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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Oxidative Effect of Suhwagije－decoction on the Liver and
Spleen Cells of Ag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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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effect of Suhwag-
ije-decoction (SGT) pharmacopuncture solution on the liver and spleen cells of aged rats.

Methods : The liver and spleen cells of 10, 52, and 72 week old Sprague Dawley (SD)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distilled water (DW), Vit.C, and SGT groups, which were treated with
DW, Vit.C and SGT pharmacopuncture solution respectively. The levels of superoxide dismu-
tase (SOD), glutathione (GSH) and nitric oxide (NO) were then measured.

Results :
1. Treatment of SGT pharmacopuncture solution significantly decreased NO concentration in

spleen cells of 52 week old rats a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groups.
2. Treatment of SGT pharmacopuncture solution significantly increased SOD activity in spleen

cells of 72 week old rats a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groups.
Conclusions : Suhwagije-decoction (SGT) pharmacopuncture solution may have an anti-oxidative
effect in the spleen cells of ag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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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화는 생체의 생리적 재생 기능의 점진적인 약화에 의
한 생체 장기조직 세포 수 감소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
저하로 정의된다1).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
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 비율 예측 자
료에서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8 %가 되
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따라서
최근 노화의 예방법, 노화의 양상과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의학계 역시 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처방은 共振黑元丹3), 淸心蓮子湯4), 鹿
茸大補湯5), 香砂養胃湯6), 升陽益氣湯7)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추가적인 항산화 효과를 지닌 한약 처방 탐색을 위
해 水火旣濟湯을 사용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水火旣濟湯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처음 등장
한 처방으로 少陽人 陰虛午熱證을 치료하는 처방이다10).

구성약물인 乾地黃, 山茱萸, 覆盆子, 肉蓯蓉으로 腎精을
補하며, 生地黃, 知母, 黃柏, 柴胡, 茯苓, 澤瀉, 苦蔘으로
淸熱을 겸하여 체액 고갈을 특징으로 하는 소모성 질환에
매우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등11)은 수화기제탕이
성장기의 성장 촉진 효과와 노화기 남성호르몬 저하를 억
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최 등12)은 수화기제탕
이 노화 흰쥐의 비장세포에서 면역 활성 및 면역 조절 능력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물실험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水火旣濟湯 약침액이 노화 쥐의 간세포 및 비장
세포의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0주령,
52주령, 및 72주령 spraguedawley(SD) rat의 간조직 및
비장조직의 실질세포를 분리하여 水火旣濟湯 약침액을 처
리한 후 SOD(superoxidedismutase), GSH(glutathione),
NO(nitric oxide)의 농도를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
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Ⅱ. 실험

1. 재료

1) 동물
동물은 10주령, 52주령, 72주령의 SD rat을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중앙실험동물(경기도, 한국)에
서 공급받아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삼양사료, 한국)와 물
을 충분히 공급하였고, 실험실은 실온(22±2 ℃)을 유지하
였다. 본 실험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약재들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약제실

의 검수를 받아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수화기제탕(SGT) 의
약재들은 정량하여, 사용하기 전에 증류수에 세척하였다.
수화기제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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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s of Suhwagije－decoction(SGT)

Herbs Pharmacognostic name Scientific name Dose(g)

SaengJiHwang Rehmanniae Radix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 4

GeonJiHwang Rehmanniae Radix Siccus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 4

JiMo Anemarrhenae Rhizoma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4

HwangBaek Phellodendri Cortex Phellodendron wilsonii Hayata et Kanehira 4

SanSuYu Corni Fructus 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 4

BokBunja Rubi Fructus Rubus coreanus Miq. 4

SiHo Bupleuri Radix Bupleurum falcatum Linne 4

KoSam Sophorae Radix Sophora flavescens Ait. 4

BokRyeong Poria(Hoelen) Poria cocos (Schw.) Wolf 4

Taeksa Alismatis Rhizoma Alisma orientalis (Sam) Juzep 4

YukJongyong Cistanches Herba Cistanche salsa (C. A. Mey) G. Beck 4

Total 44



2. 방법

1) 수화기제탕 약침액 제조

본 실험에서 수행한 증류법은 대한약침학회의 방법을 이
용하였다. 수화기제탕 약재를 세척 후 분쇄기로 분쇄하여
1 ℓ의 증류수를 가하고 shaker을 이용하여 3시간 동안 진
탕을 실시한 다음 여과지로 여과한다. 증류는 impellar에
반응조 하부와 반응조 상부조를 설치하고 그 위에 냉각관
(환류, 증류)과 분액 여두를 설치한다. 수화기제탕 진탕액
을 반응조 하부에 넣고, 105 ℃에서 예열한다. 탕약이 끓기
시작하면 추출온도 107 ℃에 맞춘 뒤, 3시간 동안 전탕을
실시한다. 이때 냉각수(4 ℃)가 환류냉각관에서 흐르는지
확인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설정온도 범위(전탕온도
105 ℃)에서 전탕되고, 충분히 끓은 약재의 온도가 높아지
고(추출온도 107 ℃), 냉각수 순환 위치가 바뀜에 따라 반
응조 내부에서만 순환하던 기체가 냉각수에 의해 액체화되
어, 약침액이 분액여두로 한 방울씩 받아진다. Table 1의
한 첩 기준으로 수화기제탕 약침액 400 ㎖을 얻었다. 추출
이 끝나고 1 ℓ용기에 받아진 약침액은 무기염류를 침강시
키기 위해서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하였다. 하루 동안 냉장
보관된 수화기제탕 약침액은 filtering을 실시하고, 멸균
된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2) 세포 분리 및 배양
(1) 간세포 분리 및 배양
간 조직을 rat으로부터 적출하여, 차갑게 준비한 RPMI

1,640 media에 보관한다. 100 mmdish에서 간을 잘게 잘
라 준비한 뒤, RPMI1,640 media와 collagenasetypeⅣ
(300 u/㎖)를 넣고 실온에서 90분간 incubation한다. 이
때 20분에 한 번씩 흔들어 줌으로써 간세포가 잘 분리되도
록 한다. 간 조직을 complete media(RPMI 1,640＋5 %
FBS＋antibiotics)를 사용하여 mesh에서 갈아준다. 모아
진 cell들은 원심분리기(Hanil, Korea)를 사용하여 침전시
키고, 침전된 cellpellet은 completemedia(RPMI1640＋
5% FBS＋antibiotics)를 이용하여 2회 세척한다. 세척이
끝난 cell pellet은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파
쇄하고,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간 조직의 실질세포를 분리
한다. 분리된 세포는 completemedia를 이용하여 세포배
양을 실시한다.

(2) 비장세포 분리 및 배양
비장 조직을 rat으로부터 적출하여 차갑게 준비한 RPMI

1,640 media에 보관한다. 비장 조직을 으깨어 준비한 뒤

RPMI 1,640 media를 넣고 세포를 모아준다. 모아진 cell
들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침전시키고, 침전된 cellpel-
let은 completemedia(RPMI 1,640＋5 % FBS＋antibi-
otics)를 이용하여 2회 세척한다. 세척이 끝난 cell pellet
은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파쇄하고, 원심분리
하여 비장 조직의 실질세포를 분리한다. 분리된 세포는
completemedia를 이용하여 배양한다.

(3) 세포 분획
배양한 세포들을 모아 sonicate(model 100,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한다. 균질화한 세포
는 6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질화되지 않은 조
직 등을 제거한 후 상등액을 10,000×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mitochondrial fraction을 얻는다. 이 상등액
을 105,000×g에서 1시간 원심분리하여 cytosolic frac-
tion을 얻는다. 그 침전물에 동일한 양의 0.1 Mpotassium
phosphatebuffer를 가하여 현탁시켜 microsomalfrac-
tion을 얻는다. Microsomal fraction에서 GSH의 함량
을 측정하고, cytosolic fraction을 이용하여 SOD활성도
와 NO함량을 측정한다.

3) 약물 처리
10주령, 52주령, 72주령 SD rat의 간과 비장으로부

터 얻은 실질세포를 안정화한 후 각 주령별로 다시
DW(distilled water)군, Vit.C군, SGT(Suhwagije－
decoction)군으로 나누었다. DW군은 증류수를 처리하였
고, Vit.C군은 1 % vitamin C(1 ㎎/㎖)를 처리하였고,
SGT군은 50 % 수화기제탕 약침액을 처리하였다. 이후 각
세포는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 항산화능 측정
(1) SOD(superoxide dismutase)
SOD assay kit(Dojindo, Japan)을 이용하여 SOD 활

성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분획으로 얻은 sample중 20,000
rpm으로 얻은 sample을 사용하여, 20분 동안 37 ℃에서
incubation을 실시하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SOD활성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환산하였다.

SODactivity (%)
= {[(Ablank1－Ablank3)－(Asample－Ablank2)]

/(Ablank1－Ablank3)}×100

(2) Glutathione
Glutathione assay kit(Dojindo, Japan)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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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thione 함량을 측정하였다. 세포분획으로 얻은 sam-
ple중 12,000 rpm으로 얻은 sample을 사용하였다. ELISA
reader(SunriseTM,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값 측정하고, GSH농도를 환산하였다.

(3) NO(nitric oxide)
NO 함량은 kit(Oxford, USA)을 이용하여 4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해서 NO 농도를 얻었다.

5)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ver. 18.0 KO)을 이용

하였다. 결괏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의
데이터는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군 간 차이를 확인하
였다. 신뢰도 95 % 이상(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판정하였다.

Ⅲ. 결과

1. 주령에 따른 간세포에서의 항산화능 변화

흰쥐의 간세포에서 주령에 따른 SOD, GSH, NO 농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SOD, GSH농도는 주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NO농도는 주령의 증가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Fig. 1).

2. 수화기제탕 약침액 처리에 따른 간세포
에서의 항산화능 변화

1) SOD in liver
처리 약물에 따른 간세포의 SOD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10주령 SGT군에서 DW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SOD
활성도를 나타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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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SGT on SOD activity in liver cells of
aged rat

Values represent mean±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DW : Cells treated with DW for 48 hours. 
Vit.C :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for 48 hours.
SGT : Cells treated with SGT for 48 hours.

* : p＜0.05 compared to D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Fig. 1. Effect of aging on the levels of SOD, GSH,
and NO in rat liver cells

The levels of SOD, GSH, NO were estimated in liver cells of
10, 52 and 72 weeks ol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 : p＜0.001 compared to 10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 : p＜0.001 compared to 52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2) GSH in liver
약물 처리에 따른 간세포의 GSH 활성을 비교한 결과,

10주령 SGT군에서 DW군에 비하여 GSH 농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Fig. 3).

3) NO in liver
약물 처리에 따른 간세포의 NO활성을 분석한 결과, 모

든 주령에서 약물 처리에 의한 NO 농도의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Fig. 4).

3. 주령에 따른 비장세포에서의 항산화능
변화

흰쥐의 비장세포에서 주령에 따른 SOD, GSH, NO 농
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SOD, GSH 농도는 주령에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NO 농도는
주령의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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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ging on the levels of SOD, GSH,
and NO in rat spleen cells

The levels of SOD, GSH, and NO were estimated in spleen
cells of 10, 52 and 72 weeks ol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 : p＜0.001 compared to 10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 : p＜0.001 compared to 52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Fig. 4. Effect of SGT on NO concentration in liver
cells of aged rat

Values represent mean±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DW : Cells treated with DW for 48 hours. 
Vit.C :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for 48 hours.
SGT : Cells treated with SGT distillate for 48 hours.

Fig. 3. Effect of SGT on GSH concentration in liver
cells of aged rat

Values represent mean±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DW : Cells treated with DW for 48 hours. 
Vit.C :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for 48 hours.
SGT : Cells treated with SGT distillate for 48 hours.

* : p＜0.05 compared to D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4. 수화기제탕 약침액 처리에 따른 비장세포
에서의 항산화능 변화

1) SOD in spleen
10주령에서는 Vit.C군과 SGT군 모두 DW군에 비하여

SOD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52주령에서는 약물 처리
에 따른 SOD 활성 변화가 없었다. 72주령에서는 SGT군
이 DW군 및 Vit.C군에 비하여 SOD 활성이 유의하게 높
았다(Fig. 6).

2) GSH in spleen
약물 처리에 따른 비장세포의 GSH활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주령에서 약물에 의한 GSH활성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Fig. 7).

3) NO in spleen
약물 처리에 따른 비장세포의 NO 활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52주령에서 DW군 및 Vit.C군에 비하여 SGT군의
NO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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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SGT on SOD activity in spleen cells
of aged rat

Values represent mean±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DW : Cells treated with DW for 48 hours. 
Vit.C :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for 48 hours.
SGT : Cells treated with SGT distillate for 48 hours.
* : p＜0.01 compared to D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 : p＜0.01 compared to Vit. C group by Kruskal-wallis test.

Fig. 7. Effect of SGT on GSH concentration in spleen
cells of aged rat

Values represent mean±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DW : Cells treated with DW for 48 hours. 
Vit.C :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for 48 hours.
SGT : Cells treated with SGT distillate for 48 hours.

Fig. 8. Effect of SGT on NO concentration in spleen
cells of aged rat

Values represent mean±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DW : Cells treated with DW for 48 hours. 
Vit.C :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for 48 hours.
SGT : Cells treated with SGT distillate for 48 hours.
* : p＜0.01 compared to DW group by Kruskal-wallis test.
† : p＜0.01 compared to Vit. C group by Kruskal-wallis test.



Ⅳ. 고찰

UN(UnitedNation)의 정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의 14 % 이상이 고령인구이면 ‘고령 사회’, 여기서 더
나아가 20 %를 넘어설 경우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13).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화에 대한 대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고령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
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유리가설은 노화를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이다. 산
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는 결국 산화 과정에서 발
생한 자유유리(free radical)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자유유리가설을 설명할 때 핵
심이 되는 용어는 산화촉진물(pro－oxidants)이다. 인체
는 산화촉진물과 산화억제물(antioxidants)이 균형을 이
루고 있는데, 정상 상태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전
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는 비정상 상태
에서는 활성산소의 축적으로 인해 세포 손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산화적 스트레스(oxdative stress)이다14). 항
산화 효소는 바로 이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인체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이러한 항산화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15－17), 그 결과 다양한 한약처방, 특히 다양한 四
象體質 처방의 항산화 효능이 보고되었다. 太陰人 共振黑
元丹은 초기 노화 흰쥐에 대해 항노화 및 항산화 효과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3), 太陰人 淸心蓮子湯은 SD
rat의 항산화 및 면역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4), 太陰人 鹿茸大補湯 역시 흰쥐의 노화 억제에 긍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少陰人 처
방 중에는 少陰人 香砂養胃湯이 노화 쥐의 비장, 췌장 및
위장세포의 항산화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6), 升陽
益氣湯 역시 노화 쥐의 비장, 췌장 및 위장세포의 항산화능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에서는 四象醫學의 少陽人 처방 중 하나인 水火
旣濟湯의 노화 흰쥐의 간장 및 비장세포의 항산화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水火旣濟湯은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 처음 등장한 처방으로 少陽人 陰虛午熱證
을 치료하는 처방이다10). 少陽人 陰虛午熱證은 下消證과
비슷한 개념으로 陰血耗竭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성 질환

의 일종이다. 水火旣濟湯은 乾地黃, 山茱萸, 覆盆子, 肉蓯
蓉으로 腎精을 補하며, 生地黃, 知母, 黃柏, 柴胡, 茯苓, 澤

瀉, 苦蔘으로 淸熱을 겸하여 체액 고갈을 특징으로 하는 소
모성 질환에 매우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체액의 소실
이 특징인 이러한 소모성 질환은 인체 노화의 과정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많아 본 처방을 이번 연구의 재료로 사용하
게 되었다.

기존 보고에서는 水火旣濟湯이 성장기 성장 촉진 및 노
화기 남성호르몬 저하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1), 또한, 노화 흰쥐의 비장세포에서 면역 활
성 및 면역 조절 능력을 증가시켜,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
강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다12).

이에 저자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활성산소의 독성
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항산화능과 관련이 깊은 간장
과, 면역활성과 관련이 깊은 비장에서 수화기제탕 약침액
의 항산화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동물실험 시
행 전 기초연구로써 노화 흰쥐의 간세포와 비장세포에 수
화기제탕 약침액을 처리한 후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항산화능 평가는 SOD(superoxide dismutase), GSH
(glutathione), NO(nitric oxide) 측정을 통해 시행하였
다. SOD는 초과산화이온을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 주
는 불균등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산소에 노출되는
대부분 세포에서 항산화 방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Glutathione 역시 식물, 동물, 진균, 박테리아 등
에서 중요한 항산화제로 자유유리기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구조물 손상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NO는 자유유리기의 하나로 세포손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20). 곧, 산화적 스트레스가 상승할수록 NO는
증가, SOD, GSH는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항산화능이 높
을수록 NO는 감소, SOD, GSH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水火旣濟湯 약침액에 대한 대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한 Vit.C군을 설정하여 水火旣濟湯 약침액을 사
용한 SGT군과 항산화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 정도에 따른 항산화능과 水火旣濟
湯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0주령, 52주령, 72주령의
SD rat을 사용하여 실험을 시행했다. SD rat은 8주령 정
도까지는 체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16주령에 이르러서
는 체중 증가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32주령에는 경미한
체중 증가만 있으며, 52주에 이르면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
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어22), 이에 기초하여 52주령을 노
화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
주령을 성장기, 52주령을 초기노화기, 72주령을 말기노화
기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간세포에서는 10주령에서 수화기제탕 약침액
처리에 의하여 SOD와 GSH 활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52주령과 72주령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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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
비장세포에서도 10주령의 SOD농도가 수화기제탕 약침

액 처리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장기 세포에 대한 항
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6).

또한, 수화기제탕 약침액 처리에 의해 초기노화기에 해
당하는 52주령 비장세포의 NO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 말기노화기에 해당하는 72주령 비장세포의 SOD농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성장기뿐 아니라 노화기 이
후의 비장세포에 대해서도 유의한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었
으며, 특히 노화기(52주령과 72주령)세포에서의 항산화 효
능은 Vit.C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水火旣濟湯은 성장기 간세포
항산화능에는 유의한 향상 효과를 보였으나, 노화기 이후
의 간세포 항산화능에는 유의한 향상 효과를 보이지 못했
다. 반면, 비장세포의 항산화능에 대해서는 성장기부터 말
기노화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항산화능 향
상 효과를 보였다.

수화기제탕 약침액의 주요 구성 약물인 知母26), 黃柏27),
山茱萸28－31), 覆盆子32,33), 柴胡34), 苦蔘35,36), 澤瀉37－40) 등의
항산화 효과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바 있다. 본 연
구를 통하여 확인된 노화 흰쥐 세포에서의 水火旣濟湯의
항산화 효과는 이러한 각 구성약물의 항산화능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노화 흰쥐의 간세포와 비장세포에 약침액을
처리한 결과를 분석한 세포실험 연구이다. 따라서 추후 동
물실험 및 임상 연구를 통하여 水火旣濟湯의 항산화능 증
진 및 노화 억제 효과와 임상적 활용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노화 흰쥐의 간세포 및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水火旣濟
湯 약침액을 처리한 후 SOD, GSH, NO농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52주령 흰쥐의 비장세포에서 NO활성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2. 72주령 흰쥐의 비장세포에서 SOD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水火旣濟湯 약침액은 노화 흰쥐 비장세포

의 항산화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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