordata THUNB.의 지

상부분을 건조한 것이며, 淸熱解毒, 消癰排膿, �尿通淋.

治肺癰吐膿, 痰熱喘咳, 熱痢, 熱淋, 癰腫瘡毒한다5,6). 약리

학적으로 항균작용이 있어서 황색포도상구균, 용혈성연쇄

상구균, 폐렴쌍구균, 디프테리아균, 장염균, 이질균의 발

육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며, 항염증 작용, 이

뇨 작용, 진해 작용이 있다7).

현재 여드름 치료는 피지선의 활동 및 염증 반응을 억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다. 이에 저자는

魚腥草의 항염증적 약리작용이 여드름 치료에 유효할 것

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魚腥草가 여드름 유발균과 염

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독성실험, 여드

름을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

에 한 항균력, NO생성저해능을 통한 항염효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 효과를 실험하 다.

Ⅱ. 實驗材料 및 方法

1. 材料

1) 약물

본 실험에 사용된 魚腥草는 시중에서 엄선하여 구입한

후 50 g을 실험에 사용하 다. 

2) 균주 및 세포주

세포독성에 사용된 HaCaT(Human Keratinocyte cell

line) 세포주는 강원 학교 생화학과에서, 항염에 사용된

Raw 264.7(Mouse Macrophage cell line) 세포주는 한

림 학교 TIC로부터, 항균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혐기성

균주인 여드름 유발균주 Propionibacterium

acnes(KCTC 3314)를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

터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 다. 

3)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

H), 3-(4,5-dimethyl thiazol-2-ge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NG-methyl-L-arginine

acetate salt(L-NMMA), Lipopolysaccharide(LPS) 시

약들은 Sigma(USA), Dimethyl sulfoxide(DMSO), 2-

Propanol Hueller-Hinton Broth은 Merck(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ELISA reader(Perkin-Elmer,

Foster City, CA), Spectrophotometer(UNICO. USA),

Micro centrifuge(Hettich, Germany) 등의 기기를 실험

에 사용하 다. 

2. 방법

1) 시료조제

魚腥草 25g을 각각 에탄올 추출과 열수 추출을 하여 실

험에 사용할 시료를 제조하 다. 열수 추출의 경우 분쇄기

를 이용하여 분말로 만들고 2차 증류수 1ℓ와 혼합하여 약

탕기로 100℃에서 150분 동안 추출하 다. 에탄올 추출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분쇄하여 70% EtOH 500㎖을 넣고

실온에서 180분 동안 교반기로 추출하 다. 추출한 후 여

과지(ADVANTEC 5C)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회전감압농

축기를 이용하여 완전 농축하 다. 각 시료를 적당량을 가

하여 microtube에 담은 후 100% DMSO를 이용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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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균 효능 평가

항균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Triclosan은 100㎍/disk

에서 직경이 38이었으며, 열수추출한 魚腥草와 에탄올추

출한 魚腥草는 250㎍/disk농도와 500㎍/disk농도에서 항

균효능을 나타내지 않았다.

3. 항염 효능 평가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21.7±2.7%, 100㎍/㎖에서 25.1±2.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고, 에탄올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1.7±7.3%, 100㎍/㎖에서 9.7±5.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으며, 열수추출의 50과 100㎍/㎖ 농도

에서만 조군에비해유의성있게증가하 다.(Table 2)

4. 항산화능 평가

항산화능에 한 실험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16.9±0.3%, 50㎍/㎖에서 30.2±0.1%, 100㎍/㎖

에서 48.2±0.1%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고, 에탄

올추출한 魚腥草는 20㎍/㎖에서 30.2±0.1%, 50㎍/㎖농

도에서 49.6±0.5%, 100㎍/㎖에서 67.2±1.6%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며, 열수추출 魚腥草 20㎍/㎖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Table 3)

Ⅳ. 考察

여드름을 한방에서는 粉刺라 한다15).《外科正宗∙肺風粉

刺酒 鼻》에서는“肺風, 粉刺,酒 鼻三名同腫. 粉刺屬肺,   

鼻屬脾, 總皆血熱鬱滯不散, 所謂有槪諸內, 形諸外要. 宜

君妙貼散加白附子敷之, 內服枇杷葉丸, 黃芩淸肺飮”이

라고 하여 病因과 治法을 설명하고 있다16).

여드름은 肺熱이 熏蒸하여 血熱이 肌膚에 쌓여 생기는

肺熱濕熱型, 과식이나 맵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濕熱

이 장내에 쌓여 생기는 腸胃濕熱型, 脾氣가 약해 운화가

失調되어 水濕이 내부에 저체되면 痰이 되고 痰이 오래되

면 熱로 변하는데 濕熱에 痰이 끼어 肌膚에 凝滯되어 생기

는 脾虛痰濕型으로 구분되며 白花蛇舌草, 枇把葉 등 주로

淸熱藥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다17).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여드름의

치료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18). 국제면역화학요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

면 白英과 가 항염증에 효과가 있으며 防風∙黃 ∙黃

精∙桑白皮의 피부각질형성세포와 교원질의 재생을 촉진

하는 효과가 있으며, 白芷 추출물의 경우 중성구의 화학주

성을 크게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黃連 추출물은

retinoic acid보다 우수한 항지방합성 효과를 나타내며,

甘草 추출물은 eyrthromycin과 달리 항생제의 내성이 없

는 뛰어난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가 있다19).

魚腥草는 三白草과(Saururaceae)에 속한 다년생본초

인 약모 의 帶根全草이다. 異名은 菜∙葺∙紫葺∙重

藥∙臭猪巢∙臭菜∙熱草∙臭牧丹∙臭�丹∙辣子草 등이

며, 性味는 辛∙微寒 無毒하고 肺經에 歸經한다. 淸熱解

毒∙排膿∙利水消腫 등의 효능이 있어 肺癰∙瘡癰, 淋痛,

退熱泄瀉 등의 병증을 치료한다.肺癰의 要藥이지만 呼吸

器,尿道,腸管 등의 각종 感染病 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20). 

염증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극에 한 생체의 방어 반

응으로, 다양한 세포와 cyokine들이 관여하는 일련의 과

정이다. 염증 반응에서의 세포 손상은 반응성 산소 사물

(ROMs: reactive oxygen metabolites)에 의하여 매개되

기도 한다. 이들 자유 라디칼 및 활성산소는 세포구성 성

분들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에 하여 비선택적, 비

가역적인 파괴작용을 함으로써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

여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질환, 허혈, 동맥

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염증, 류마티스, 자기면역질

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까지 알려진 항산화제가 약한 활성, 독성 및 사용상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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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ytotoxic Effect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HaCaT Cells by 

MTT Assay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p<0.001).

T: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Tukey Bab).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Group

Control

HHWE 20㎍ /㎖

HHWE 50㎍ /㎖

HHWE 100㎍ /㎖

HHEE 20㎍ /㎖

HHEE 50㎍ /㎖

HHEE 100㎍ /㎖

Cell Viability(%)

100±6.5

78.2±4.7*

56.3±4.8*

43.5±1.7*

67.9±2.8*

57.1±6.0*

50.2±5.1*

T

e

d

b

a

c, d

b, c

a, b

(Table 4) The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Clear Zone Diameters 

for Propionibactrium acnes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Triclosan

HHWE

HHEE

100

38

-

-

250

-

-

500

-

-

Triclosan HHWE 250  HHWE 500 HHEE 250 HHEE 500

(Table 2) Inhibition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on NO Productionin LPS

induced Macrophage Raw 264.7cell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LPS) 

(p<0.01).

T: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Tukey Bab).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NO: Nitric oxide

LPS: Lipopolysaccharides

NMMA: NG-methyl-L-arginine acetate salt

Group

LPS

NMMA 50㎍ /㎖

HHWE 20㎍ /㎖

HHWE 50㎍ /㎖

HHWE 100㎍ /㎖

HHEE 20㎍ /㎖

HHEE 50㎍ /㎖

HHEE 100㎍ /㎖

Inhibition Ability(%)

1.1±7.1

50.4±13.1*

-

21.7±2.7*

25.1±2.6*

-

1.7±7.3

9.7±5.6

T

a

c

b

b

a

a, b

(Table 3) Scavenging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DPPH Radical

*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p<0.01).

T: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Tukey Bab).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DPPH: 1,1-dipheny1-2-picrylhydrazy1

Group

Control

Quercetin 20㎍ /㎖

HHWE 20㎍ /㎖

HHWE 50㎍ /㎖

HHWE 100㎍ /㎖

HHEE 20㎍ /㎖

HHEE 50㎍ /㎖

HHEE 100㎍ /㎖

Scavenging Ability(%)

0±11.6

62.5±5.8*

16.9±0.3

30.2±0.1*

48.2±0.1*

30.2±0.1*

49.6±0.5*

67.2±1.6*

T

a

e

a, b

b, c

c, d

b, c

c, d

e

Group
농도(㎍ /disk)

Fig. 1. The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on Clear Zone Diameters for Propionibactrium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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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균 효능 평가

항균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Triclosan은 100㎍/disk

에서 직경이 38이었으며, 열수추출한 魚腥草와 에탄올추

출한 魚腥草는 250㎍/disk농도와 500㎍/disk농도에서 항

균효능을 나타내지 않았다.

3. 항염 효능 평가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21.7±2.7%, 100㎍/㎖에서 25.1±2.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고, 에탄올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1.7±7.3%, 100㎍/㎖에서 9.7±5.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으며, 열수추출의 50과 100㎍/㎖ 농도

에서만 조군에비해유의성있게증가하 다.(Table 2)

4. 항산화능 평가

항산화능에 한 실험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16.9±0.3%, 50㎍/㎖에서 30.2±0.1%, 100㎍/㎖

에서 48.2±0.1%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고, 에탄

올추출한 魚腥草는 20㎍/㎖에서 30.2±0.1%, 50㎍/㎖농

도에서 49.6±0.5%, 100㎍/㎖에서 67.2±1.6%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며, 열수추출 魚腥草 20㎍/㎖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Table 3)

Ⅳ. 考察

여드름을 한방에서는 粉刺라 한다15).《外科正宗∙肺風粉

刺酒 鼻》에서는“肺風, 粉刺,酒 鼻三名同腫. 粉刺屬肺,   

鼻屬脾, 總皆血熱鬱滯不散, 所謂有槪諸內, 形諸外要. 宜

君妙貼散加白附子敷之, 內服枇杷葉丸, 黃芩淸肺飮”이

라고 하여 病因과 治法을 설명하고 있다16).

여드름은 肺熱이 熏蒸하여 血熱이 肌膚에 쌓여 생기는

肺熱濕熱型, 과식이나 맵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濕熱

이 장내에 쌓여 생기는 腸胃濕熱型, 脾氣가 약해 운화가

失調되어 水濕이 내부에 저체되면 痰이 되고 痰이 오래되

면 熱로 변하는데 濕熱에 痰이 끼어 肌膚에 凝滯되어 생기

는 脾虛痰濕型으로 구분되며 白花蛇舌草, 枇把葉 등 주로

淸熱藥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다17).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여드름의

치료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18). 국제면역화학요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

면 白英과 가 항염증에 효과가 있으며 防風∙黃 ∙黃

精∙桑白皮의 피부각질형성세포와 교원질의 재생을 촉진

하는 효과가 있으며, 白芷 추출물의 경우 중성구의 화학주

성을 크게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黃連 추출물은

retinoic acid보다 우수한 항지방합성 효과를 나타내며,

甘草 추출물은 eyrthromycin과 달리 항생제의 내성이 없

는 뛰어난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가 있다19).

魚腥草는 三白草과(Saururaceae)에 속한 다년생본초

인 약모 의 帶根全草이다. 異名은 菜∙葺∙紫葺∙重

藥∙臭猪巢∙臭菜∙熱草∙臭牧丹∙臭�丹∙辣子草 등이

며, 性味는 辛∙微寒 無毒하고 肺經에 歸經한다. 淸熱解

毒∙排膿∙利水消腫 등의 효능이 있어 肺癰∙瘡癰, 淋痛,

退熱泄瀉 등의 병증을 치료한다.肺癰의 要藥이지만 呼吸

器,尿道,腸管 등의 각종 感染病 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20). 

염증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극에 한 생체의 방어 반

응으로, 다양한 세포와 cyokine들이 관여하는 일련의 과

정이다. 염증 반응에서의 세포 손상은 반응성 산소 사물

(ROMs: reactive oxygen metabolites)에 의하여 매개되

기도 한다. 이들 자유 라디칼 및 활성산소는 세포구성 성

분들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에 하여 비선택적, 비

가역적인 파괴작용을 함으로써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

여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질환, 허혈, 동맥

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염증, 류마티스, 자기면역질

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까지 알려진 항산화제가 약한 활성, 독성 및 사용상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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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ytotoxic Effect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HaCaT Cells by 

MTT Assay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p<0.001).

T: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Tukey Bab).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Group

Control

HHWE 20㎍ /㎖

HHWE 50㎍ /㎖

HHWE 100㎍ /㎖

HHEE 20㎍ /㎖

HHEE 50㎍ /㎖

HHEE 100㎍ /㎖

Cell Viability(%)

100±6.5

78.2±4.7*

56.3±4.8*

43.5±1.7*

67.9±2.8*

57.1±6.0*

50.2±5.1*

T

e

d

b

a

c, d

b, c

a, b

(Table 4) The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Clear Zone Diameters 

for Propionibactrium acnes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Triclosan

HHWE

HHEE

100

38

-

-

250

-

-

500

-

-

Triclosan HHWE 250  HHWE 500 HHEE 250 HHEE 500

(Table 2) Inhibition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on NO Productionin LPS

induced Macrophage Raw 264.7cell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LPS) 

(p<0.01).

T: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Tukey Bab).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NO: Nitric oxide

LPS: Lipopolysaccharides

NMMA: NG-methyl-L-arginine acetate salt

Group

LPS

NMMA 50㎍ /㎖

HHWE 20㎍ /㎖

HHWE 50㎍ /㎖

HHWE 100㎍ /㎖

HHEE 20㎍ /㎖

HHEE 50㎍ /㎖

HHEE 100㎍ /㎖

Inhibition Ability(%)

1.1±7.1

50.4±13.1*

-

21.7±2.7*

25.1±2.6*

-

1.7±7.3

9.7±5.6

T

a

c

b

b

a

a, b

(Table 3) Scavenging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 on DPPH Radical

*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p<0.01).

T: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Tukey Bab).

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DPPH: 1,1-dipheny1-2-picrylhydrazy1

Group

Control

Quercetin 20㎍ /㎖

HHWE 20㎍ /㎖

HHWE 50㎍ /㎖

HHWE 100㎍ /㎖

HHEE 20㎍ /㎖

HHEE 50㎍ /㎖

HHEE 100㎍ /㎖

Scavenging Ability(%)

0±11.6

62.5±5.8*

16.9±0.3

30.2±0.1*

48.2±0.1*

30.2±0.1*

49.6±0.5*

67.2±1.6*

T

a

e

a, b

b, c

c, d

b, c

c, d

e

Group
농도(㎍ /disk)

Fig. 1. The Effects of Houttuyniae Herba Extract(HHWE: Houttuyniae Herba water Extract, HHEE : Houttuyniae Herba ethanol

Extract) on Clear Zone Diameters for Propionibactrium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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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천연물에

서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21).

魚腥草에 한 연구로는 하22)와 서23)는 항산화에 관련된

연구를, 두24)는 여드름 환자에 한 임상효과를 연구를 하

다. 이에 저자는 魚腥草의 항균, 항염증, 항산화에 한

실험들을 통하여 여드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험을 하 다.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78.2±4.7%, 50㎍/㎖에서 56.3±4.8%, 100㎍

/㎖에서 43.5±1.7%의 세포생존율을 보 고, 에탄올추출

魚腥草는 20㎍/㎖에서 67.9±2.8%, 50㎍/㎖에서 57.1±

6.0%, 100㎍/㎖에서 50.2±5.1%의 세포생존율을 보 다.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든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게 감소하 으며,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의 세포

독성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항균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Triclosan은 100㎍/disk

에서 직경이 38이었으며,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한 魚腥

草 250㎍/disk, 500㎍/disk농도에서 모두 항균효능을 나

타나지 않아 항균효능에 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21.7±2.7%, 100㎍/㎖에서 25.1±2.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고, 에탄올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1.7±7.3%, 100㎍/㎖에서 9.7±5.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다.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두 20 ㎍

/㎖농도에서는 NO 생성 저해능을 보이지 않았으며, 열수

추출의 50과 100㎍/㎖ 농도에서만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열수추출이 에탄올추출보다 항염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 다.

항산화능에 한 실험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16.9±0.3%, 50㎍/㎖에서 30.2±0.1%, 100㎍/㎖

에서 48.2±0.1%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고, 에탄

올추출한 魚腥草는 20㎍/㎖에서 30.2±0.1%, 50㎍/㎖농

도에서 49.6±0.5%, 100㎍/㎖에서 67.2±1.6%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며, 열수추출 魚腥草 20㎍/㎖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에탄올추출

이 열수추출보다 항산화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 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를 종합할 때 魚腥草는 항균효과

에 있어서는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으나 항염, 항

산화작용에는 유효한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염증이 생긴

이후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

드름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論

열수추출 魚腥草와 에탄올추출 魚腥草의 여드름 유발균

과 염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염효능, 항산

화능, 여드름 유발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에

한 항균효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과 에탄올추

출 魚腥草의 경우 세포생존율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2. 항균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와

에탄올추출한 魚腥草에서 항균효능을 나타내지 않아 항균

효능에 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3.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

50과 100㎍/㎖농도에서 NO 생성 저해능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4. 항산화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 20㎍/㎖농

도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

성 있게 증가하 다.

이상으로 보아 항염, 항산화작용에는 유효한 효과가 있

었기에 이는 염증이 생긴 이후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드름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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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천연물에

서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21).

魚腥草에 한 연구로는 하22)와 서23)는 항산화에 관련된

연구를, 두24)는 여드름 환자에 한 임상효과를 연구를 하

다. 이에 저자는 魚腥草의 항균, 항염증, 항산화에 한

실험들을 통하여 여드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험을 하 다.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78.2±4.7%, 50㎍/㎖에서 56.3±4.8%, 100㎍

/㎖에서 43.5±1.7%의 세포생존율을 보 고, 에탄올추출

魚腥草는 20㎍/㎖에서 67.9±2.8%, 50㎍/㎖에서 57.1±

6.0%, 100㎍/㎖에서 50.2±5.1%의 세포생존율을 보 다.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든 농도에서 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게 감소하 으며,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의 세포

독성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항균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Triclosan은 100㎍/disk

에서 직경이 38이었으며,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한 魚腥

草 250㎍/disk, 500㎍/disk농도에서 모두 항균효능을 나

타나지 않아 항균효능에 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21.7±2.7%, 100㎍/㎖에서 25.1±2.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고, 에탄올추출한 魚腥草는 50㎍/

㎖농도에서 1.7±7.3%, 100㎍/㎖에서 9.7±5.6%의 NO

생성 저해능을 보 다. 열수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두 20 ㎍

/㎖농도에서는 NO 생성 저해능을 보이지 않았으며, 열수

추출의 50과 100㎍/㎖ 농도에서만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열수추출이 에탄올추출보다 항염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 다.

항산화능에 한 실험 결과, 열수추출 魚腥草는 20㎍/

㎖에서 16.9±0.3%, 50㎍/㎖에서 30.2±0.1%, 100㎍/㎖

에서 48.2±0.1%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고, 에탄

올추출한 魚腥草는 20㎍/㎖에서 30.2±0.1%, 50㎍/㎖농

도에서 49.6±0.5%, 100㎍/㎖에서 67.2±1.6%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며, 열수추출 魚腥草 20㎍/㎖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에탄올추출

이 열수추출보다 항산화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 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를 종합할 때 魚腥草는 항균효과

에 있어서는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으나 항염, 항

산화작용에는 유효한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염증이 생긴

이후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

드름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論

열수추출 魚腥草와 에탄올추출 魚腥草의 여드름 유발균

과 염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염효능, 항산

화능, 여드름 유발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에

한 항균효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과 에탄올추

출 魚腥草의 경우 세포생존율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2. 항균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와

에탄올추출한 魚腥草에서 항균효능을 나타내지 않아 항균

효능에 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3.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한 魚腥草

50과 100㎍/㎖농도에서 NO 생성 저해능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4. 항산화능에 해 실험한 결과, 열수추출 20㎍/㎖농

도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

성 있게 증가하 다.

이상으로 보아 항염, 항산화작용에는 유효한 효과가 있

었기에 이는 염증이 생긴 이후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드름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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