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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truded Acanthopanax Folium 

extracts on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induced arthritis of rats.

Methods： To induce arthritis in the ankle joint of rats, CFA was injected in the proximal part of 

the tail subcutaneously. After CFA injection, arthritic conditions were examined with macrography. 

The volume of paw edema and thickness of the ankle joints were checked regularly within 20 days. 

At 20 days,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was performed on the ankle joint. Inflammation levels 

were determined by total WBC counts and differential WBC counts using a blood analyzer. Tumor 

necrosis factor-α and interleukin-1β concentration in paw exudate were measured by  ELISA 

method. 

Results： Several arthritic conditions induced by CFA were alleviated by Acanthopanax Folium 

treatment. Morphologically, reduction of arthritic conditions were observed and the volume of paw 

edema and thickness of the ankle joint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dditionally, cytokines in paw 

exudate were diminished and histopathological improvement was observed.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extruded Acanthopanax Folium extracts have the 

beneficial effects on the CFA induced arthritis of rats and might be used for chronic arthritis 

patients.

Key words : Acanthopanax Folium, Acanthopanax divaricatus var. albeofructus, Extrusion, Arthritis, 

Complete Freund’s Adjuvant 

서  론

五加皮는 두릅나무과(五加科：Araliaceae)에 속한 落葉

灌木인 오갈피Acanthopanax sessiliflorus  (Rupr. et 

Max.) Seem.와 細柱五加A. gracilistylus W.W. Smith. 

 同屬 近緣植物의 根皮이다. 味는 辛苦하고 性은 溫 

(寒-醫林纂要)하고 독이 없다. 肝, 腎經에 들어가 밖으로

는 散風 除濕을 하고 안으로는 肝腎을 溫補하는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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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祛風濕, 止痹痛 는 補肝腎, 强筋骨, 起痿弱하는 효

능을 나타낸다. 五加皮는 痰을 삭이고 濕을 거두며 腎을 

補養하고 精을 補益한다. 利水消腫하여 皮水腫脹, 脚氣浮

腫을 없애고, 瘡疥의 독을 제거하며, 打撲傷, 勞傷을 치료

하고 시력을 좋게 하는 효능도 있다. 歷節風에 좋은 효과

가 있으며, 보행에 활기가 생기게 하고 血을 잘 순환하게 

하고 血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특히 風濕의 侵襲으로 

인한 關節疼痛, 屈伸不利, 腫痛拘攣을 主治하고, 肝腎陽虛

의 陽痿, 陰濕, 腰背冷痛, 兒行遲 등에 要藥이다. 그

에서도 肝腎虛의 風濕痹에 가장 효과 이다
1-4).

한편 연구로 밝 진 五加皮의 약리 활성으로는 소

염작용
5), 면역억제 작용6), 당강하 작용7-9), 동맥경화와 

고 압 방 효과
10),  이완 효과11), 신장 보호 효과9), 

항암 효과
12), 항피로, 항스트 스, 진정, 진통 작용2) 등이 

있다. 특히 五加根皮의 부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진통 작용이 나타났으며, 細柱五加(A. gracilistylus) 물 

탕액의 알코올 정제물을 생쥐에게 투여한 실험에서는 

비장의 항체 형성세포 형성에 한 억제작용과 생쥐의 

복강 내 식세포의 탐식능력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

데
2), 이는 五加皮의 면역억제 작용을 시사한 것으로, 

염의 면역 항진상태를 경감시켜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김 등(1995)의 五加皮 추출물

과 사람의 단핵구의 IL-8의 생산억제 효과를 연구한 실

험에서 五加皮가 유의성 있는 소염작용이 있음을 보고하

다
5). 

그러나 민간에서 五加葉을 五加皮와 유사한 용도로 사

용하고 있음에도
13) 五加皮의 주 약용부 인 根皮에 한 

연구만이 집 으로 행해졌을 뿐 五加皮의 잎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일반 인 五加皮 

재배 농가에서 부분 사용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 五加

葉의 효능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농가소득증 에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五加皮의 소염

효능을 기반으로 五加葉의 염에 한 효능 검증을 

해 동물실험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五加皮의 소염효능을 기반으로 五加葉

의 염에 한 효능 검증을 하여,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로 유발된 흰쥐의 염 모델에서 五加

葉의 壓出成形 추출물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진행되었으며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체  190 g 내외의 수컷 Lewis

계 흰쥐(strain ; LEW/CrljBgi, 오리엔트바이오(주), 한국)

를 구입하여 세명 학교 한의과 학 청정동물사육실 내

에서 1주일간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3±1℃, 습도 50±5%, 12시간 간격의 명암

(조도 250 LUX)이 유지되도록 하 으며, 실험기간 동안 

사료(제일제당, 한국)와 음수는 충분히 공 하 다. 본 연

구과정은 세명 학교 동물실험윤리 원회의 승인(smecae 

08-12-01)을 받았다.

2) 五加葉

실험에 사용된 五加葉은 충남 서산 오가피농장에서 채

집한 것(민가시오가피, Acanthopanax divaricatus var. 

albeofructus)을 세명 학교 본 학교실에서 검증하여 사

용하 으며, 세명 학교 본 학교실에 보 하고 있다. 

2. 방법

1) 시료의 조제

실험에 사용된 五加葉 Extrusion (압출성형) 추출물은 

다음의 공정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 다. 五加葉 90%, 

옥수수가루 10%가 되게 혼합한 후 수분함량이 40%가 되

게 preconditioning (24시간 냉장고에 방치)하 다. 압출

성형공정은 배럴온도 130℃, 수분함량 40%, 스크루 회

속도 200 rpm, 원료투입량 110 g/min으로 하 고, 五加

葉 압출성형물을 제조 후 열풍건조기 60℃에서 8시간 건

조하 다. 이 건조된 압출성형물을 열수추출, 감압농축, 

동결건조하여 五加葉 Extrusion 추출물로 하 다. 일반 

五加葉 추출물(non-extrusion)은 압출성형하지 않은 五加

葉을 열수추출, 감압농축, 동결건조한 것으로 하 다.

2) 실험군의 분류

정상군(normal group) : CFA 신 light mineral oil만

을 주입하고 20일간 증류수를 경구투여한 군(n=8)

조군(control group) : CFA를 주입하여 염을 유

발시키면서 20일간 증류수를 경구투여한 군(n=8)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A-high group) : CFA를 

주입하여 염을 유발시키면서 20일간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 추출액(200 mg/kg)을 경구투여한 군(n=8)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A-low group) : CFA를 주

입하여 염을 유발시키면서 20일간 五加葉 Extrusion 

농도 추출액(40 mg/kg)을 경구투여한 군(n=8) 

五加葉 non-extrusion군(B-high group) : CFA를 주입

하여 염을 유발시키면서 20일간 五加葉 non-extrusion 

고농도 추출액(200 mg/kg)을 경구투여한 군(n=8) 

3) 염의 유발

M. tuberculosis strain H37Ra (Difco, USA)를 약사발

에 곱게 갈아 light mineral oil (Sigma, USA)로 7 ㎎/㎖

의 농도가 되도록 CFA를 제조하여 CFA 0.1 ㎖를 흰쥐

의 尾根部 피내에 1회 주입하여 염을 유발시켰다. 

4) 체 의 측정 

실험 0일, 7일, 10일, 14일, 16일, 18일  20일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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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체 을 측정하 다.

5) 육안소견  염 지수의 평가

CFA 주입 후 7일부터 매일 염의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 다. 염 지수는 정상 인 족  상태를 0 , 

족 의 가벼운 발   종창이 있는 경우를 1 , 정

도의 발   종창이 있는 경우를 2 , 심한 발   종

창이 있는 경우를 3 으로 하여 양측에서의 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 다.

6) 족부종(paw edema)의 측정

실험 0일, 7일, 10일, 14일, 16일, 18일  20일에 모든 

개체의 양측 후지의 족부종을 plethysmometer (UGO 

BASILE, 7141, Italy)를 이용하여 각각 3회 측정하고 좌

우의 평균값을 구하 다. 

7) 족근 (ankle joint) 두께의 측정

실험 0일, 7일, 10일, 14일, 16일, 18일  20일에 모든 

개체의 양측 족근 의 두께를 digital caliper (Mitutoyo, 

CD-15CP, Japan)를 이용하여 각각 3회 측정하고 좌우의 

평균값을 구하 다.

8) 총 백 구 수  백 구 감별 계산

실험 20일에 ether로 가볍게 마취시킨 후 심장을 통해

서 을 채취하 다. 액을 EDTA가 담긴 채 병에 담

아 잘 섞은 후, 자동 구계산기(Advia 120, Leverkusen, 

Germany)를 이용하여 총 백 구 수  백 구 감별 계

산을 하 다. 

9) 족부 삼출물 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함량 측정

삼출물 내 TNF-α 함량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Endoge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액  검액은 1시간,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는 2시간, streptavidin-HRP solution은 30분간 반

응시키고, TMB substrate solution을 30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후 stop solution으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E10514, USA)로 45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액을 이용하여 아래의 직선 회

귀방정식을 구하 으며, 표본의 흡 도를 방정식에 입

하여 TNF-α 함량을 구하 다.

TNF-α 함량 = 표본흡 도 × 1040.49 - 52.81

10) 족부 삼출물 내 Interleukin-1β (IL-1β) 함량 

   측정

삼출물 내 IL-1β 함량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Endoge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액  검액은 2시간,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는 30분간, streptavidin-HRP solution은 30분간, 

TMB substrate solution을 30분간 반응시킨 후 stop 

solution으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E10514, USA)로 450 nm의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액을 이용하여 아래의 직선 회귀방정식을 구하

으며, 표본의 흡 도를 방정식에 입하여 IL-1β 함량을 

구하 다.

IL-1β 함량 = 표본흡 도 × 921.08 - 77.22

11) 병리조직학  찰

실험 20일에 채   좌측 후지를 출한 후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5분간 심장을 통해서 류 

고정하고 우측 후지를 출하 다. 

우측 후지를 동일한 고정액에 24시간 재차 고정하고 

20% 개미산용액에 3일간 담가서 탈회하 다. 탈회된 조

직을 24시간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족근 의 정 시상

단면을 만들어 일반 인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라핀 포

매하 다. 라핀 포매 후 5 ㎛의 박 편을 만들었으며,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학 미경으로 

병리조직학 인 병병의 정도를 찰하 다.

병리조직학 으로 활막염(synovitis), 섬유성 스 

(pannus) 형성, 골외막반응(periosteal reaction), 연골  

연골하 골조직의 괴(destruction of cartilage and 

subchondral bony tissue), 골세포의 활성(activation of 

osteoclasts) 정도를 0 (없음), 1 (미약), 2 ( 간), 3

(심함)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를 합산하여 

염의 정도를 평가하 다.

3. 통계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  

차이는 Student’ t-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SPSS 10.1 for Windows, USA)를 이용

하 으며,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학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체 의 변화

정상군은 실험기간 동안 체 이 꾸 히 증가하 다. 

조군은 실험 10일까지 약간 증가되었으나 그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여 실험 20일에는 실험 0일의 체 보다 

낮았다. 조군의 체 은 실험 7일부터 20일까지 정상군

에 비해서 모두 유의성 있게 낮았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은  실험기간 동안 조

군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 18일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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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Body Weights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Body weight (g)

0 7 10 14 16 18 20th day

      Normal (n=8)  219±9a) 250±8 276±7 287±6 291±6 299±5 307±6

      Control (n=8)  223±10    226±12***   232±11***   223±8***   221±7***   216±7***   214±7***

      A-high (n=8) 221±9 228±8 241±6 224±10 228±14  234±16#  222±17

      A-low (n=8)  221±12 230±9 241±10 224±8 220±9 223±9  214±10

      B-high (n=8)  221±11  224±11 240±10 234±17  236±15# 231±21   234±24#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light mineral oil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Table 2. Effect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Arthritic Index of Hind Paws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Arthritic index

10 12 14 16 18 20th day

      Control (n=8)    0.38±0.52
a)

1.75±0.87 4.00±1.07 5.25±1.04 5.63±0.74 5.63±0.74

      A-high (n=8)    0.50±0.76 1.75±1.49 4.00±2.33 4.50±1.77 4.63±1.77 4.63±1.77

      A-low (n=8)    0.50±0.76 2.63±1.30 4.63±1.77 5.37±1.41 5.37±1.41 5.00±1.51

      B-high (n=8)    0.25±0.71 2.50±2.00 3.63±1.85 4.88±1.46 5.00±1.41 5.00±1.51

a) : data expressed as Mean±S.D.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五加葉 extrusion 농

도군은  실험기간동안 조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五加葉 non-extrusion군은 실험 10일부터 20일까지 조

군에 비해서 다소 높았으며, 실험 16일  20일에는 유의

성 있게 높았다(Table 1).

2. 염의 육안소견  발생률

Light mineral oil만을 종한 정상군의 모든 개체에서 

 실험기간동안 육안 으로 의 발   종창이 

찰되지 않았다(Fig. 1). 

조군,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  五加 

Fig. 1. Gross lesion of hind paws from normal group 

The hind paws of rat injected with light mineral oil only were not 
shown any swelling or flare. 

葉 non-extrusion군 모두 CFA 주입 후 10일부터 후지의

발   종창이 나타나는 개체가 발생되기 시작하 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졌다(Fig.  2). 

조군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는 CFA 주입 

후 14일부터, 고농도군  농도군은 15일부터 모든 개

체에서 염이 발생되어 군간 염 발생률에는 차이

가 없었다. 

3. 염 지수의 변화

조군에서는 CFA 주입 후 14일부터 염 지수가 

격히 상승되어 20일까지 서서히 증가되었다. 五加葉 

 

Fig. 2. Gross lesion of hind paws from control group at 20 
days after Complete Freund's Adjuvant injection

The entire hind paws were swollen and 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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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Paw Edema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Volume of paw edema (㎖)

0 7 10 14 16 18 20th day

     Normal (n=8)   1.53±0.11
a)

1.74±0.07   1.74±0.06   1.71±0.06   1.79±0.07   1.82±0.06   1.82±0.06

     Control (n=8)   1.58±0.05 1.69±0.03   1.61±0.07
**
  2.05±0.21

***
  2.30±0.26

***
  2.34±0.24

***
  2.35±0.23

***

     A-high (n=8)   1.61±0.05 1.70±0.04   1.54±0.05
#
  2.07±0.20   2.01±0.21

#
  1.98±0.21

#
  2.10±0.24

     A-low (n=8)   1.59±0.05 1.64±0.06   1.59±0.09   1.98±0.36   2.07±0.29   1.92±0.33
#
  2.18±0.29

     B-high (n=8)   1.60±0.05 1.67±0.09   1.54±0.04
#
  1.87±0.18   2.17±0.19   2.23±0.26

#
  2.31±0.30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light mineral oil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1, *** : p < 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Table 4.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Thickness of Ankle Joints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Thickness of ankle joints (㎜)

0 7 10 14 16 18 20th day

     Normal (n=8)  6.64±0.04a)  6.78±0.08   6.81±0.05   6.79±0.08   6.82±0.08   6.88±0.07   6.90±0.10

     Control (n=8) 6.62±0.04   6.68±0.04*   6.72±0.07*   7.62±0.52**   8.59±0.74***   8.77±0.89***   8.88±0.77***

     A-high (n=8) 6.63±0.06  6.67±0.07   6.65±0.07   7.60±0.59   8.24±0.88   7.36±0.38#   7.92±0.73#

     A-low (n=8) 6.61±0.06  6.67±0.08   6.65±0.09   7.82±1.14   8.13±1.11   7.49±0.89#   8.23±0.98

     Sample (n=8) 6.64±0.06  6.68±0.06   6.63±0.06#   7.25±0.47   7.96±0.63   8.20±0.85   8.63±0.85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light mineral oil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5, ** : p < 0.01, *** : p < 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extrusion 농도군은 20일에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

으며,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은 16일부터 20일까지 

조군에 비해서 낮았고, 五加葉 non-extrusion군은 조

군에 비해 14일부터 20일까지 다소 낮았으나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

4. 족부종(paw edema volume)의 변화

정상군은 실험기간 동안 족부의 체 이 가볍게 증가하

다. 조군은 실험 10일에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

게 낮았으나, 실험 14일부터 20일까지는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은 실험 10일에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실험 14일에는 조군과 

유사하 으나, 실험 16일  18일에는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은 실험 

14일부터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실험 

18일에는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五加葉 

non-extrusion군은 실험 10일에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실험 14일부터 20일까지는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

5. 족근 (ankle joint) 두께의 변화

정상군은 실험기간 동안 족근  두께가 가볍게 증가

하 다. 조군은 실험 7일  10일에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으나, 실험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정상군

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은 실험 16일까지 조군과 

유사한 정도 으나 실험 18일  20일에는 조군에 비

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은 

실험 16일부터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으며 실험 18

일에는 유의성 있게 낮았다. 五加葉 non-extrusion군은 

실험 10일에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실

험 14일부터 20일까지는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다 

(Table 4).

6. 총 백 구  백 구 감별 계산의 차이

실험 20일에 채 하여 측정한 조군의 총 백 구  

호 구 수는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림

구  단핵구 수는 정상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의 총 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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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on the White Blood Cell Counts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Total WBC (×10
3
/㎕) Neutrophils (×10

3
/㎕) Lymphocytes (×10

3
/㎕) Monocytes (×10

3
/㎕) 

    Normal (n=8)   5.51±0.78a) 0.76±0.13 4.86±0.62 0.12±0.05

    Control (n=8)   12.79±2.12***   8.12±1.31*** 4.36±1.13 1.19±2.28

    A-high (n=8) 10.94±2.60 6.93±1.90 3.70±0.89 0.30±0.12

    A-low (n=8) 11.07±1.90 7.02±1.40 3.78±1.08 0.27±0.10

    B-high (n=8) 11.64±1.64 6.62±0.74# 4.64±1.16 0.38±0.13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light mineral oil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Table 6.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Tumor Necrosis Factor-α Contents in the Paw Exudate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Tumor necrosis factor-α (pg/㎖)

 Normal (n=8)                  50.9±9.6
a)

 Control (n=8)                 116.0±29.8
***

 A-high (n=8)                 108.1±30.5

 A-low (n=8)                 110.5±9.9

 B-high (n=8)                 108.8±13.9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light mineral oil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01).

 호 구 수는 조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

었다. 五加葉 non-extrusion군의 총백 구  단핵구 수

는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으며, 호 구 수는 조군

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Table 5).

7.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함량 차이

실험 20일에 측정된 족부 삼출물 내 TNF-α함량은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  五加葉 non- 

extrusion군은 각각 조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6).

8. Interleukin-1β (IL-1β) 함량 차이

실험 20일에 측정된 족부 삼출물 내 IL-1β 함량은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  五加葉 non-

Table 7.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Interleukin-1β Contents in the Paw Exudate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Interleukin-1β (pg/㎖)

   Normal (n=8)             160.5±26.1
a)

   Control (n=8)             2746.8±286.0
***

   A-high (n=8)             2455.0±795.2

   A-low (n=8)             2596.6±628.5

   B-high (n=8)              2464±594.2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light mineral oil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01).

extrusion군은 각각 조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9. 병리조직학  소견

Light mineral oil만을 종한 정상군의 모든 개체에서

는 병리조직학 으로 정상 인 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Fig. 3).

CFA를 종한 조군의 모든 에서 증식성 화농성 

활막염(proliferative suppurative synovitis)이 주된 병변

으로 찰되었으며, 조군의 모든 에서 활막에서 증식

된 섬유성 pannus가 강내로 증식되어 있었다(Fig. 

4). 활막은 한 염증세포의 침윤  부종으로 인하여 

비후되어 있었으며 활막세포도 증식되어 두터운 층을 이

루고 있었다. 활막에 침윤된 염증세포는 부분 호 구

으며, 림 구  식세포도 침윤되어 있었다(Fig. 5). 

조군의 모든 에서 골세포의 활성  반응성 골외막 

반응으로 인한 신생골조직이 다양한 두께로 형성되어 있

었고, 8   7 에서 연골  연골하 골조직의 괴

가 동반되어 있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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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Acanthopanacis Folium Treatment on the Histopathological Scores of Tibiotarsal Joints of Lewis Rats 
Injected with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Group Synovitis Pannus
formation

Periosteal 
reaction

Destruction of 
cartilage and 

subchondral bony 
tissues

Activation of 
osteoclasts

Total scores

Control  3.0±0.0a) 2.1±0.6 2.1±0.8 1.5±1.1 1.5±0.8 10.3±2.7

A-high 2.8±0.5 1.8±0.7 1.6±0.7 1.1±0.8 1.0±0.8 8.3±3.1

A-low 2.8±0.5 1.9±0.8 1.4±0.9 1.4±0.9 1.4±0.9 8.8±3.2

B-high 2.1±0.8# 1.5±0.8 1.1±1.0# 1.0±0.8 0.6±0.9  6.4±3.2#

a) : data expressed as Mean±S.D.
Control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A-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A-low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B-high : CFA injected and treated with non-extruded Acanthopanacis Folium sampl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Fig. 3. Sagittal section of the ankle joint from normal group 
at 20 days after light mineral oil injection

Distal tibia (T), central tarsal bone (ct), synovial membrane (arrow) 
and joint cavity (*) were intact. H&E stain, bar = 500㎛.

Fig. 4. Sagittal section of the ankle joint from control group 
at 20 days after Complete Freund's Adjuvant injection

Purulent synovitis (sm) and ingrowing of pannus into joint cavity (*) 
were characteristic lesions. T ; distal tibia, ct ; central tarsal bone. 
H&E stain, bar = 500㎛.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  五加葉 non- 

extrusion군에서의 주된 병리조직학  소견은 조군에서

와 같은 증식성 화농성 염이었다. 각 군에서 찰된 

병변의 정도를 Table 8에 요약하 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에서는 각각의

병변 수가 조군에 비해서 낮아져 있었으며, 종합 

염 병변 수도 조군에 비해서 낮아져 있었으나 통 

Fig. 5. Synovial membrane of the ankle joint from control 
group at 20 days after Complete Freund's Adjuvant injection

Synovial lining cells were hypertrophic and hyperplastic (large 
arrows). Also, inflammatory cells, mainly neutrophils (small arrows), 
were infiltrated. * : joint cavity. H&E stain, bar = 50㎛.

Fig. 6. Bone destruction and reactive periosteal bone of the 
tibia from control group at 20 days after Complete Freund's 
Adjuvant injection

Newly formed osteophyte (large arrows), destruction of subchondral 
bony tissue (sb), proliferation of granulation tissue (gt), and 
activation of osteoclasts (small arrows) were observed. H&E stain, 
bar = 200㎛.

계학  유의성은 없었다.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는 각각의 병변 수가 모

두 조군에 비해서 낮아져 있었으며, 활막염 수, 골외

막 반응 수  종합 염 병변 수는 조군에 비

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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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에 염증이 생겨 

부 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것이다. 체 으로 

의 통증이 수반되어 환자가 염을 인지하게 되나, 

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염이라고 할 수는 없

으며, 붓거나 열감이 동반되는 등의 염증반응이 수반되어

야만 염이라고 할 수 있다. 염은 골 염(퇴행

성 염), 류마티스 염(Rheumatoid arthritis), 세균

성 염, 통풍 등의 일차 인 형태부터 루푸스(Lupus), 

다발성경화증, 라이터 증후군, 라임병 등으로 유발된 이

차 인 형태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종류는 100여

종에 이르며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다수이다
14). 

본 실험에서 염 유발 동물 모델에 사용된 염 유

발 물질은 CFA이다. CFA는 M. tuberculosis를 이용한 

염 유발 물질로서 염의 유발  지속성이 뛰어

나며 특히 항류마티스의 효능 평가에 믿을 만한 염 

유발 동물 모델로 알려져 있다
15). 

류마티스 염의 류마티스라는 용어는 ‘Rheuma’라는 

고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몸의 여기 기로 흐르

는 기운을 뜻한다. 이처럼 류마티스 염은 신  질

환으로서 질환 기의 만성 염증이 에 집 되어 나

타날 뿐만 아니라 더욱 진행되면 결국에는 근골격계나 

여러 장기, 피부, 신경계 등에 동시다발 으로 침범하여 

신 인 증상을 보인다
16). 30～40 에 집 으로 발병

하며 기에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나 고령화될수록 평

화되며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매우 

범 하고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 속한다
17)
.

류마티스 염은 과거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았

으나 재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자가 

면역이란 원래 외부물질에만 반응하여야 하는 면역계가, 

자신의 세포나 구조에도 반응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6)
. 자가 면역의 원인, 즉 류마티스 염의 

일차  원인에 해서는 여 히 의견이 분분하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 인 소인이 50～60%에 이르는 것으

로 보아 유 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

의 가족력 조사에서 일차 친족(Primary-degree relatives)

에 류마티스 염 환자가 있을 경우 발병률이 일반인

의 10배 정도로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 이를 뒷받침한

다
18,19). 류마티즈 염의 발병 련 유 자에 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HLA-DR4가 류마티스 염에 

큰 연 성을 가진다는 보고 이후
20), HLA-DRB1, HLA- 

DQ 유 자가 류마티스 염의 유  소인의 반 정

도를 차지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21). 이는 류마티스 염

은 특정한 유 자의 작용에 의해 유발됨을 나타내는 것

이다. 이런 유  요인 이외에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으로 

인한 면역계의 비정상 인 활성화나 호르몬 불균형 등이 

부차 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염을 痺證
22-24)으로 

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歷節風
25), 痛風26) 등도 류마티스 

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원인은 食傷, 勞倦, 痰飮, 

血 등으로 氣血不足, 精氣虛弱의 상태에서 風寒濕熱邪

가 침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28). 한방에서 지 하는 

五加皮의 효능을 살펴보면, 風痹와 歷節風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보행에 활기가 생기게 하고 血을 잘 순환하게 하

고 利水消腫하고 血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한 風濕

의 侵襲으로 인한 關節疼痛, 屈伸不利, 腫痛拘攣을 主治

하고, 肝腎陽虛의 陽痿, 陰濕, 腰背冷痛, 兒行遲 등에 

要藥이 되므로
1-4) 류마티스 염에도 효과가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水腫을 없애고 

의 軟弱을 보강해주는 기능은 염과 매우 하며 

염증반응을 억제시키고 진통작용, 보호 작용을 통해 

염의 효과 인 증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다만 그동안 이러한 오가피의 효능이 根皮에만 집

되어 연구되어 있고 민간에서 상용되고 있는 葉 부

에 한 연구는 미진하 는데, 본 연구를 통해, 五加葉

을 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실험기간 동안 조군  실험군의 체 은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실험 

기 염증반응이 격렬해지기  사료의 자율섭취가 체 을 

증가시켰으나 염증반응이 강해지면서 식욕의 하락과 체

온의 증가가 체 의 하락을 유도하 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군에서 지속 으로 체 이 높아진 것과 염으로 

인한 발   종창이 실험 개시 10일 이후 정도부터 육

안으로 보인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과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 체

으로 조군에 비해 체 이 증가한 것은 염증 반응을 

경감시켰다는 간 인 근거로 볼 수도 있다.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은 체 으로 비슷한 체 을 보여주

었는데 이는 五加葉 extrusion 농도 투여가 최  효능 

용량에 못 미친 것으로 단된다.

염의 육안소견은 조군과 실험군에서 염 유

발 물질 주입 후 10일이 경과되었을때 발   종창이 

발견되는 개체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조군과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는 14일 이후, 五加葉 extrusion 고

농도  농도군에서는 15일 이후 모든 개체에서 

염이 발생하 다. CFA 유도 염의 발병률은 군간 차

이가 없었으나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  농도군에서 

다소 느린 발병속도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염 경감 효과와 연 시키기 해서는 추가 인 실험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염 지수도 일부 기간 동안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체 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족부의 체 은 정상군에서 가볍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체 의 증가와 연 시켜 이해할 수 있다. 

조군은 실험 10일에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았으

나 14일부터 20일까지 계속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실험 

20일에는 약 29% 정도의 체  차이를 보여 CFA 유도에 

의한 염의 유발은 성공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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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은 조군에 비해 10일, 16

일, 18일에 유의 인 체  하락을 보 으며 체 으로 

조군에 비해 낮은 체 을 보 다.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 역시 낮은 체  경향을 보 으며 18일에는 유의

으로 낮은 체 을 보 다. 五加葉 non-extrusion군은 

10일에 유의 으로 낮은 체 을 보 으며, 실험 14일부터 

20일까지 조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체 으

로 extrusion 고농도  농도군에 비해서는 높은 체

을 보 다.

족근 의 두께는 실험기간 동안 정상군에서 가볍게 

증가하 으며 이 역시 체 의 증가와 연 시켜 이해할 

수 있다. 조군은 7일, 10일에 정상군에 비해 유의 으

로 낮았으나 16일부터 20일까지 매우 높은 신뢰도로 

(p<0.001) 정상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20일 

족근  두께는 정상군 비 평균 약 29%의 증가를 나

타내어 염의 유발은 성공 으로 이루어졌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은 16일까지 조군과 유사한 수 을 

보 으나 18일, 20일에는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

게 측정되었고 체 으로도 낮은 경향을 보 다.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은 16일부터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다

가 18일에 유의성 있게 낮았다. 五加葉 non-extrusion군

은 실험 10일에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았고 14일

부터 20일까지 조군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체 으로 

extrusion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총 백 구 수와 호 구 수에서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 인 증가가 나타났으며 림 구  단핵구 수

는 정상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FA

에 의한 염증 반응은 호 구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총 백 구 수도 늘어났다.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의 총백 구  호 구 수는 조

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五加葉 non- 

extrusion군의 총백 구  단핵구 수는 조군에 비해

서 다소 낮았으며, 호 구 수는 조군에 비해서 유의

성 있게 낮았다.

TNF (Tumor necrosis factor)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염증 사이토카인이다. 원래 ‘종양괴사인자’라는 이름은 

생쥐에 이식된 종양세포(tumor cell)를 출 성 괴사로 유

도하여 완 히 퇴행시킨 것에서 유래한다. TNF-α는 염

증체계의 일부로 작용하는데 특히 성염증반응(acute 

phase reaction)을 자극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29). IL-1β

(Interleukin 1β)는 감염에 한 숙주의 염증반응을 증폭

시키는 인자로 역시 성염증반응에서 매우 요하다. 염

증에서는 내부 인 발열원으로 작용하여 IL-1β 매개 염

증 반응시 발열을 수반하게 된다. 한 IL-1β는 백 구들

을 조 하고 골수 세포를 증가시키며 의 퇴행을 유도

한다
30)
. 실험동물의 족부삼출물 내 TNF-α와 IL-1β의 농도

는 모두 정상군에 비해 조군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각 

실험군에서 체 으로 조군에 비해 두 인자 모두 낮은 

농도를 보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

미경 수 의 찰을 통해 병리조직학 으로 부

의 병변을 찰한 결과 조군의 모든 에서 화농성 

활막염(proliferative suppurative synovitis)이 주된 병변

으로 찰되었다. 병변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병변 수로 

표시하고 비교한 결과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  농도

군에서는 병변 수가 모두 조군에 비해 낮은 상태 으

나 통계학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 五加葉 non- 

extrusion군에서도 병변 수가 모두 조군에 비해 낮은 

상태 고 활막염 수, 골외막 반응 수, 종합 염 

병변 수는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五加葉 추출물은 CFA로 유발된 

흰쥐의 염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만

성 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 五加葉 압출성형 추출물이 압출성형을 하지 않은 

일반 五加葉 추출물에 비해 체 으로 효과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나, 五加葉 추출시 압출성형법을 극 으로 활

용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요약  결론

五加葉 추출물이 흰쥐의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유발 염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자 하 다. 

CFA 유발 염 흰쥐에 20일간 五加葉 extrusion 추출

물 고농도(200 mg/kg), 농도(40 mg/kg)  五加葉 

non-extrusion 추출물(200 mg/kg)을 투여하면서 형태계

측학  변화, 액학  변화, 족부삼출물 내 cytokine 함

량 변화  병리조직학  변화를 찰하 다. 

1. 육안 인 염 지수는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  五加葉 non-extrusion군이 조군에 

비해서 완화되는 경향을 보 다.

2. 체 은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五加葉 non- 

extrusion군에서 조군에 비해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

으며, extrusion 고농도군에서는 18일에, non-extrusion

군에서는 16일  20일에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3. 족부종은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농도군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 조군에 비해서 감소

되는 경향을 보 으며,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에서는 16일  18일에,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

에서는 18일에,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는 18일

에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4. 족근  폭은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 

조군에 비해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며,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에서는 18일  20일에,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에서는 18일에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5. 총 백 구 수  호 구 수는 五加葉 extrusion 고

농도군,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  五加葉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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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usion군에서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으며, 

五加葉 non-extrusion군의 호 구 수는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6. 족부삼출물 내 TNF-α  IL-1β 함량은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  

五加葉 non-extrusion군에서 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7. 병리조직학 인 염 병변 지수는 五加葉 extrusion 

고농도군, 五加葉 extrusion 농도군  五加葉 

non- extrusion군이 조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

으며, 五加葉 non-extrusion군은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五加葉 추출물은 흰쥐의 CFA 유발 

염의 진행을 다소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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