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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장은횡격막아래등쪽으로제 11흉추와제 12흉추의

높이에척추양쪽총 2개가위치하는장기이며, 그크기는

성인의 주먹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서 길이가 약 10㎝, 너

비가 5㎝, 두께가 3㎝ 정도이다. 신장 하나의 무게는 100

~150g 정도로 우리 몸 체중의 0.4~0.5%에 불과 하지만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양의 약 25% 가량이 신장으로 흘

러들어간다. 혈액공급을받아신장에서여과배설하는역

할을 하기에 혈액 속 약물 및 독소에 쉽게 노출되어 손상

받기도한다1).

급성신장염은감염이나자가면역체계의이상활성화로

신원에의 급성염증에 의하여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혈뇨

와 핍뇨, 부종, 고혈압이나 사구체여과율 감소 등 급격한

신기능약화를초래한다1).

LPS(̀Lipopolysaccharide)는 그람음성박테리아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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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내독소로 잘 알려져 있으

며 대식세포의 활성화 인자이며 자극된 대식세포는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Interleukin-

1(̀IL-1), IL-6, IL-8, IL-10 등과 같은 cytokine을 생성

하여세포매개성면역반응및염증반응에관여한다2-6).

동과인(̀Benincasae semen)은 葫蘆科(̀Cucurbitace-

ae)에 속한 일년생 초목인 동과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으로, 性은 凉 無毒하고, 味는 甘하며 利濕排膿하는 효

능이있다7).

음곡(̀KI10)은足少陰腎經의合水穴로서滋補肝腎의效

能이있어腎虛로인한각종증상을主治한다8).

급성 신장염에 관한 기존의 서양의학적 치료는 감염성

인경우항생제투여및대증치료만있는실정이며9), 실험

연구로는구맥10), 차전자11) 약침을음곡에자침하여유효한

효과를 보인 예가 있었으며 동과자 추출액을 투여하여 고

지혈증 및 염증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예12)와 해열진

통 효과에 대한 연구13), 신생혈관생성 억제를 통한 항암효

과 연구14)가 있었으나 신장염에 대한 효과는 아직 보고된

바없었다.

이에저자는 LPS로유도된신장염병태모델흰쥐로음

곡과 상응하는 부위에 동과인 약침을 시술하여 혈액의

RBC, WBC, neutrophil, BUN, creatinine, TNF-α,

CINC-1과 소변의 creatinine, total protein, 신장내 염

증활성효소(̀TNF-α, MPO),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유

의한결과를얻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II. 실험

1. 재료

1) 동물

동물은 6주령의 수컷 SD 흰쥐(체중 180±20g)을 (주)

대한바이오링크(경기도, 한국)에서 공급받아 1주일간 실험

실환경에적응시킨후실험에사용하 다. 실험에사용된

동물은실험당일까지고형사료(삼양사료, 한국)와물을충

분히 공급하고, 실험실은 실온(̀22±2℃)과 습도 20~60%

을 유지하 고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규칙을

따랐다.

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동과인(̀Benincasae Semen, 이하

BS로표기)는대전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구입한것을

정선하여 사용하 으며, 사용하기 전 초음파 세척을 실시

하 다.

3) 시약및기기(̀Scheme 1, 2) 

2. 방법

1) 약침액의제조

분쇄기를이용해서동과인 55g을분쇄하여분말로만들

어, 삼각 flask에넣고증류수 500㎖를가하여 3시간동안

shaking water bath에서 유출한 후, 유출액을 여과하

다. 여과액을여과지로 3회여과한후, rotary evaporator

에 감압농축 하 다. 농축액에 95% ethyl alcohol 30㎖

를가하여, 실온에서교반한후방치하여, 침전물이생성되

게 한 후 여과하 다. 이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농축하한후, 농축액을다시여과하 다. 이여과액에

85% ethyl alcohol 30㎖를 가하여 잠시 교반 후 방치하

여, 침전물이 생성되게 한 후 여과하 다. 여과액에 75%

ethyl alcohol 30㎖를가하고교반한후방치하 다가다

시 여과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하 다. 여과액중의 ethyl

alcohol 성분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제거하고, 남

은농축액이 20㎖가되게하 다. 동과인 55g으로부터얻

은약침액을감압농축하여건조시켜남은분말은 1.07g이

었다(수율 1.95%). 1N NaOH를 이용하여 농축액을 pH

6.8이 되도록 조절하고, 4℃에서 12시간 방치한 후, 침전

물을 제거하기 위해 syringe filtering 하 다. 여과된 농

축액에 PBS를 첨가하여 2.5%로 희석하여 약침액으로 사

용하 다.

2) 세포독성

(1) 간세포분리

본실험모델과동일한 6주령수컷 SD 흰쥐의간조직을

사용하 다. 흰쥐를 Ethyl ether를이용하여마취시킨후,

대동맥 혈관에 HBSS(̀Ca2+, Mg2+ free)를 투여하며 복부

쪽혈관을절단시켜동물의혈액을모두배출시킨다. 조직

을 잘게 잘라서 RPMI 1640media(̀with 10% FBS)와

collagenase typeⅣ(̀300u/㎖)를 넣고 실온에서 90분간

incubation 하 다. 이때 20분에 한 번씩 흔들어 줌으로

써 간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하 다. 얻어진 간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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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I 1640media에세척한후, 세포를계수하 다.

(2) MTT assay

분리된 간 실질세포의 viability를 trypan blue를 이용

하여 확인한 뒤, 96 well plate에 세포를 1×105cells/

well으로 분주하고, FBS 10%와 antibiotics를 첨가한

RPMI 1640 media에 동과인 전탕액을 농도별로 처리하

고, 72시간동안 세포 배양을 실시하 다. 72시간 후에,

MTT solution (̀5 ㎎/㎖, Cat No. 135038, Sigma, U.

S. A)을각 well에 20 ㎕씩분주하고 5시간동안 37 ℃에

서 incubation을 실시하 다. 5시간 후, 각 well에 있는

medium을 100 ㎕씩 버리고, solubilizing solution을

100 ㎕씩 분주한 뒤 pipetting을 강하게 하여 well에

dark blue crystals가침전하는정도를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에서 optical densities로확인하 다.

3) 신장염동물모델

6주령수컷 SD 흰쥐에 LPS(̀2 ㎎/kg)를복강에투여하

여신장염을유도하 다. 각실험군에는실험동물을 8마리

씩배정하 다. LPS 투여 1시간뒤, 각실험군에서 5마리

의혈액 sample을채취하 으며, LPS 투여 3시간후에는

혈액을채취했던동물 5마리를 sacrifice하여신장을적출

하 다. 각실험군의나머지 3마리로부터 LPS 투여후 12

시간동안소변 sample을채취하 다(̀Scheme 3).

4) 실험군분류및처치

실험동물은 정상군(̀Normal), LPS군(̀LPS), N.P.군

(̀needle prick, N.P.), saline군(Saline), 동과인 약침군

(̀BS-HA)의 5군으로 나누었으며, 각 실험군에는 실험동

물을 8마리씩 배정하 다. 정상군을 제외한 LPS군, N.P.

군, saline군, BS-HA군은 각각 2 ㎎/kg의 LPS를 복강

에 투여하 다. N.P.군과 saline군, BS-HA군은 LPS 투

여 1 주일 전에 뒷다리 반막모양근의 힘줄아래에 좌우 교

대로 음곡(̀KI10) 상응부위에 NP(̀needle prick)자극,

saline 주입, 동과인약침처치를주 3회실시하 다. 각실

험군에대한처치는다음과같다.

(1) 정상군(̀Normal) : 아무처치하지않은정상SD 흰쥐.

(2) LPS군(̀LPS) : 실험당일 LPS를 2㎎/kg으로복강

투여한군.

(3) N.P.군(̀N.P.) : 실험전 1주일간주 3회음곡(̀KI10)

상응부위에 26gauge 주사기를 0.5cm 정도 깊이로 자입

한후즉시제거하고, 실험당일 LPS 2㎎/kg을복강에투

여한군. 

(4) Saline군(̀Saline) : 실험전 1주일간 saline 0.2㎖를

주 3회음곡(̀KI10) 상응부위에주입하고, 실험당일 LPS

2 ㎎/kg을복강에투여한군. 

(5) 동과인 약침군(̀BS-HA) : 실험전 1주일간 2.5%의

동과인약침액 0.2㎖를주 3회음곡(̀KI10) 상응부위에주

입하고, 실험당일LPS 2㎎/kg을복강에투여한군.

5) 신장염평가

(1) 혈액분석

LPS 처리 1시간뒤, ethyl ether를이용하여흰쥐를마

취하고 심장 채혈 법으로 각 동물에서 4㎖의 혈액을 채취

하 다. (주)이원 임상검사센터(대전, 한국)에 의뢰하여 혈

중 RBC, WBC, Neutrophils의 비율을 측정하 으며,

혈청 BUN의 농도를 확인하 다. 혈청 TNF-alpha,

CINC-1, creatinine의 농도는 ELISA kit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2) 소변분석

Metabolic cage에서 12시간동안소변을채취하여, 배

뇨량과 뇨중 total protein과 creatinine 농도를 kit를 이

용하여측정하 다.

(3) 신장내염증활성평가

LPS 처리 3시간후, ethyl ether를이용하여흰쥐를마

취하고 대동맥 혈관에 HBSS(̀Ca2+, Mg2+ free)를 투여하

여 방혈한 후 신장을 적출하 다. 적출된 신장조직은

0.05% sodium azide가첨가된 0.1M phosphate buffer

(̀pH 7.4)를 넣고 sonicate(̀Fisher, U.S.A)하여 잘게 간

후, 2000×g에서 10분간원심분리하 다. 분리된 super-

natant는 -80℃에서 보관되었다가 ELISA kit을 이용하

여TNF-alpha와MPO의농도를측정하 다.

(4) 조직학적분석

LPS 처리 3시간후, 실험동물의신장을적취하여, 10%

의 formalin에고정하 다. 고정된조직은왁스에 format

시켜 5㎛의 두께로 박절한 후 조직 절편을 슬라이드에 부

착시키고 실내에서 30분 이상 방치하 다. 슬라이드에 부

착된 조직은 Harris hematoxylin에서 1분 정도 염색을

실시하고흐르는물에씻어준다. 물기를제거하고 1%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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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에 2, 3번정도넣었다빼준뒤, 흐르는물에슬라

이드를 씻어준 후, 0.3% ammonia water에 중화시키기

위해 5~10번정도넣었다빼준다. 다시흐르는물에슬라

이드를 씻어주고, Eosin에서 3분 정도 염색처리한 뒤,

95% alcohol에 10번 정도 넣었다 빼 주고, 다시 깨끗한

95% alcohol에서 10번 정도 넣었다 빼 준다. 남은 alco-

hol성분은흡수지를이용하여완전하게 alcohol성분을제

거하고, 100% alcohol에 10번 정도 넣었다 빼 준 후, 다

시깨끗한 100% alcohol에서 10번정도넣었다빼준다.

남은 alcohol 성분을 제거하고, Xylene에서 10번 정도

넣었다빼주고, 다시깨끗한 Xylene에서 10번정도넣었

다 빼 준 뒤, 봉입하 다. 봉입을 끝낸 조직은 광학현미경

(̀ECLIPSE E600, Nikon,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한

후, digital camera(̀DXM 1200F, Nikon, Japan)를 이

용하여사진을촬 하 다.

6)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각 실험군에서 얻은 결과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14.0 Korean

ver.)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 1의 데이터는 ANO-

VA-test를이용하여여러농도간결과값의평균을비교하

으며, Fig. 2에서는 t-test를이용하여 LPS 처리군과비

처리군의평균을비교하 다. Fig. 3부터는정상군과 LPS

군의 평균을 t-test로 비교하고, 다시 LPS군, N.P.군,

saline군, BS-HA군의평균값을 ANOVA test를이용하

여 비교하 으며, ANOVA test의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이용하 다. 신뢰도는 95%이상(̀p<0.05)일때유의

성이있는것으로판정하 다.

III. 성적

1. 동과인 약침액의 세포독성

동과인약침액을 1%, 2.5%, 5%, 10%로희석하여정상

흰쥐의 간세포에 대한 동과인 약침액의 세포독성을 확인

하 다. 동과인약침액의농도가높을수록세포의 viabili-

ty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1).

2. LPS투여 따른 TNF-alpha의 농도 변화

1) Serum TNF-alpha

흰쥐에 LPS를 복강투여하여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

간 후와 3시간 후에 serum TNF-alpha의 농도를 관찰하

다. LPS 투여 1시간 후에 serum TNF-alpha의 농도

가크게증가하여 LPS를투여하지않은군에비하여유의

하게 높았으며, LPS 투여 3시간 후에는 1시간 후에 비하

여 serum TNF-alpha가 감소하여 no-treatment군과 유

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Fig 2).

2) Renal TNF-alpha

흰쥐에 LPS를 복강투여하여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

간 후와 3시간 후에 각각 신장을 적출하여 renal TNF-

alpha의 농도를 관찰하 다. LPS 복강투여 1시간 후에

renal TNF-alpha의 농도는 LPS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PS 투여 3시간 후

renal TNF-alpha의 농도는 LPS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유의하게증가하 다(̀Fig 2).

3. 음곡에 투여한 동과인 약침이 LPS에 의한 흰쥐

의 신장염에 미치는 향

1) 혈액학적분석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액을 채취하여 RBC, WBC의 수와 WBC 중 neu-

trophil의비율을측정하 다(̀Table 1).

(1) RBC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중 RBC 수를 측정하 다. LPS군의 혈중 RBC는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BS-HA군에서 LPS군, N.P.군, saline군에 비하여 혈중

RBC에유의한변화는없었다(̀Fig 3).

(2) WBC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중 WBC 수를 측정하 다. LPS군의 혈중 WBC는 정

상군에비하여유의하게증가하 다. N.P.군과 BS-HA군

의 혈중 WBC는 LPS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3).

(3) Neutro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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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액을채취하여WBC 중 neutrophil 비율을측정하 다.

LPS군의 neutrophil 비율은정상군에비하여유의하게증

가하 다. BS-HA군에서는 LPS군, N.P.군, saline군에

비하여 neutrophil 비율이유의하게감소하 다(̀Fig 3).

3) Blood chemistry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혈청 BUN, creati-

nine, TNF-alpha 그리고 CINC-1의 농도를 측정하 다

(̀Table 2).

(1) Blood urea nitrogen (BUN)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청 BUN 농도를 확인하 다. LPS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BUN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N.P.군

및 saline군, BS-HA군에서는 LPS군에 비하여 혈청

BUN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BS-HA군에서는

N.P.군 및 saline군에 비하여 혈청 BUN의 농도에 유의

한차이가없었다(̀Fig 4).

(2) Creatinine

신장염을유도하고 1시간후에흰쥐의혈청 creatinine

농도를 확인하 다. LPS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creatinine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BS-HA군에서는

LPS군, N.P.군, saline군에비하여혈청 creatinine 농도

에유의한변화를나타내지않았다(̀Fig 4).

(3) TNF-α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청 TNF-α농

도를 확인하 다. LPS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TNF-α가 현저하게 증가하 다. Saline군에서는 LPS군

에비하여혈청 TNF-α농도가유의하게감소하 다. BS-

HA군은 LPS군에비하여 혈청 TNF-α농도가 약간감소

하 으나유의성은없었다(̀Fig 4).

(4) CINC-1 (Cytokine-induced neutrophil chem-

oattractant-1)

신장염을 유도하고 1시간 후에 흰쥐의 혈청 CINC-1

농도를 확인하 다. LPS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CINC-1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N.P.군, saline군 및

BS-HA군은 LPS군에 비하여 혈청 CINC-1이 감소하

으나유의성은없었다(̀Fig 4).

4) 소변분석

12시간 동안 소변을 채취하여 소변량과 뇨중 creati-

nine과 total protein의양을측정하 다(̀Table 3).

⑴ 이뇨활성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한 후 metabolic cage에

한 마리씩 수용하고 12시간동안 소변을 채취하여 배뇨량

을 측정하 다. LPS군과 saline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

여유의하게감소하 다. BS-HA군에서는 LPS대조군및

N.P.군, saline군에 비하여 배뇨량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

내지않았다(̀Fig 5).

(2) Creatinine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2시간 동안 소변을

채취하여 뇨중 creatinine 양을 측정하 다. LPS군의 뇨

중 creatinine 농도는 정상군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 으

며, BS-HA군에서는 LPS군에 비하여 뇨중 creatinine

농도가유의하게감소하 다(̀Fig 5).

(3) Total protein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12시간 동안 소변을

채취하여 뇨중 total protein 양을 측정하 다. LPS군에

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뇨중 total protein이 유의하게 증

가하 다. BS-HA군의 뇨중 total protein은 LPS군에

비하여약간감소하 으나유의성은없었다(̀Fig 5).

5) 신장내염증활성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3시간 후에 신장을

적출하여 신장조직을 분획한 후 TNF-alpha와 MPO의

농도를측정하 다(̀Table 4).

(1) TNF-α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3시간 후에 신장을

적출하여 renal TNF-alpha의 농도를 측정하 다. LPS

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renal TNF-alpha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BS-HA군의 renal TNF-alpha는 LPS군에

비하여유의한변화를나타내지않았다(̀Fig 6).

(2) MPO (myeloperoxidase)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3시간 후에 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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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하여 renal MPO 농도를 측정하 다. LPS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renal MPO가 현저하게 증가하 다.

N.P군 및 saline군에서는 LPS군에 비하여 renal MPO

에 약간 감소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BS-HA군의

renal MPO는 LPS군 및 N.P.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

하 다(̀Fig 6).

6) 조직학적분석

흰쥐에 LPS로 신장염을 유도하고 3시간 후에 신장을

적출하여 Hematoxilin and Eosin(̀H&E) 염색법으로조

직을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정상군에 비

하여 LPS군에서 신장의 조직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사구체의 netrophil 집중은 LPS군에서증가하고 BS-

HA군에서감소하는경향을보 다(̀Fig 7).

IV. 고찰

신장은길이 10cm, 너비 5cm, 두께 3cm 정도의강낭

콩 모양으로 횡격막 아래 등쪽으로 1쌍이 붙어있는 장기

로피질, 수질, 신우로구성되어있으며피질에수많은모

세혈관이모여암적갈색을띈다. 신장은소변을생성하여

체액량의조절및체내 Na+, K+, Cl- 등의전해질균형조

절, 혈액의 pH 조절, 노폐물 배설 및 체내 과잉물질 배

설, 독성물질및대사후생성된불필요한물질의체외배

출, 혈압의내분비성조절등의역할을한다. 따라서피질

의신사구체및세뇨관의내피세포는혈액속각종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신독성 물질 및 약물에 손상

받기쉬운여건에있다1,15).

급성신장염은신원에의급성염증에의하여육안적혹

은 현미경적 혈뇨와 핍뇨, 부종, 고혈압이나 사구체여과

율감소등급격한신기능약화증상을보이며1), 대부분은

급성 감염후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보통 Streptococcus,

Staphylococcus, Pneumococcus 등이원인이다9).

신장염은 한의학적으로 尿不利, 尿濁, 淋病의 범주에

해당하며소변이淋瀝하고澁痛하며, 排尿困難하며, 소변

이 頻尿短澁하고, 滴瀝不盡하며, 요도가 刺痛하고, 小腹

이 拘急하거나 혹은 腰腹이 痛引한 증상이라 하 으며1),

《金 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篇》16)에서는“淋之爲病, 小

便如栗像, 小腹弦急, 痛引臍中”이라하 고, 《諸病源候

論》17)에서는“諸淋者有腎虛而膀胱熱故也”라표현하 다.

염증이란 국소적 손상에 대한 혈관이 있는 조직의 반

응으로 손상부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생체의 방

어기전이다. 염증세포는염증과정을매개하는여러화학

물질을 생성, 분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cytokine이

있으며, 염증에 관여하는 2가지의 중요한 cytokine에는

IL-1과 TNF-α가 있다.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는 백혈구

로 일반적인 염증 초기에는 neutrophil이 주로 활동하고

후기에는 림프구, 형질세포와 대식세포가 주로 활동한다
15,18).

Neutrophil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세포질 내에 호중

성의 과립을 가지며 염증이 발생하면 혈관의 내피세포에

부착하 다가혈관밖으로유주하고화학주성에의해항

원과이물에이동하고부착한후이것들을탐식하는역할

을 한다. 주로 그람 음성균의 세포막에서 만들어진 LPS

는대식세포를자극하여 IL-1과 TNF-α를분비하여혈관

의내피세포와섬유모세포, 상피세포에있는수용체와결

합하여 neutrophil을 화학적으로 유도하여 모이게 하는

IL-8과 단핵구를 화학적으로 유도하여 모이게 하는

MCP를분비하도록한다15).

내독소로잘알려진 LPS는그람음성균의세포외막에

존재하며, 체내 세포를 자극하여 pro-inflammatory

cytokine이 분비되고 염증반응을 활성화시켜 세포손상

을 유발한다. LPS가 신장에 작용하면 신장으로 들어가

는 혈액흐름에 장애를 일으키고 IL-1, IL-6, TNF-α등

의 cytokine이 분비되고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또한

LPS는 다량의 nitric oxide를 발생하게 하며, mesani-

gial cell 증식을 일으켜 신장염, 사구체 경화증, 신부전

과같은신장손상에관여한다20-24).

약침요법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

의 일종으로 수침요법, 혈위주사요법으로 불린다.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입하여 질

병을치료하는방법으로자침과약물의효과를동시에얻

고, 약물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술할 수 있

는장점이있다19).

陰谷(̀KI10)은 足少陰腎經의 經穴로 오금선상의 내측,

넙다리빗근아래, 반막모양근위, 정강이뼈내과뒤에위

치한다. 足少陰의 合水穴이며 自性穴로서, 祛濕通 , 滋

腎淸熱, 疎泄厥氣, 利導下焦 등의 效能이 있어 膝關節炎,

股關節痛, 膝不能屈伸, 尿道炎, 陰道炎, 陰萎, 子宮出血,

帶下, 痔核, 小便難, 腹脹滿, 臍腹痛, 崩漏등의치료혈이

된다8).

冬瓜仁(Benincasae semen)은葫蘆科(Cucurbitacea-

e)에 속한 일년생 초목인 동과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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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性은凉無毒하고, 味는甘하며利濕排膿하는효

능이있어腸癰, 腎癰등의염증성질환, 淋病, 水腫등의

신장및비뇨계질환으로인한증상들을치료할수있다

고하 다7).

급성신장염에관한기존의서양의학적치료는항생제

투여후경과관찰하면서증상에따른처치만있어9), 한의

학적처치가효과적일수있는가능성이있다. 과거한의

학적실험연구로는구맥10), 차전자11) 약침을음곡에 자침

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인 예가 있었고, 동과자 추출액을

투여하여고지혈증및염증감소에유의한효과를보인예
12)와 해열진통 효과에 대한 연구13), 신생혈관생성 억제를

통한 항암효과 연구14)가 있었으나 동과인 약침을 시술하

여신장염에효과를나타낸예는아직보고된바없었다.

이에 저자는 음곡에 시술한 동과인 약침의 신장염에

대한 치료효과를 알아보고자 동과인 약침액을 시료로 정

상 흰쥐의 간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고 LPS 투

여 후 혈청과 신장내 TNF-α의 농도를 측정하 고, 음곡

에동과인약침투여후혈액및혈청분석, 소변분석, 신

장내염증활성, 조직학석분석을시행하 다.

정상흰쥐의간세포에 BS-HA를여러가지농도로투

여한후세포생존율을확인한결과 BS-HA의농도가높

을수록세포의 viability가증가됨을확인할수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 유의성은 없었지만 1%

이하의동과인약침은유효한효과보다는세포독성이더

높다고 사료되어 약침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

여유효한효과를가질수있는가장낮은농도인 2.5%의

동과인약침을사용하 다.

LPS 투여에 따른 TNF-α의 농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각각 혈청과 신장 조직에서 정상군과 LPS투여군의

TNF-α농도를 측정하 다. 혈청 검사에서는 LPS 투여

후 1시간과 3시간 후 모두 TNF-α가 증가하 고 1시간

후에는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3시간 후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으며 신장 조직검사에서는 투여하고 3시

간이후에유의한증가를보 다(̀Fig 2). 따라서 LPS 투

여에따른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혈청검사는투여하고

1시간후에측정하고소변검사는 12시간동안소변을채

취하여실험을진행하 다.

Neutrophil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의 일종으

로내부에중성염색성과립을가지고있다. 염증이발생

하면항원과이물질에 부착하여탐식작용한다12). 본실험

에서 LPS 투여군에비해 BS-HA군에서백혈구, 백혈구

중 neutrophil의 비율이 BS-HA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 고 N.P.군에서혈중백혈구가감소하여음곡에시술

한동과인약침과음곡혈자침이신장염모델에서염증반

응을억제한것으로사료된다(̀Fig 3).

TNF-α는여러세포에자극하여다양한효과를나타내

는 강력한 pro-imflammatory cytokine으로 염증반응

의 급성기에 작용하며 세균감염이나 내독소의 자극을 받

아대식세포에서분비된다. TNF-α는혈관투과도를증가

시키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호중구를 활성화시키며 특정

종양세포에종양파괴효과를나타낸다. 또한유착분자의

발현을 유도하며 IL-1, IL-6, IL-8 등과 같은 다른

cytokine의방출을증진시킨다. IL-8은내피세포에서분

비되어 neutrophil을 유도하며 활성화시킨다. CINC-1

은 IL-8 계통의하나로neutrophil에특화된화학주성인

자로 CINC-1을 측정하여 neutrophil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수있다25-27).

Blood urea nitrogen(BUN)은 혈중에 존재하는 요소

내질소를표현하는것으로신장질환과관계가깊은질소

대사 산물이다. 암모니아, 요산과 더불어 요소는 질소대

사의 3가지 주요 최종 대사산물로 간의 요소회로에서 생

성된다. 간에서생성된요소는신사구체에서여과된다음

세뇨관에서 일부는 재흡수 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설

된다. 신기능이 저하되어 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하면 혈중

농도가상승하므로신기능을평가할수있다28).

Creatinine은 근수축 energy로서 creatinine phos-

phate로부터 생성되는 creatine이 탈수되어 생긴 최종

대사산물로 BUN과는 달리 세뇨관에서 재흡수 되지 않

고 체외로 배설되며 신장 이외에 향을 받지 않으며 근

육량에비례하고식이 향이거의없이일정하므로 cre-

atinine의요중배설량은체내의 creatinine 생성량과동

일하며 사구체의 여과율에 따라 변하므로 신장기능을 평

가하는지표가된다28).

본실험에서흰쥐의혈청에서 BUN, creatinine, TNF

-α, CINC-1의농도를측정한결과 BUN은음곡에시술

한모든군이 LPS군에비해유의하게감소하 고, crea-

tinine은 LPS군에비해유의한변화가없었고, TNF-α는

saline군에서 LPS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CINC-1은 LPS군에비해음곡에시술한모든군이감소

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혈청 BUN의 감소는 음곡의

효과로보인다(̀Fig 4).

정상 신장에서는 사구체에서 여과과정을 거처 소변에

는 적혈구, 알부민, 백혈구 등의 단백물질이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거나 미량이 발견된다. 사구체 질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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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는 사구체 손상으로 투과성이 증가되면 소변에

서 단백물질이 발견된다1,15).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흰

쥐에서소변을채취하여소변량과뇨중 creatinine, total

protein을 측정하 다. 소변량은 LPS군에 비해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뇨중 creatinine은 BS-HA군에서

LPS군, N.P., saline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

total protein은 LPS군에 비하여 감소하기는 하 으나

유의성은없었다. 뇨중 creatinine의감소는동과인의약

리학적효과로보인다(̀Fig 5).

MPO는 neutrophil, monocyte 로부터 방출되는 효

소로 cytotoxic한 산과 이온을 만들게하여 면역반응에

작용한다. MPO 분석은 염증의 지표로서 조직속의 neu-

trophil의수를측량하는데사용된다29).

본실험에서는신장실질내염증활성도를측정하기위

해 TNF-α와 MPO의 농도를 측정하 는데 TNF-α의 농

도는 음곡에 시술한 동과인 약침에 의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않았다. MPO의농도는음곡에시술한동과인약

침에 의해 LPS군, N.P.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6). 이는앞서 neutrophil의비율이감소된것과비

교하여 동과인 약침의 消癰하는 효과로 WBC중에서

neutrophil이 집중적으로 감소되어서 나타난 효과로 보

인다.

신장을적출하여손상을관찰한결과 LPS대조군은유

의한 조직의 변화는 없었으나 사구체내 neutrophil이 집

중되었다. BS-HA군에서는비교적 neutrophil의집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따라서 BS-HA군에

서는 LPS와 같은 독성물질이 유발한 신장염의 조직 손

상을막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음곡에 시술한 동과인 약침은 LPS로 유

도된 흰쥐의 신장염에 대하여 혈액내 백혈구와 neu-

trophil의 증가를 억제하며, 혈청 내에서 BUN 등의 노

폐물 축적을 감소시키고, inflammatory cytokine을 억

제하 으며, 신장실질내의염증반응또한억제하는효과

를 나타내었다. 또한 음곡에 saline을 투여한 군에서 혈

중 WBC, 혈청 BUN, TNF-α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N.P.군에서 혈중 WBC, 혈청 BUN, CINC-1이 유의하

게감소한것은음곡의경혈특성에따른효과로보인다.

음곡에대한동과인약침은신장의염증반응에효과가있

는것으로생각되며향후이에대한지속적연구및임상

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V. 결론
음곡(̀KI10)에 시술한 동과인 약침이 LPS로 유도된

신장염모델흰쥐에미치는 향을알아보고자동과인약

침액을 시료로 정상 흰쥐에 LPS 투여 후 혈청과 신장내

TNF-α의 농도를 측정하 고, 음곡에 동과인 약침 투여

후 혈액 및 혈청 분석, 소변분석, 신장내 염증활성, 조직

학석분석을시행한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BS-HA군에서 혈중 WBC와 neutrophil의 비율,

혈청 BUN 농도가유의하게감소하 다.

2. BS-HA군에서 뇨중 creatinine과 신장실질내의

MPO가유의하게감소하 다.

3. BS-HA군에서 조직학적 분석에서 사구체의 neu-

trophil 집중이 LPS군에비해감소하는경향을보 다.

4. NP군과 Saline군은 LPS군에비해 TNF-α와 Total

protein level in urine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

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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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Company Country

Phosphate buffer saline(PBS)

HBSS

Collagenase type IV

MTT

Lipopolysaccharide(LPS) Sigma

gum-sucrose

formalin

absolute EtOH

Harris Hematoxlin 

Eosin B U.S.A

RPMI 1640 media

Antibiotics Hyclone

FBS

BCA Kit BD

TNF-alpha ELISA Kit Oxford

Creatinine assay Kit Bio Assay Systems

CINC-1 ELISA Kit ALPCO

MPO ELISA Kit Cellscience

Scheme 1.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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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Company Country

Bio-freezer Sanyo

Rotary evaporator Eyela
Japan

Digital camera
Nikon

Microscope

ELISA reader TARAN Canada

Sonicate Fisher U.S.A

Ice maker Vision science 

Metabolic cage B&P
Korea

Cytological centrifuge
Hanil

Micro centrifuge

Cryotome Shandon U.K

Scheme 2. Instrument

Scheme 3. Experimental Procedure

Fig 1. Cytotoxicity of BS-HAS on rat liver cells.
Positive Control : culture medium without BS-HAS
10%, 5%, 2.5%, 1% BS-HAS : culture medium with
10%, 5%, 2.5%, 1% BS-HAS respectively

A) Serum TNF-alpha level in SD rats.

B) Renal TNF-alpha level in SD rats.

Fig 2. Effect of LPS in SD rats.
* : p<0.05, compared to no-treatment group by t-

test
** : p<0.01, compared to no-treatment group by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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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LPS N.P. Saline BS-HA

RBC(×106Cell/㎖) 7.01±0.423 7.01±0.304 7.01±0.442 7.37±0.747 7.41±0.242

WBC(×103Cell/㎖) 3.07±2.397 11.62±0.631 2.93±2.430 6.25±3.330 4.38±3.701

Neutrophil(%) 84.60±2.790 94.20±2.387 89.60±4.879 92.60±1.140 43.80±11.122

Normal : normal SD rat
LPS : LPS (2㎎/㎏) challenge
N.P. : LPS (2㎎/㎏) challenge and a needle prick at KI10
Saline : LPS (2㎎/㎏) challenge and saline(200㎕/rat) injcetion at KI10
BS-HA : LPS (2㎎/㎏) challenge and BS-HA(2.5%, 200㎕/rat) at KI10 

Table 1. Blood cell counts in LPS-stimulated rats.

Fig 3. Effect of BS-HA in blood of LPS-stimulated rats.
** : p<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 p<0.01 compared to LPS group by ANOVA test
††† : p<0.001 compared to LPS group by ANOVA test
‡‡‡ : p<0.001 compared to N.P. group by ANOVA test
### : p<0.001 compared to saline group by ANOVA test

A) RBC count

B) WBC count

C) Neutrophi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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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LPS N.P. Saline BS-HA

BUN(㎎/㎗) 25.52±4.097 40.16±4.763 18.74±2.254 18.26±3.769 24.42±3.772

Creatinine(㎎/㎗) 0.41±0.091 1.40±0.190 1.08±0.309 1.59±0.249 1.72±0.656

TNF-alpha(pg/㎖) 25.02±14.094 222.14±38.074 225.85±3.273 127.31±48.508 186.71±12.150

CINC-1(pg/㎖) 255.42±19.029 612.71±21.300 378.35±104.406 411.00±212.454 427.00±17.496

Table 2. Blood chemistry analysis in LPS-stimulated rats.

Normal LPS N.P. Saline BS-HA

Urine(㎖/rat) 11.33±1.155 6.50±1.732 7.16±2.082 4.83±1.041 5.66±2.082

Creatinine(㎎/㎗) 1.37±0.044 2.30±0.637 1.43±0.379 1.88±0.314 1.15±0.491

Total protein (ng/㎗) 1095.21±90.437 1583.11±39.558 1191.53±81.235 1138.76±315.123 1542.97±181.487

Table 3. Unine analysis in LPS-stimulated rats.

Fig 4. Effects of BS-HA on serum

* : p<0.05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p<0.05 compared to LPS group by ANOVA test 

‡: p<0.05 compared to N.P. group by ANOVA test 

††† : p<0.001 compared to LPS group by ANOVA test

A) BUN level

C) TNF-alpha level

B) Creatinine level

D) CINC-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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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BS-HA in urine of LPS-stimulated rats.
* : p<0.05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 p<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 p<0.05 compared to LPS group by ANOVA test

A) Urinary volume

C) Total protein level in urine

B) Urinary creatinine level

Normal LPS N.P. Saline BS-HA

TNF-alpha(㎎/㎗) 9775.33±2111.531 14156.70±1989.263 13886.00±2407.278 11627.30±1921.047 15027.30±1367.796

MPO (㎎/㎗) 14.27±6.094 96.28±4.585 90.42±11.783 87.71±16.422 58.36±15.571

Table 4. Inflammatory activity in kidney of LPS-stimulated rats.

Fig 6. Effects of BS-HA on renal in LPS-stimulated rats.
* : p<0.05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ANOVA test
†† : p<0.001 compared to LPS group by ANOVA test
‡ : p<0.05 compared to N.P. group by ANOVA test

A) TNF-alpha level B) MP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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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istological analysis of renal tissue in LPS-stimulated rats. (H&E stain, 400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