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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nicera japonica in 

wound-induced rats.

Methods  Ra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normal (Nor), control (Veh), positive com-

parison (PC), Lonicera japonica 100 mg/kg (LL), Lonicera japonica 200 mg/kg (LH), 

each n=8.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were quantified. 2,2-diphenyl-1-picrylhy-

drazyl (DPPH) and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ation were measur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as 

measured in serum. Antioxidant factors and inflammatory factors were measured in 

skin tissue, and also hydroxyproline content. Skin tissue was analyzed by Hematoxylin 

& Eosin and Masson’s trichrome staining method.

Results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were 32.86±0.14 mg/g and 67.17±0.57 mg/g. 

The IC50 values of DPPH an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ation were 26.69±1.50 

μg/mL and 49.33±4.52 μg/mL. ROS was significantly lower in LL and LH groups.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H group 

and higher in LL group but not significant. Superoxide dismutase 1 (SOD-1), catalase, 

and heme oxygenase 1 (HO-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LL and LH groups. Nuclear 

factor kappa-B p65 (NF-κBp65), phosphorylated iκBα (p-iκBα), cyclooxygenase 2 

(COX-2), and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were significantly lower in LL and 

LH groups. Hydroxyprolin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L and LH groups. The histo-

pathologic analysis showed that skin tissue had recovered further more in LL and LH 

groups than in Veh group.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nicera japonica has the anti-oxidant, an-

ti-inflammatory and healing effects in wound-induced rats. (J Korean Med Rehabil 

2020; 30(1):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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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는 외부의 여러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인체 내부를 보호하고 체액의 손실을 방

지하며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생명 유지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1).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피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 변하였으며 피부 관리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였다. 상해로 인한 피부 손상과 수술 후에 발생하는 수

술흔에 대해서도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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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남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나은 창상 치료 및 관리 방

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늘어나는 추세이다2).

피부 손상과 창상 치료에 대한 최근의 한의학적 연구 

동향을 보면 Kwon 등3)의 楡根皮, 三七根, 龍腦 복합 좌

욕제, Kim4)의 當歸飮子, Bak 등5)의 當歸鬚散, Jung 등6)

의 桂枝茯苓丸 등 처방 및 복합제를 이용한 연구가 있

었고, Han 등7)과 Hong 등8)의 黃芪 단일 본초 및 약침

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Kim 등9)의 慈雲膏와 항생

제를 병용한 연구, Song 등10)의 종합가시광선을 이용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부족하며 더 많은 한의학

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의학에서 금은화(金銀花, Lonicera japonica flos)는 

인동과(Caprifoliaceae)에 속한 다년생 半常錄木質藤本

인 인동 덩굴(Lonicera japonica thunb)의 꽃으로서 淸熱

解毒, 凉散風熱, 凉血止痢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熱毒

瘡癰을 치료하는 要藥이 된다11). 금은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Yun 등12), Lee 등13), Yun과 Lee14), 

Kang 등15)의 연구에서는 금은화 추출물이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Seo와 Choi16), Cha 등17)의 연구에서는 금은화 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 저

자는 淸熱解毒의 효능을 가진 금은화가 창상 부위의 염

증을 조절하고 창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흰쥐의 등에 인위적으로 창상을 유

발하고 금은화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후 항산화 효능을 

평가하고, western blot 분석을 실시하여 창상이 유발된 

피부 조직의 항산화 관련 인자와 염증 관련 인자의 활

성을 측정하였으며, 창상 부위를 조직학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금은화(金銀花, Lonicera japonica flos, China)는 옹기

한약국(Daegu,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금은

화 200 g을 분쇄하여 50% 에탄올(에탄올 1 L, 물 1 L)

에 24시간 냉침 후 여과지(Whatman No.2; GE Healthcare, 

Arlington Heights, IL, USA)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

과된 용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JP/N-1000X, Sunil 

Eyela Co. Ltd, Seongnam, Korea)를 사용하여 50℃에서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 44.3 g을 얻었으며(수

율 22.15%) -20℃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 동물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계 흰쥐로 4주령 수컷 40

마리를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구입하

였고 1주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적응한 후 사용하였다. 

사육실 환경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온도와 습도는 각

각 22±2℃, 50±5%로 설정하고 명암주기(light-dark cy-

cle)는 12시간으로 조절하였다. 사료는 고형사료(Samyang, 

Seoul, Korea)(조단백질 22.1% 이상, 조지방 8.0% 이하, 

조회분 8.0% 이하, 조섬유 5.0% 이하, 칼슘 0.6% 이상, 

인 0.4% 이상, 항생제 무첨가)를 사용하였으며 물과 함

께 충분히 공급하였다. 실험은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

였으며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DHU2018-053)을 얻어 시행하였다.

3)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diethylene glycol,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gallic acid, naringin은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Aspartate ami-

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re-

agents kit는 ASAN (Hwaseong, Korea)에서 구입하였다. 

Blood urea nitrogen (BUN) assay kit는 ASAN에서 구입

하였고, creatinine assay kit는 Biosystems S.A. Ltd. 

(Barcelona, Spain)에서 구입하였다. Hydroxyproline assay 

kit는 Abcam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다.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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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에서 구입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s는 

Amersham GE Healthcare (Little Chalfont, UK)에서 구

입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GE Healthcare에서 구입하

였다.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 kappa-B (NF-κB), 

cyclooxygenase 2 (COX-2),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heme oxy-

genase 1 (HO-1),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phosphorylated iκBα (p-iκBα)와 iκBα, histone, 

β-actin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2차 항체인 rabbit IgG antibody, 

mouse IgG antibody는 GeneTex, Inc. (Irvine,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한 bicinchoninic 

acid protein assay kit는 Thermo Fischer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4) 기기

본 실험에서는 전자체중계(CAS, Yangju, Korea), vortex 

mixer, deep-freezer (Sanyo Co., Osaka, Japan), Infinite 

M200 pro 흡광도 측정기(Tecan, Männedorf, Switzerland), 

BX-51 형광현미경(Olympus Co., Tokyo, Japan), 냉장 초

고속 원심분리기(Labogene, Seoul, Korea), tissue grinder 

(Biospec Product, Bartlesville, OK, USA), 생화학자동 

분석기 Hitachi-720 (Hitachi Medical Co., Chiba, Japan) 

등의 기기를 사용하였다.

2. 방법

1) 창상 유발 및 약물 투여

실험동물을 난괴법으로 각 군별 8마리씩 5개의 군으

로 나누었다. 정상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등 부위를 제모한 후 피혁용 펀치(biopsy punch 

8 mm)를 사용하여 좌우대칭의 원형 결손창을 2개 만들

어 창상을 유발하였다. 습윤 드레싱제를 사용하여 창상

을 덮어주었으며 각 케이지에 한 마리씩 수용하였다. 약

물투여군은 경구투여용 존대를 이용하여 금은화 추출물

을 경구투여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상처치료제로서 인

지도가 높은 20 mg/g의 후시딘산나트륨이 함유된 연고

를 도포하였다. 약물 처치는 3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1회 

실시하였다.

(1) 정상군(Nor군): 창상을 유발하지 않고 아무런 처치

를 하지 않음.

(2) 대조군(Veh군): 창상 유발 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음.

(3) 양성대조군(PC군): 창상 유발 후 상처치료용 연고

를 도포

(4) 저농도투여군(LL군): 창상 유발 후 금은화 추출물 

100 mg/kg 경구투여

(5) 고농도투여군(LH군): 창상 유발 후 금은화 추출물 

200 mg/kg 경구투여

2) 항산화능 측정

(1) Polyphenol 총 함량

Polyphenol 총 함량은 Folin-Denis법18)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 25 μL (1 mg/mL)와 10%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5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

응시켰다. 그 후 10% sodium carbonate 500 μL를 더하여 

30℃의 인큐베이터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2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

한 표준곡선으로부터 polyphenol의 총 함량을 구하였다.

(2) Flavonoid 총 함량

Flavonoid 총 함량은 Davis법을 변형한 방법19)에 따

라 측정하였다. 시료 300 μL와 diethylene glycol 600 μL

를 잘 혼합한 후 이 혼합물에 1 N NaOH 6 μL를 가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naring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부터 flavonoid의 총 함량을 구하였다.

(3) DPPH free radical 소거능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은 DPPH법20)을 이용

하였다. 시료를 농도별로 희석한 용액 100 μL와 0.2 mM 

DPPH 용액 100 μL를 잘 혼합하고 37℃의 암소 상태에

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군과 시료를 첨가한 군의 흡

광도 차를 IC50 값으로 나타내었고 다음의 식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

={1-(시료 첨가군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군의 흡광

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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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TS free radical 소거능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은 Re 등의 방법21)을 

이용하였다.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에 7 mM ABTS 용

액과 2.4 mM의 potassium persulphate를 혼합하고 실온

의 암소 상태에서 16시간 이상 방치하여 ABTS를 형성

한 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 (±0.02)이 되도록 

100%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이렇게 희석된 용액 900 μL

에 시료 100 μL를 가하고 1분 동안 방치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군과 시료를 첨가한 

군의 흡광도 차를 IC50 값으로 나타내었고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를 사

용하였다.

ABTS free radical 소거능 (%)

={1-(시료 첨가군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군의 흡광

도)}×100

3) 조직 채취 및 혈청 분석

실험동물의 상처부위를 근막 위까지 절개하여 상처 

조직 절편을 얻었다.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복대정맥에서 채혈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4,000 rpm

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었고 혈청은 

-80℃에서 보관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간기능 손상 지

표인 AST와 ALT, 신기능 손상 지표인 BUN과 creatinine

을 각각 측정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4) 혈청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측정

ROS의 측정은 Kooy의 방법22)을 이용하였다. 혈청과 

25 mM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를 혼합한 후 0분

부터 매 10분마다 530 nm의 emission 파장과 485 nm의 

excitation 파장을 이용하여 형광 광도계로 30분간 측정

한 산출 값을 계산하였다.

5) 피부 조직 western blot 분석

피부의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5 mM Tris-HCl (pH 7.5), 15 mM CaCl2, 2 mM MgCl2, 

1.5 M sucrose, 0.1 M dithiothreitol (DTT), protease in-

hibitor cocktail을 첨가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

로 조직을 분쇄한 후 10%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아이스 위에서 20분 동안 정치시키고 2분간 원심분리

(12,000 rpm)하여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

리하였다. 핵을 얻기 위해 10% NP-40이 더해진 buffer 

A에 2회 세척하고 100 mL의 buffer C (50 mM HEPES, 

50 mM KCl, 0.3 mM NaCl, 0.1 mM EDTA, 0.1 mM 

PMSF, 1 mM DTT, 10% glycerol)를 첨가해 재부유시킨 

다음 10분 간격으로 vortex를 3회 시행하였다. 4℃ 환경

에서 10분간 원심분리(12,000 rpm)한 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여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피부 조직 세포질의 β-actin, histone, Nrf2, SOD, catalase, 

HO-1, NF-κB, p-iκBα, COX-2, TNF-α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10 mg의 단백질을 8~15%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연동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acrylamide gel을 이동시켰다. Membrane에 각각의 1차 

항체를 처리한 후 4℃에서 overnight시킨 다음 phosphate 

buffered saline with tween 20 (PBS-T)로 6분 간격으로 

5회 씻어내고 각각에 상응하는 2차 항체(PBS-T로 1：

3,000 희석)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6분 간격으로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CL 용

액에 노출시킨 후,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에 감광시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후,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 

Tokyo, Jap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6) 피부 조직의 hydroxyproline 측정

조직 10 mg 당 100 μL의 dH2O를 첨가하고 유리비

드로 균질화하였다. 균질액 100 μL에 10 N 농축 NaOH 

100 μL를 첨가하였다. 뚜껑이 단단히 조여졌는지 확인

하고 120℃에서 1시간 가열한 후 뚜껑을 열기 전에 잠

시 식힌 다음, 10 N 농축 HCl 100 μL를 넣어 잔여 

NaOH를 중화시켰다. Centrifuge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여 가수분해 후에 잔류할 수 있는 불용품을 펠렛으로 만

들고 상층액을 모은 뒤 각 well에 100 μL의 산화 시약 믹

스를 넣고 실온에서 20분 동안 배양시켰다. Dimethylamine 

borane 농축 용액 50 μL를 각 반응 용기에 넣고 내용물

을 완전히 혼합하여 마이크로 플레이트 필름으로 플레

이트를 밀봉하고 인큐베이터에서 45분 동안 배양하였

다. OD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표준 및 시

료 판독 값에서 blank의 평균 흡광도 값을 빼고 각 표준

에 대해 보정된 흡광도 값을 최종 hydroxyproline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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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DPPH free radical (μg/mL) ABTS free radical (μg/mL)

L-ascorbic acid 1.52±0.10 3.45±0.11

Lonicera japonica 26.69±1.50 49.33±4.52

Data are expressed mean±standard error.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Table II. DPPH,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ample
Total polyphenol 

(mg/g)

Total flavonoid 

(mg/g)

Lonicera japonica 32.86±0.14 67.17±0.57

Data are expressed mean±standard error.

Table I.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으로 표시하였다. Hydroxyproline 농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Hydrolyzed hydroxyproline concentration =
B

 × D
V

B = 표준곡선으로부터 계산된 샘플 내의 가수분해된 hy-

droxyproline의 양 (μg), V = well에 첨가된 샘플 부피 (μL), 

D = 표본이 표준곡선 범위에 맞게 희석된 표본 희석 계수.

7) 조직병리학적 분석

창상 유발 후 21일째에 실험동물로부터 채취한 창상

부위의 피부 조직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시행하

기 위해 조직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24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graded alcohol로 탈수시키고 파라핀

으로 포매하여 block을 제작한 다음 microtome으로 4 mm 

두께의 조직절편을 제작하여 polylysin으로 코팅된 slide

에 부착하였다. 조직 절편은 xylene을 사용하여 paraffin

을 제거하고 증류수와 알코올로 10분간 함수시킨 후 세척

하였다. 이후에 Hematoxylin & Eosin (H&E) 및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한 뒤 광학현미경 위에서 피부 조

직의 특이 병변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3. 통계처리

모든 결과의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IBM사의 SPSS 버전 22.0 (Armonk, NY, USA)을 사용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

하여 각 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5% 수준에서 검증

하였고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시행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결과»»»

1. 항산화 효능 평가

1) Polyphenol 및 flavonoid 총 함량

시료에 함유된 polyphenol과 flavonoid의 총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32.86±0.14 mg/g, 67.17±0.57 mg/g으

로 나타났다(Table I).

2)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능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L-ascorbic acid의 IC50 값은 1.52±0.10 μg/mL, 

금은화의 IC50 값은 26.69±1.50 μg/mL로 나타났으며,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L-ascorbic acid의 

IC50 값은 3.45±0.11 μg/mL, 금은화의 IC50 값은 49.33±

4.52 μg/mL로 나타났다(Table II).

2. 혈청 내 간기능 손상 지표

1) AST

혈청 내 AST를 측정한 결과 Nor군 124.43±2.86, Veh

군 141.80±1.44, PC군 129.54±2.48, LL군 139.74±7.64, 

LH군 122.71±9.77로 나타났다. LH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5)(Fig. 1).

2) ALT

혈청 내 ALT를 측정한 결과 Nor군 45.40±3.55, V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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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ST and ALT level in serum. Nor: normal rats, Veh: no-treatment rats, PC: positive control, LL: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LH: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tandard error, n=8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0.05 vs. Veh.

Fig. 2. BUN and creatinine level in serum. Nor: normal rats. Veh: no-treatment rats, PC: positive control, LL: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LH: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BUN: blood urea nitrogen.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tandard error, n=8 rats per group.

군 50.32±2.28, PC군 50.10±5.72, LL군 50.48±1.92, LH

군 48.52±5.95로 나타났다(Fig. 1).

3. 혈청 내 신 기능 손상 지표

1) BUN

혈청 내 BUN을 측정한 결과 Nor군 10.61±0.45, Veh

군 12.09±0.31, PC군 11.07±0.77, LL군 12.23±0.76, LH

군 11.26±0.51로 나타났다(Fig. 2).

2) Creatinine

혈청 내 creatinine을 측정한 결과 Nor군 0.50±0.06, 

Veh군 0.78±0.03, PC군 0.73±0.17, LL군 0.71±0.15, LH

군 0.47±0.14로 나타났다(Fig. 2).

4. 혈청 내 ROS

혈청 내 ROS를 측정한 결과 Nor군 2,790.8±208.6, Veh

군 4,497.1±719.1, PC군 3,425.7±561.8, LL군 2,909.7±437.4, 

LH군 28,45.1±491.0으로 나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

하여 낮게 측정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LL군과 LH

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5)(Fig. 3).

5. 항산화 관련 인자 western blot 분석

1) Nrf2

Nrf2 분석 결과 Nor군 1.00±0.6, Veh군 0.49±0.05, PC

군 0.74±0.11, LL군 0.58±0.08, LH군 0.80±0.07로 나타

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p<0.05), 

LL군은 Veh군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LH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0.05)(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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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S in serum. Nor: normal rats. Veh: no-treatment rats,

PC: positive control, LL: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LH: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ROS: reactive oxygen specie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standard error, n=8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0.05.

Fig. 4. Antioxidant factor western blot analysis. Nor: normal rats. Veh: no-treatment rats, PC: positive control, LL: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LH: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Nrf2: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SOD-1: superoxide dismutase 1, HO-1: heme oxygenase 1.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tandard error, n=8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s. Veh.

2) SOD-1

SOD-1 분석 결과 Nor군 1.00±0.01, Veh군 0.58±0.07, 

PC군 0.73±0.07, LL군 0.88±0.09, LH군 0.96±0.05로 나

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LL군과 LH군도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았다(p<0.01, p<0.001)(Fig. 4).

3) Catalase

Catalase 분석 결과 Nor군 1.00±0.11, Veh군 0.49±0.04, 

PC군 0.61±0.12, LL군 0.81±0.06, LH군 0.99±0.07로 나

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었으나 유

의성은 없었고, LL군과 LH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

하게 높았다(p<0.01, p<0.001)(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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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flammation factor western blot analysis. Nor: normal rats. Veh: no-treatment rats, PC: positive control, LL: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LH: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NF-κBp65: nuclear factor kappa-B p65, 

p-iκBα: phosphorylated iκBα, COX-2: cyclooxygenase 2, TNF-α: tumor necrosis factor alpha.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tandard 

error, n=8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s. Veh.

4) HO-1

HO-1 분석 결과 Nor군 1.00±0.02, Veh군 0.47±0.10, 

PC군 0.86±0.14, LL군 0.80±0.17, LH군 1.02±0.16으로 

나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LL군과 LH군도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았다(p<0.05, p<0.01)(Fig. 4).

6. 염증 관련 인자 western blot 분석

1) NF-κBp65

NF-κBp65 분석 결과 Nor군 1.00±0.11, Veh군 2.00±0.19, 

PC군 1.44±0.08, LL군 1.49±0.13, LH군 1.38±0.17로 나

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5), LL군과 LH군도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았다(p<0.05, p<0.01)(Fig. 5).

2) p-iκBα

p-iκBα 분석 결과 Nor군 1.00±0.02, Veh군 1.76±0.12, 

PC군 1.13±0.13, LL군 1.35±0.17, LH군 1.22±0.24로 나

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1), LL군과 LH군도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았다(p<0.05)(Fig. 5).

3) COX-2

COX-2 분석 결과 Nor군 1.00±0.08, Veh군 2.15±0.21, 

PC군 1.44±0.19, LL군 1.56±0.17, LH군 1.37± 0.25로 

나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5), LL군과 LH군도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았다(p<0.05, p<0.01)(Fig. 5).

4) TNF-α

TNF-α 분석 결과 Nor군 1.00±0.08, Veh군 1.70±0.10, 



창상을 유발한 흰쥐에서 金銀花 추출물의 치료 효과

www.e-jkmr.org 55

Fig. 7. Skin H&E staining histology (×100). (A) normal rats,

(B) no-treatment rats, (C) positive control, (D)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E)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Black arrows indicate epidermal layers.

Fig. 8. Skin Masson's trichrome staining histology (×100). (A)

normal rats, (B) no-treatment rats, (C) positive control, (D)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E)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Black arrows indicate 

epidermal layers.

Fig. 6. Hydroxyproline content in skin tissue. Nor: normal rats.

Veh: no-treatment rats, PC: positive control, LL: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100 mg/kg, LH: rats treated with Lonicera

japonica 200 mg/kg.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tandard

error, n=8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s. Veh.

PC군 1.14±0.11, LL군 1.29±0.15, LH군 1.16±0.06으로 

나타났다.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01), LL군과 LH군도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1, p<0.001)(Fig. 5).

7. 피부 조직의 hydroxyproline

피부 조직의 hydroxyproline의 양을 측정한 결과 Nor

군 0.84±0.05, Veh군 0.43±0.10, PC군 0.78±0.13, LL군 

0.82±0.05, LH군 1.08±0.08로 나타났다. Nor군에 비하

여 Veh군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PC군은 Veh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p<0.05), LL군과 LH군도 Veh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1, p<0.001)(Fig. 6).

8. 조직병리학적 분석

창상 유발 후 21일째에 실험동물로부터 채취한 창상 

부위의 피부 조직에 대해 H&E 염색과 Masson's tri-

chrome 염색을 실시한 후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

다. 양성대조군과 LL 투여군, LH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각질층과 표피층의 두께가 얇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진피층에서 피부부속기관과 조직의 재형

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s.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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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창상은 피부의 표층을 이루는 외피와 그 아래에 존재

하는 진피가 손상되어 조직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창상의 치유는 세포의 재생, 분화, 증식을 통해 

이 파괴된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창상 

치유는 외과적인 절개나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받

았을 때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인 작용이며 상처가 생긴 직후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의 

염증 반응, 육아조직 형성 및 기질 합성 등의 과정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23).

창상 치유 단계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염증 단계(inflammation phase), 증식 단계

(proliferation phase) 및 성숙 단계(remodeling phase)로 

구분할 수 있다24). 각 단계는 뚜렷한 구분 없이 중첩되

면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염증 단계에는 손상받은 부

위에 염증 세포가 유입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상

처치유 과정의 일환으로 지혈 반응이 일어난다. 증식 

단계에는 조직 손상 부위의 가장자리부터 새로운 혈관

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섬유아세포에 의해 콜라겐의 합

성이 일어나 새로운 결합조직으로 손상입은 부분을 채

워 육아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창상을 입은 지 7일 이후

부터는 창상 주변부가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상처의 가

장자리로부터 상피세포의 이주가 일어나 손상된 부분

을 덮는다. 그 이후 진행되는 성숙 단계에는 섬유아세

포는 점차 감소하고 육아조직이 교원질 섬유로 가득 찬 

조직으로 바뀌면서 반흔을 형성한다25).

피부 손상과 창상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won 등3)은 楡根皮, 三七根, 龍腦 등으로 구

성된 복합 좌욕제를 도포하여 창상 치유 및 동통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고, Kim4)은 當歸飮子가 혈관 신생을 

촉진하고 창상 유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Bak 등5)은 Wistar rat의 창상 치유에 

있어서 當歸鬚散 주정 추출물과 테라마이신을 병용하

는 것이 단독 치료보다 더 유의함을 보고하였고, Jung 

등6)은 창상 유발 흰쥐에게 桂枝茯苓丸을 경구투여하여 

창상 치유 효과를 확인하였다. Han 등7)은 창상 유발 흰

쥐에 黃芪 추출물을 도포하여 상처 재생 효과 및 염증

반응 억제 효과를 보고하였고, Hong 등8)은 ICR mouse

에 창상을 유발한 후 창상 주변에 黃芪 약침을 주입하

여 창상 회복을 촉진시키고 반흔 면적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확인하였다. Kim 등9)은 慈雲膏와 Gentamicin을 병

용하여 창상 감염의 원인균인 S. aureus, S. pyogenes, P. 

aeruginosa에 대한 항균력과 창상 치유 효과를 보고하

였고, Song 등10)은 3000-3002번 탄소봉을 이용한 종합

가시광선이 epidermal growth factor와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1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창상의 치유를 촉진하

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의학적으로 금은화는 熱毒瘡癰을 치료하는 要藥이 

되고 邪熱을 宣散하므로 風熱表證을 治하는 효과가 우

수하다고 하였으며11), 淸熱解毒하고 凉散風熱하는 대표

적인 약으로 淸血, 利尿, 殺菌 작용이 있어 熱性病, 身熱

無汗, 化膿性疾患, 急慢性淋疾, 梅毒, 痢疾, 膿瘍, 癰疽, 疥

癬腫毒惡瘡, 咽喉腫痛에 사용한다고 하였다26). 상기 내

용으로 볼 때 금은화는 염증성 질환, 감염성 질환, 열성 

질환,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은화의 최근 연구동향에 의하면 Yun 등12)과 

Lee 등13)의 연구에서 금은화가 생쥐의 RAW 264.7 대

식세포에서 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염증 관련 인

자들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하였고, Yun과 Lee14)는 금은

화 추출액이 RAW 264.7 대식세포에서 nitric oxide와 

prostaglandin E2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Kang 등15)

은 금은화가 type Ⅰ interferon을 억제하는 기전에 관하

여 보고하였으며, Seo와 Choi16)는 금은화가 hydrogen 

peroxide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HaCaT 피부각질

세포에서 세포 보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Cha 등17)의 

연구에서는 dextran sulfate sodium으로 궤양성 대장염

을 유도한 생쥐에서 금은화가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금은화의 淸

熱解毒 효능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26).

본 저자는 이상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금은화가 창상 

부위의 염증을 조절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금은화의 항산화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poly-

phenol 및 flavonoid의 총 함량과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Polyphenol 화합물은 fla-

vonoid, catechin, isoflavone, anthocyanin, tannin 등으로 

식물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polyphenol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히드록실기(-OH)의 강한 결합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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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지질과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인

체의 순환장애와 노화 등을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을 갖

고 있다27). 그 중에서 flavonoid는 식물이 자외선으로부

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이 강하여 항

염, 항바이러스, 항암 등의 효과가 있다27).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은 polyphenol 화합물의 농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므로 polyphenol 화합물의 총 함량

을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항산화능을 평가하기에 좋은 

지표가 된다28). 그리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L-ascor-

bic acid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항산화 효과를 비

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29). 본 연구에서도 적합할 것

으로 생각되어 양성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금은화 추출물의 polyphenol 및 flavonoid의 총 함량

은 각각 32.86±0.14 mg/g, 67.17±0.57 mg/g으로 나타났

으며(Table I),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DPPH의 

경우 IC50 값 26.69±1.50 μg/mL, ABTS의 경우 IC50 값 

49.33±4.52 μg/mL로 측정되었다(Table II). 이를 통해 

금은화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은화 추출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 내 간 

독성 및 신 독성 지표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AST는 

LL군에서 139.74±7.64, LH군에서 122.71±9.77로 측정되

었고 ALT는 LL군에서 50.48±1.92, LH군에서 48.52±5.95

로 측정되었다(Fig. 1). BUN은 LL군에서 12.23±0.76, 

LH군에서 11.26±0.51로 측정되었고 creatinine은 LL군

에서 0.71±0.15, LH군 0.47±0.14로 측정되었다(Fig. 2). 

이 수치들은 Nor군과 Veh군 및 PC군과의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정상 범위에 있어 금은화 추출물이 간 독

성 및 신 독성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혈청 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ROS를 측정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 바

이오마커인 ROS는 산소의 정상적인 대사의 부산물로 

생성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 ROS 생성이 증가하고 산

화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지질, DNA, 단백질 등의 손

상이 가속화되어 세포사멸, 노화 등을 촉진한다30).

혈청 내 ROS를 측정한 결과 Veh군(4,497.1±719.1)에 

비하여 LL군(2,909.7±437.4), LH군(2,845.1±491.0)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상기 결과로 보았을 때 금은화 추출물이 혈청에서 ROS

의 생성을 감소시켜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항산화 관련 인자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Nrf2는 세포질에 존재

하는 단백질로,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활성화되어 항산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신호 단백질

(signaling protein)로 작용한다. 이 작용으로 인해 세포

의 항염증, 약물대사 등과 관련된 200여 개의 유전자가 

작동되어 SOD-1과 HO-1 같은 단백질이 발현되고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31). SOD-1은 항산화 효소로서 세

포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산소나 과산화수소로 전환시

키고 다시 catalase에 의해 무해한 물과 산소로 전환시

켜 활성산소로부터 생체를 보호는 역할을 하며 노화 억

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32). Catalase는 산소를 접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효소로 SOD-1에 의해 전

환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SOD-1의 작용과 더불어 ROS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전이다33). HO-1

은 heme의 대사과정을 조절하는 효소로 heme을 분해

하여 biliverdin, CO, free iron 등의 물질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며 다양한 스트레스성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보

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분석 결과 Nrf2는 Veh군(0.49±0.05)에 비하여 LL군

(0.58±0.08)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LH군(0.80±0.07)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

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Fig. 4). SOD-1은 Veh군

(0.58±0.07)에 비하여 LL군(0.88±0.09), LH군(0.96±0.05)

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 

p<0.001)(Fig. 4). Catalase는 Veh군(0.49±0.04)에 비하여 

LL군(0.81±0.06), LH군(0.99±0.07)에서 높게 측정되었

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 p<0.001)(Fig. 4). 

HO-1은 Veh군(0.47±0.10)에 비하여 LL군(0.80±0.17), 

LH군(1.02±0.16)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

성이 있었다(p<0.05, p<0.01)(Fig. 4). 이상의 분석 결과

로 볼 때 금은화 추출물이 항산화 관련 인자들의 활성

을 증가시켜 창상 부위에서 항산화 및 세포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염증 관련 인자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est-

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NF-κBp65는 DNA 전사, 

cytokine의 생성, 세포 생존을 조절하는 단백질 복합체

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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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κB는 안정 시에서는 iκBα라는 억제단백질과 결합

되어 불활성 상태로 세포질에 머물고 있지만 세포 밖으

로부터 유해 자극을 받게 되면 iκBα가 p-iκBα로 유리되

어 NF-κB가 염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전사인

자가 된다. 이 과정은 iκBα의 인산화에 의존하므로 이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기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35). COX

는 arachidonic acid를 prostaglandin으로 변환시키는 효

소로 COX-1과 COX-2의 두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 COX-2는 다른 효소와는 달리 오직 염증반응의 일환

으로만 생성되는데, COX-2를 차단함으로써 prostaglandin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36). TNF-α는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cytokine으로 주로 활성화된 대식

세포에 의해 생성되며 면역 세포들의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TNF-α는 내인성 발열원으로 

작용하며 세포자멸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작용

을 한다37).

분석 결과 NF-κBp65는 Veh군(2.00±0.19)에 비하여 

LL군(1.49±0.13), LH군(1.38±0.17)에서 낮게 측정되었

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p<0.01)(Fig. 5). 

p-iκBα는 Veh군(1.76±0.12)에 비하여 LL군(1.35±0.17), 

LH군(1.22±0.24)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

성이 있었다(p<0.05)(Fig. 5). COX-2는 Veh군(2.15±0.21)

에 비하여 LL군(1.56±0.17), LH군(1.37±0.25)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p<0.01) 

(Fig. 5). TNF-α는 Veh군(1.70±0.10)에 비하여 LL군(1.29 

±0.15), LH군(1.16±0.06)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 p<0.001)(Fig. 5). 이상의 분석 

결과로 볼 때 금은화 추출물이 염증 관련 인자의 활성을 

억제하여 창상 부위에서 항염증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

각된다.

창상 부위 조직 내의 콜라겐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hydroxyprolin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콜라겐은 결합조

직의 세포 외 공간을 채우는 주요 구조 단백질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조

절한다. 물리적 손상, 화상, 수술 등으로 피부에 결손이 

생기면 회복 과정에서 콜라겐이 그 결손 부위를 메우게 

된다38). Hydroxyproline은 콜라겐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콜라겐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39).

측정 결과 Veh군(0.43±0.10)에 비하여 LL군(0.82±0.05), 

LH군(1.08±0.08)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

성이 있었다(p<0.01, p<0.001)(Fig. 6). 이상의 측정 결과

로 볼 때 금은화 추출물이 hydroxyproline의 합성을 촉

진하여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상 부위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조직에 

H&E 및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고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여 병리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

부 조직의 분석 결과 Veh군은 각질층과 표피층이 매우 

두껍게 형성된 반면에 LL군과 LH군에서는 각질층과 

표피층의 두께가 얇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피부부속기관과 조직의 재형성이 Veh군에 비하여 활발

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s. 7, 8).

후시딘산나트륨은 진균 fusidium coccineum의 발효에 

의하여 얻어진 항생물질로써 특히 포도상구균에 대하

여 높은 항균력을 보인다. 또한 부작용이 적고 상처 부

위에 도포되어 조직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피부 손상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40). 본 연구에서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양성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비교 결

과 혈청 내 ROS 측정에서는 PC군에 비하여 금은화 투

여군이 근소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항산화 관련 인자 

western blot 분석에서는 PC군에 비하여 금은화 투여군

이 비슷하거나 높은 활성을 보였는데 LH군에서 그 차

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염증 관련 인자 western 

blot 분석에서는 PC군에 비하여 금은화 투여군이 비슷

하거나 근소하게 낮은 활성을 보였다. 창상 조직의 hy-

droxyproline 측정 결과에서는 PC군에 비하여 금은화 투

여군이 비슷하거나 높게 측정되었는데 LH군에서 그 차

이가 현저하였다. 창상 부위의 병리조직학적 분석에서는 

PC군과 금은화 투여군이 비슷한 정도의 회복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금은화는 양성대조군 약물인 후시

딘산나트륨과 비교하여 항산화, 항염증 효과 및 창상 치

료 효과가 비슷하거나 조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금은화는 경구투여를 하고, 후시딘산나트륨은 도포하

여 약물 처치 방법이 상이하고 약물 투여 용량 역시 동

일하게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통한 결

과라고 할 수는 없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상의 실험에서 금은화의 polyphenol 및 flavonoid의 

총 함량을 측정하고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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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능을 확인하였고 혈청 내 ROS를 측정하여 금은화

가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산화 및 염증 관련 인자의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금은화가 창상을 입은 피부 조직에서 항산화 관련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관련 인자의 활성을 억제함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상 부위 피부 조직의 hydrox-

yproline의 농도를 측정하여 결합조직의 회복 정도를 확

인하였으며 창상 부위를 병리조직학적으로 분석하여 

금은화가 창상 치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양성대조군과의 면밀한 비교가 부족했고 추출방식에 

따른 금은화의 약리성분, 수율 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를 통해 금은화가 창상 치료에 있어 항산화 및 항염

증, 상처 치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향후 금은

화에 대한 추가적 실험 및 임상 연구가 진행된다면 피

부 손상 및 창상 치료 약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결론»»»

금은화가 창상을 유발한 흰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polyphenol 및 flavonoid의 총 함

량과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고 혈청 내 ROS를 측

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항산화 및 염증 관

련 인자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hydroxyproline의 농도를 

측정하고 창상 부위에 대해 병리조직학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Polyphenol의 총 함량은 32.86±0.14 mg/g, fla-

vonoid의 총 함량은 67.17±0.57 mg/g으로 나타났다.

2.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IC50 값이 26.69±1.50 μg/mL

로 나타났으며,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은 IC50 값

이 49.33±4.52 μg/mL로 나타났다.

3. 금은화 투여군에서 간 독성 및 신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4. 혈청 내 ROS는 모든 금은화 투여군에서 낮게 측정

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5. Nrf2는 LH군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

성이 있었고 LL군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SOD-1과 catalase, HO-1은 모든 

금은화 투여군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

의성이 있었다.

6. NF-κBp65, p-iκBα, COX-2, TNF-α는 모든 금은화 

투여군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7. Hydroxyproline은 모든 금은화 투여군에서 높게 측

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8. 병리조직학적 분석 결과 모든 금은화 투여군에서 

각질층과 표피층의 두께가 얇아졌고 진피층에서 

피부부속기관과 조직의 재형성이 활발하게 일어

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금은화는 창상을 유발한 흰쥐에

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또한 창상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금은화가 

피부 손상 및 창상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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