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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effects of Gami-cheongyulsaseub-tang
(hereinafter referred to GCST) on the inhibition of zymosan-induced pain in rats and colla-
gen II-induced arthritis (CIA) in DBA/1J mouse.
Methods As an acute inflammatory pain model, peripheral inflammation was induced by 
intraplantar injection of zymosan into the right hind paw in rats and then the hyperalgesia 
and pain regulating factors in spinal cord were analyzed. As a chronic inflammation model, 
the mixture of collagen II and complete Freund’s adjuvant was treated into mice to estab-
lish rheumatoid arthritis and then body weight, thickness of hind paw, pathological change 
of spleen, immunological rheumatoid factor (IgG1, IgG2a, IgG2b, IgM and anti-collagen II),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bone injury were analyzed.
Results In the acute inflammatory pain model, GCST significantly inhibited the thermal 
and mechanical hyperalgesia and the pain regulating factors, including Fos, CD11b, PKA 
and PKC, in the spinal cord with a dose-dependent manner. In the chronic rheumatoid ar-
thritis model, GCST administration decreased arthritic index and paw edema as compared 
with CIA control group. In particular, GCST reduced significantly the serum levels of total 
IgG2a, IgG2b, IgM, and specific anti-collagen II, but not total IgG1. GCST also resulted in 
the attenuation of bone injury and spleen enlargement/adhesion in CIA mice. Moreover, the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and IL-1β in CIA mice was significantly re-
duced by GCST in a dose-dependent manner.
Conclusions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this study showed that GCST had anti-noci-
ceptive and immunomodulatory effects. These data imply that GCST can be used as an ef-
fective drug for not only rheumatoid arthritic pain but also other auto-immune diseases. (J 
Korean Med Rehab 2015;25(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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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은 류마티스

인자나 항시트룰린화펩타이드 항체(anti-citrullinated pep-

tides antibody, ACPA)와 같은 자가항체를 동반하는 자가

면역질환으로 비정상적인 면역체계로 인해 주로 관절을 

침범하여 관절의 손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만

성염증질환이다1).

대칭적인 말초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류마티

스 관절염은 원인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관절

의 손상 및 신체적 장애를 초래한다2). 최근 많은 연구들

로부터 점차 유발 유전자나 질병 악화 물질의 단백질 구

조가 밝혀지고 새로운 면역조절 물질 등의 류마티스 관절

염의 위험인자들이 발견되고 있다3). 이를 통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을 다른 관절염과 조기에 구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4).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함

으로써 활막 염증으로 인한 관절의 변형과 비가역적 관절 

기능의 손상을 막아주고,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약

물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 약물요법으로는 발병 

초기 선택적 COX-2 길항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를 사용하거나 methotrexate, sulfasalazine, auranofin 등

과 같은 항류마티스제들을 투여하게 되며5,6), 최근에는 

TNF-α 길항제, IL-1, IL-6 수용체 길항제 등의 새로운 항

류마티스 약물과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면서 기존 약물

로 증상 및 질병 활성도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이들 약제

의 병용 투여가 질병을 조기에 조절할 수 있으며 관절 손

상도 줄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7,8).

관절염은 한의학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痺證의 범주에 포

함시키는데, 歷節風, 白虎風, 白虎歷節風 등과 유사하다9).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痛痺, 歷節風, 白虎風, 鶴膝風, 

風痺라 표현하며, 관절의 염증이라기보다는 筋骨, 肌肉, 

關節 등에 疼痛, 酸脹, 重着, 麻木 및 關節의 屈伸不利 등

의 증상을 수반하는 전신질환으로 보고 있다10,11). 관절염

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濕熱이 많고, 血虛風襲, 熱爲濕鬱, 風

寒濕相搏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淸熱解毒, 淸化濕熱, 散寒

祛濕, 補活血의 치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12).

加味淸熱瀉濕湯의 기본방인 淸熱瀉濕湯은 沈13)의 沈

氏尊生書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濕과 熱이 相搏下注

하여 일어나는 濕熱脚氣, 腫痛諸證에 응용되고 있다9). 加

味淸熱瀉濕湯은 淸熱瀉濕湯의 기본 처방에 白屈菜, 金銀

花, 蒲公英 등 3개 약재를 추가하여 구성한 처방으로 임

상에서 응용하는 경험방이다.

관절염 치료 처방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는 大防風湯14), 

三氣飮15), 小活絡丹16), 大羌活湯17), 芍藥甘草附子湯18) 등

이 있으며, 淸熱瀉濕湯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 한 등19)

이 소염, 진통, 해열 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조 등20)은 CIA 

생쥐 모델에 淸熱瀉濕湯加味方을 투여하여 관절염 억제 

효과를 제시하여 淸熱瀉濕湯을 이용한 관절염 치료 가능

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저자는 관절염에 대한 加味淸熱瀉濕湯의 치료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급성 염증ㆍ통증 모델에서는 랫트에 

자이모산으로 통증을 유발하여 진통 작용을 측정하고, 만

성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에서는 마우스에 콜라겐으로 관

절염을 유발하고 관절부위의 부종 증가율 및 비장에 미치

는 영향, 관절의 조직학적 변화, 혈액학적 소견의 변화를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에서 

구입하여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加味淸熱瀉濕湯(Gami- 

cheongyulsaseub-tang, GCST)에 들어가는 약재는 Table 

I과 같으며 기본 처방인 淸熱瀉濕湯은 東醫寶鑑21)의 처

방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시료 추출

加味淸熱瀉濕湯 2첩 분량(142 g)에 증류수 1,800 ml를 

가하고 열탕추출기에서 3시간동안 가열하고, 이 열수추출

물을 Whatmann paper filter로 흡입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 (EYELA사)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해 동결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하여 加味淸熱瀉濕

湯 건조물(GCST) 18.5 g을 얻었으며, −20oC 이하에서 

냉동보관하였다. 급성 염증성 통증 실험동물에서 GCST의 

투여량은 GCST 50 mg/kg, 100 mg/kg 및 200 mg/k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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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names Pharmacognostic names Weight (g)

白屈菜 Chelidonii Herba 10

金銀花 Lonicerae Flos 10

蒲公英 Taraxci Herba 10

蒼朮 Atractylodis Rhizoma 4

黃柏 Phellodendri Cortex 4

紫蘇葉 Perillae Folium 3

赤芍藥 Paeoniae Radix 3

木瓜 Chaenomelis Fructus  3

澤瀉 Alismatis Rhizoma 3

木通 Akebiae Lignum 3

防己 Stephaniae Tetrandrae Radix 3

檳榔 Arecae Semen 3

枳殼 Aurantii Fructus 3

香附子 Cyperi Rhizoma 3

羌活 Angelicae koreanae Radix 3

甘草 Glycyrrhizae Radix 3

Total amount 71

Table I. Prescription of Gami-cheongyulsaseub-tang

설정하였으며, 대조약물인 조인스는 100 mg/kg으로 설정

하였으며, 양성대조군과 실험군의 약물용량은 성인표준체

중에 1일 투여량으로부터 마우스 체중 당 1일 투여량을 

산출하였고, 0.5% carboxymethyl cellulose (CMC) 증류

수에 희석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에서는 GCST 100 mg/kg과 200 mg/kg 두 가지 농

도로써 마우스에 1일 1회 경구로 투여하였다. 

3) 실험동물 및 사육조건

통증 동물 모델을 위하여 7주령 Sprague-Dawley 웅성 

랫트를 대한바이오링크(음성, 충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 실험동물은 6주령의 

DBA/1J 마우스 30마리를 (주)중앙실험동물에서 공급받아 

2주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

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온도 

22.0±2oC, 습도 55±10%, 1일중 12시간은 200∼300 Lux

로 조명하고, 12시간은 빛을 차단하였다. 식이는 일반적

인 고형사료(조단백질 22.1% 이상, 조지방 8.0% 이하, 조

회분 8.0% 이하, 조섬유 5.0% 이하, 칼슘 0.6% 이상, 인 

0.4% 이상, 항생제 무첨가)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일

주일간 폴리카보네이트 우리(polycarbonate cage)에서 사

육시켰다.

4) 기기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로 열탕추출기는 대웅사(Korea), 

Rotary vacuum evaporator는 EYELA사(Japan), Spectro-

photometer는 Shimazue사(Japan), Centrifuge는 ㈜한일

기계사(Korea), Heating block과 Ice-maker는 Vision sci-

entific사(Korea), Deep freezer와 CO2 incubator는 Forma 

scientific사(U.S.A.), Clean bench는 Vision scientific사

(Korea), Freeze dryer는 일신사(Korea), Autoclave는 Atto

사(Japan), Plate shaker는 Lab-line사(U.S.A.), ELISA 

Reader는 Molecular devices사(U.S.A), Homogenizer는 

OMNI사(U.S.A.), 파라핀절편기와 동결절편기(Cryostat)는 

Thermo사(USA), 광학현미경은 Olympus사(Japan), 형광

현미경 Nikon사(Japan), CCD 카메라는 Roper사(Japan), 

Micrometer는 Mitutoyo사(Japan), thermal plantar tester 

및 analgesy-mether는 Ugo Basile (Varese, Italy)사 제품

을 사용하였다.

2. 방법

1) 급성 염증ㆍ통증 모델 및 시료 투여

급성 염증성 통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이모산

(zymosan)을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30 mg/ml로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후 28oC에서 

밤샘 배양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22). 실험동물 Sprague- 

Dawley 웅성 랫트를 흡입마취(3% isoflurane＋N2O/O2)

로 충분히 마취시킨 후 자이모산 용액 200 μl를 오른쪽 

발바닥으로 피하투여하여 급성 관절염을 유도하였다. 실

험군은 용매(0.5% CMC) 투여군, GCST 50 mg/kg (GCST 

50), GCST 100 mg/kg (GCST 100), GCST 200 mg/kg 

(GCST 200), 조인스 100 mg/kg (JOINS 100)으로 나누어

서 실험하였으며 각 실험군에는 7마리의 랫트를 할당하

였다. 약물은 자이모산 투여 1시간 전에 경구로 투여하였

다. 본 실험에서 양성 대조약물로서 조인스를 동아제약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진통 효능의 측정

자이모산 염증 유도 전에 통증지표에 대한 기본값을 

측정한 후 약물 투여군별로 염증 유도 3시간째 나타나는 

통증의 경감 정도를 측정하여 진통 효과의 지표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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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진통 효능 평가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실험군에 

대한 약물정보를 코드화하여 실시하였다.

- thermal hyperalgesia: Ugo Basile사(Varese, Italy)의 

Thermal plantar tester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랫트를 

유리판 위의 투명아크릴 통(지름 20 cm, 높이 20 cm)에

서 30분간 적응시킨 후 오른쪽 발바닥 아래로 할로겐 램

프로 열자극을 가한 후 발을 회피하기까지 걸린 시간(초)

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 동물의 경우 20초 정도

의 값을 나타내었다.

- mechanical hyperalgesia: Ugo Basile사의 Analgesy- 

meter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랫트를 측정기 위에 오른

쪽 발을 올린 후 압박을 경시적으로 증가시켜 통증에 의

해 발을 회피하는 무게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 

동물의 경우 200 g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3) 척수 내 통증인자의 면역학적 염색 

자이모산 염증 유발 후 통증 지표의 평가를 완료한 동

물 중에서 평균값을 나타내는 개체 3마리씩을 선택하여 

조직면역염색을 실시하였다. 흡입마취를 통해서 마취시킨 

후 calcium-free Tyroid 용액을 심장관류를 통해서 주입

하여 혈액을 제거하고,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용액을 

투여하여 조직고정을 실시하였다. 척수(요수4∼5번)조직

을 분리한 후 동일 고정액으로 4시간 동안 후고정을 실시

하였다. 척수조직은 동결시의 조직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0% 및 30% sucrose 용액에서 순차적으로 탈수를 진행

하고 OCT compound로 동결조직을 만들었다. 동결절편

기를 이용하여 조직은 40 μm 절편을 만들어 조직면역염

색에 사용하였다.

조직절편은 5% normal serum에서 1시간 동안 preblock 

후 1차 항체[rabbit anti-Fos (Merck, Darmstadt, Germany, 

1：10,000), mouse anti-CD11b (Serotec, Oxford, UK, 

1：10,000), rabbit anti-protein kinase A (PKA, SantaCruz, 

1：1,000), 또는 abbit anti-protein kinase C (PKC, 

SantaCruz, 1：1,000)]에서 48시간동안 냉장반응시키고, 

Alexa fluor568이 결합된 각각의 이차 항체(Invitrogen, 

CA, USA, 1：200)에서 2시간 동안 실온 반응을 실시하였

다. 조직면역염색이 완료된 후 CCD 카메라(CoolSnap 

ES, Roper, Japan)가 연결된 형광현미경(ECLIPSE 80i, 

Nikon, Japan)에서 조직사진을 획득하였다.

4) 만성 관절염 동물 모델 및 시료 투여

만성 관절염 동물 모델(CIA)은 collagen에 의해 유도된 

류마티스 관절염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다23). DBA/1J 

마우스 7마리를 한 군으로 하여 정상군, 관절염 양성대조

군, 실험군(CSGT 100 mg/kg, GCST 200 mg/kg) 및 대조

약물 methotrexate (MTX 0.3 mg/㎏) 투여군 등으로 5개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관절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

2형 콜라겐(bovine type II collagen, Chondrex, WA, USA)

과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chondrex, WA, 

USA)를 1：1로 3 way stopcock (HYUPSUNG MEDICAL 

CO., LTD)를 사용하여 고르게 혼합하고, 이 혼합액 100 

μl (collagen 100 μg)을 hamilton glass syringe (1000 

Series GASTIGHT Syringes)를 이용하여 주의하면서 마우

스 꼬리의 피내를 통해 천천히 주입한다. 바늘은 0.5 cm 

정도 완전히 피하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비스듬히 끼운 후 

꼬리와 평행하게 하여 주입하였다. 2차 접종을 위해 3주 

후 제2형 콜라겐과 Incomplete Freund’s Adjuvant (IFA, 

chondrex, WA, USA)의 혼합액을 1차 주사와 같은 방법

으로 주사하였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4일 동안에 관절

염 유발을 관찰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을 위한 2차 접종일부터 실험 종

료 전일까지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정상군과 대조군은 생

리식염수를 매일 1회 각각 매일 경구투여하였고, 실험군은 

10.2 mg/day을 4주 동안 매일 오전 동일 시간에 경구투여

하였으며, 대조약물 투여군은 양성 대조약물 MTX 0.3 

mg/㎏를 매일 1회 각각 0.1 ml씩 복강에 주사하였다24).

5) 체중 측정

Collagen 1차 접종 후부터 실험 종료 때까지 일주일 간

격으로 각 실험군의 DBA/1J 마우스의 몸무게 변화를 관찰

하여 관절염 유발 정도에 따른 몸무게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6) 관절염 지수 측정

관절염 지수 평가는 Ito의 방법25)에 따라 실시하였다. 

관절염의 발생 유무와 부종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군의 5마리씩 총 25마리 DBA/1J 마우스의 4다리를 관찰

하여 부종과 발적의 유무로 평가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을 알지 못하는 2명의 관찰자가 각각 평가하였다. 1차 주

사 후 3주까지는 주 1회 관찰하였고 3주부터는 주 2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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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Description

0 No change

1 Mild swelling or erythema in small or large joints

2 Moderate swelling or erythema in small or large joints

3 Severe swelling and erythema in large joints and 
moderate swelling or erythema in small joints

4 Very severe swelling and erythema in large joints and 
severe swelling or erythema in small joints

Table II. Clinical Evaluation of Arthritis

찰하여 시기별로 중증도(severity)를 평가하여 점수화 하

였다. 중증도 평가는 각 발을 살펴본 후 각 다리에서 총 

4점 만점, 관절염 지수는 총 16점 만점으로 배점하였다

(Table II).

7) 관절의 외형 관찰 및 부종의 측정

Collagen 2차 주사 후 주 2회 관절염으로 인한 각 실험

군의 DBA/1J 마우스 발목 관절 부위의 외형변화를 확인

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을 남겼다. 유도된 관절염의 

심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micrometer (측미

계,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2차 접종을 실시한 뒤 

주 2회 간격으로 마우스의 다리 발목관절의 부종 정도를 

확인하였다. 1회 실시에 3번의 측정을 통해 평균값을 기

록하였다.

8) 조직학적 검사

관절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무릎과 발목 

관절을 제거한 후 normal buffered formalin 용액으로 고

정하였다. 고정 후 Calci-clear rapid로 탈회(decalcification)

과정을 거친 뒤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수세하고 70% 

ethanol부터 100% ethanol 용액까지 단계적으로 탈수시

키고, 투명제로 xylene을 사용하였다. 파라핀 침투과정을 

거쳐 포매하여 파라핀블록을 제작한 뒤 microtome을 이

용하여 4 μm의 두께로 박절하여 조직절편을 만들었다. 

각 조직절편들은 xylene으로 탈파라핀화 과정을 거쳐 

100% ethanol부터 50% ethanol로 함수하여 물에 수세한 

후 hematoxylin 시액을 1분간 처리하고 eosin 시액은 3

분간 처리하여 염색하였다. 염색된 슬라이드를 광학현미

경(CX21, Olympus, Japan)으로 각각 ×40의 배율로 관찰

하였다.

9) 혈청 분리 

실험이 종료된 후 마우스를 에테르 마취하에 경추탈골

법으로 희생시키고 개복하여 혈액을 복부대정맥으로부터 

23 G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을 

상온에서 30분 방치한 뒤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10)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G1 함량 측정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G1 함량은 ELISA Kit (Mouse 

IgG1 Ready-SET-Go!, 88-50410, eBioscience)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96 well polystyrene microplate의 각 

well에 0.1 M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녹인 

capture antibody를 100 μl 가하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한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

하였다. 증류수에 Assay Buffer A Concentrate (20×)를 

1：10으로 희석시킨 Blocking Buffer로 각 well을 block 

시켜 상온에서 2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빈 well에 50 μl의 Assay Buffer 

A (1×)를 넣고 PBS에 1：10,000으로 희석한 마우스 혈

청을 각 well에 50 μl 넣은 후 Assay Buffer A (1×)에 

1：250으로 희석시킨 detection antibody를 50 μl 넣는

다. 모든 well에 커버를 씌운 후 상온에서 3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각 

well에 Substrate Solution를 100 μl 넣은 후 상온에 15분 

둔 후 각 well에 100 μl의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였다.

11)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G2a 함량 측정

마우스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G2a 함량은 ELISA Kit 

(Mouse IgG2a Ready-SET-Go!, 88-50420, eBioscie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olystyrene microplate의 

각 well에 0.1 M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녹

인 capture antibody를 100 μl 가하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한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증류수에 Assay Buffer A Concentrate (20×)

를 1：10으로 희석시킨 Blocking Buffer로 각 well을 

block 시켜 상온에서 2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

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빈 well에 50 μ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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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Buffer A (1×)를 넣고 PBS에 1：10,000으로 희석

한 마우스 혈청을 각 well에 50 μl 넣은 후 Assay Buffer 

A (1×)에 1:250으로 희석시킨 Detection antibody를 50 

μl 넣는다. 모든 well에 커버를 씌운 후 상온에서 3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

다. 각 well에 Substrate Solution를 100 μl 넣은 후 상온

에 15분 둔 후 각 well에 100 μl의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12)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G2b 함량 측정

마우스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G2b 함량은 ELISA Kit 

(Mouse IgG2b Ready-SET-Go!, 88-50430, eBioscienc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olystyrene microplate

의 각 well에 0.1 M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녹인 capture antibody를 100 μl 가하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한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증류수에 Assay Buffer A Concentrate 

(20×)를 1：10으로 희석시킨 Blocking Buffer로 각 well

을 block 시켜 상온에서 2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빈 well에 50 μl의 

Assay Buffer A (1×)를 넣고 PBS에 1：10,000으로 희석

한 마우스 혈청을 각 well에 50 μl 넣은 후 Assay Buffer 

A (1×)에 1：250으로 희석시킨 Detection antibody를 50 

μl 넣는다. 모든 well에 커버를 씌운 후 상온에서 3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

다. 각 well에 Substrate Solution를 100 μl 넣은 후 상온

에 15분 둔 후 각 well에 100 μl의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13)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IgM 함량 측정

마우스 혈청중 면역글로불린 IgM 함량은 ELISA Kit 

(Mouse IgM Ready-SET-Go!, 88-50470, eBioscie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olystyrene microplate의 

각 well에 0.1 M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녹

인 capture antibody를 100 μl 가하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한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증류수에 Assay Buffer A Concentrate (20×)

를 1：10으로 희석시킨 Blocking Buffer로 각 well을 

block 시켜 상온에서 2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

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빈 well에 50 μl의 

Assay Buffer A (1×)를 넣고 PBS에 1：10,000으로 희석한 

마우스 혈청을 각 well에 50 μl 넣은 후 Assay Buffer A 

(1×)에 1：250으로 희석시킨 Detection antibody를 50 

μl 넣는다. 모든 well에 커버를 씌운 후 상온에서 3시간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

다. 각 well에 Substrate Solution를 100 μl 넣은 후 상온

에 15분 둔 후 각 well에 100 μl의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14) 혈청 중 Anti-collagen II IgG 함량 측정

마우스 혈청 중 면역글로불린 Anti-Collagen II IgG 함

량은 ELISA Kit (Mouse Anti-Type II Collagen IgG Assay 

kit (bovine), 500410, Cayman Chemical Company)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미 Anti-collagen IgG 항체가 코팅

되어있는 96 well polystyrene microplate의 각 well에 

1：10,000으로 희석시킨 마우스 혈청을 100 μl 가하여 

커버를 씌우고 상온 orbital shaker에 2시간 동안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척하였다. 각 

well에 희석된 Anti- Mouse IgG/HRP Conjugate를 100 

μl 가하여 커버를 씌우고 상온 orbital shaker에 1시간 

동안 둔 후 PBS-0.05% Tween 20으로 각 well을 4회 세

척하였다. TMB Substrate Solution을 각 well에 100 μl 

가하여 커버를 씌우고 어두운 상온에 15분 둔 후 well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HRP Stop Solution을 100 μl를 가한

다. 이때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ELISA-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15) 혈청 중 TNF-α 함량 측정 

마우스 혈청 중 TNF-α 함량은 TNF-α ELISA Kit 

(Biosourc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well에 1：

100으로 희석된 마우스의 혈청 100 μl씩 분주하고, 1시

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 PBS-0.05% Tween 20으로 4

회 세척하였다. Antibody Avidin-HRP conjugated 100 μl

를 처리하고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PBS-0.05% 

Tween 20으로 4회 세척하였다. 그 후 TMB 기질을 100 

μl씩 분주하고 어두운 곳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0 μl

의 stop 용액을 처리한 후 ELISA-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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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nociceptive effect of GCST on zymosan-induced
thermal hyperalgesia in rats. Ra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1) Vehicle control, 2) GCST 50 mg/kg treated group, 3) GCST 
100 mg/kg treated group, 4) GCST 100 mg/kg treated group, 
and 5) JOINS 100 mg/kg treated group. Each vehicle or drugs 
were orally pretreated at 1 hour before zymosan injection. 
Data are shown as Mean±SEM of 7 rats per group. 
*p＜0.05, ***p＜0.001 versus Vehicle group.

Fig. 2. Anti-nociceptive effect of GCST on zymosan-induced 
mechanical hyperalgesia in rats. Ra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1) Vehicle control, 2) GCST 50 mg/kg treated group, 
3) GCST 100 mg/kg treated group, 4) GCST 100 mg/kg treated 
group, and 5) JOINS 100 mg/kg treated group. Each vehicle or 
drugs were orally pretreated at 1 hour before zymosan injection. 
Data are shown as Mean±SEM of 7 rats per group. 
**p＜0.01, ***p＜0.001 versus Vehicle group.

16) 혈청 중 IL-1β 함량 측정 

마우스 혈청 중 IL-1β 함량은 IL-1β ELISA Kit (R&D 

system, M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항 IL-1β가 

부착된 96-well plate에 assay 완충용액 50 μl와 검체 50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항 IL-1β 항체와 horseradish peroxidase의 conjugate를 

100 μl씩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키트에 

포함된 기질 용액을 넣고 빛을 차단한 실온에서 30분 반

응시킨 후 ELISA-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17) 통계분석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모든 값은 Mean±SD값으로 표

시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모델에서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으며,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5.0)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p 값은 0.05이하인 값을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

였다. 자이모산 모델에서 얻은 통증값은 Mean±SEM으로 

표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5.0)를 이용하여 

two-way ANOVA 및 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검증하여 p＜0.05를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1. 급성 염증ㆍ통증 모델

1) 급성 염증ㆍ통증 모델에서의 진통 효과

자이모산 유도형 염증 모델에서 염증 유발 3시간에 유발

되는 열자극(thermal hyperalgesia) 및 기계적 자극(mecha-

nical hyperalgesia)에 대한 통증 역치에 대해 GCST 및 

조인스의 전처치에 따른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GCST를 자이모산 투여 한 시간 전에 경구투여했을 때 농

도 의존적으로 thermal hyperalgesia의 발현을 위약투여군

(vehicle)에 비하여 억제함을 관찰하였다(Fig. 1, p=0.003).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통 작용은 GCST 100 mg/kg (P

＜0.05)에서 나타났으며, 최고 농도인 GCST 200 mg/kg 

(p＜0.001)에서는 양성 대조약물인 조인스와 유사한 진

통 효능을 나타내었다.

GCST를 자이모산 투여 한 시간 전에 전투여시 농도 의

존적으로 mechanical hyperalgesia의 발현을 위약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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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CST on the expression of pain factors in the 
spinal cord of zymosan-injected rats. The change of Fos (A-D), 
CD11b (E-H), protein kinase A (PKA, I-L) and protein kinase C 
(PKC, M-P) in normal group (Normal: A, E, I, M), zymosan 
group (Zy＋Vehicle: B, F, J, N), zymosan＋GCST200 (Zy＋GCST: 
C, G, K, O) and zymosan＋JOINS (Zy＋JOINS: D, H, L, P) in 
the lumbar spinal cord. Immunohistochemistry was performed 
at 3 hours after zymosan injection. scale bar=200 μm.

Groups
(n=5)

Body Weight (g)ⁱ*

 Start day Drug initiation day Final day

Normal 20.56±0.70 24.32±1.20 26.35±1.25

CIA 20.38±1.02 21.06±1.70 21.70±2.40†

GCST 100 20.35±0.82 21.43±1.28 22.85±2.05†

GCST 200 20.62±0.78 22.75±1.30 23.20±1.58†

MTX 20.49±0.68 22.64±1.75 23.62±1.44†

Normal: distilled water treated. CIA: Immunized with collagen 
and distilled water treated. GCST 100: Immunized with colla-
gen and treated with GCST 100 mg/kg. GCST 200: Immunized 
with collagen and treated with GCST 200 mg/kg. MTX: 
Immunized with collagen and 0.3 mg/kg i.p injection.
*Mean±S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Table III. Effects of GCST on the Body Weight of Experimen-
tal Mice

(vehicle)에 비하여 억제함을 관찰하였다(Fig. 2,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통 작용은 GCST 100 mg/kg (p

＜0.01)에서 나타났으며, 최고 농도인 GCST 200 mg/kg 

(p＜0.001)에서는 양성 대조약물인 조인스와 유사한 진

통 효능을 나타내었다.

2) 척수 내 통증인자에 미치는 영향

자이모산 유도 급성 염증 모델은 후지의 주요한 연결

부위인 요수(lumbar spinal cord) 내의 다양한 통증인자

의 변화에 의해 hyperalgesia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GCST 200 mg/kg를 경구투여시 척수 내 

통증신경세포 활성인자인 Fos, 교세포 활성인자인 CD11b, 

대표적인 protein kinase인 protein kinase A (PKA) 및 

protein kinase C (PKC)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대조군과 

양성 약물대조군인 조인스 투여군과 비교 평가하였다.

자이모산 투여 후 3시간째에 요수 4-5번을 중심으로 통

증인자인 Fos, CD11b, PKA 및 PKC의 발현이 정상동물

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Fig. 3, normal group vs Zy

＋Vehicle). GCST 200 mg/kg를 자이모산 투여 한 시간 

전에 경구투여한 실험군에서는 Fos, CD11b, PKA 및 

PKC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3). 

이러한 감소는 hyperalgesia 평가의 결과와 유사하게 조

인스에 의한 변화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2.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

1) 체중에 미치는 영향

관절염 실험동물에서 GCST를 투여했을 때 체중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시작일과 실험 종료일에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변화를 비교하였다. 정상대조군

(Normal)에 비교해서 관절염 양성대조군(CIA), 관절염 마

우스(CIA)에 GCST 100 mg/kg 투여군(GCST 100) 및 

GCST 200 mg/kg 투여군(GCST 200), 그리고 대조약물 

투여군(MTX) 모두에서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CIA군과 비교해서는 약물 투여군과 대조

약물 투여군에서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성 있는 변화는 없었다(Table III).

2) 관절염 지수에 미치는 영향

관절염의 중증도 평가는 실험방법에 따라 관절염 지수

를 산출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20일째 첫 번째 콜라겐주

사 이후 45일까지 지속적으로 다리의 부종과 발적을 관찰

하여 마리당 16점을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Fig. 4에서

와 같이 첫 번째 주사 후 45일째 평가하였을 때 관절염 

CIA군은 12.9±0.77로 관절의 부종과 발적이 심한 반면, 

대조약물을 투여한 MTX군은 관절염 지수가 6.9±0.573로 

CIA군에 비하여 관절염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약물 GCST를 투여한 군에서는 G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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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GCST on hind limb 
in mice. (a) Normal. (b) CIA. (c) 
GCST 100. (d) GCST 200 and (e) 
MTX.

Fig. 4. Effects of GCST on the arthritic score in mice. Arthritic 
score were measured from day 21 to day 45 after arthritic in-
duction to assess the severity of arthritic on Normal (●), CIA 
(■), GCST 100 (▲), GCST 200 (▼), and MTX (◆) mice. Statis-
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5, **p
＜0.005).

Fig. 6. Effect of GCST on the hind paw thickness in mice. The thickness of left and right hind paw was measured from day 21
to day 45 after arthritic induction. Normal (●), CIA (■), GCST 100 (▲), GCST 200 (▼), and MTX (◆) by micromete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5, **p＜0.005).

100군은 9.6±0.68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GCST 200군에서 7.9±0.37로 CIA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5).

3) 관절의 외형과 부종에 미치는 영향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에서 족부 관절의 외형 변

화와 발바닥 두께를 측정하여 부종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Normal군에서는 육안검사와 발바닥의 두께에 눈에 띄는 

부종이 전혀 생기지 않았으며, Normal군을 제외한 모든 

CIA군에서는 관절의 부종이 일어났다. Fig. 5는 실험 45

일째에 우측 족부의 부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CIA-CT 양성 대조군에서는 콜라겐 2차 주사 후 약 32일 

이후부터 부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X 투여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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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GCST on spleen 
shape in mice. Spleens were sepa-
rated from mice at day 45 to meas-
ure their size. (a) Normal. (b) CIA. 
(c) GCST 100. (d) GCST 200 and 
(e) MTX.

Fig. 8. Effect of GCST on spleen size in mice. Statistically sig-
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5, **p＜0.005).

Group No. of Animals Adhesion rate*

Normal 5 0/5 (0%)

CIA 5 4/5 (80%)

GCST 100 5 4/5 (80%)

GCST 200 5 3/5 (60%)

MTX 5 2/5 (40%)

*x/n; n=개체수.

Table IV. The Rate of Spleen Adhesion in the Arthritic Mice

CIA군에 비해 부종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크게 

눈에 띄는 부종은 아니었지만 42일째 이후에 앞발이 부어

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물 GCST를 처리한 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부종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GCST 200군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4) 비장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비장은 자율신경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면역체계가 

둔화/과민화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혈액 등의 충분한 

기능이 미치지 못하면서 기능상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알

려져 있다. 비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Normal군은 약 

1.26 cm 정도이고 약물 GCST 100은 약 1.76 cm 정도, 

GCST 200은 약 1.68 cm, MTX군은 약 1.52 cm, CIA군은 

약 1.96 cm 정도임이 관찰되었다. CIA군의 비장은 Normal

군의 비장에 비해 약 1.56배 정도 비대해졌다. MTX군에

서는 CIA군에 비해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보이며 Normal

군의 비장에 비해 약 1.2배 정도 비대해졌다. GCST 처리

군에서는 Normal군에 비해 GCST 100군은 1.4배, GCST 

200군은 1.33배 정도 비대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 8).

5) 비장의 유착률에 미치는 영향

관절염이 발생하면 비장의 외형이 비대해지며 비장이 

위치한 부위의 모든 기관들에 유착을 일으켜 몸무게의 감

소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비장의 장기 유착률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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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istological staining on the 
section of paw joints from mice. 
DBA/1J mice were sacrificed, their 
hind limbs were removed and the 
paw were processed for histology 
and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Original magnification ×40. (a) 
Normal. (b) CIA. (c) GCST 100. (d) 
GCST 200 and (e) MTX.

Fig. 10. Effect of GCST on levels of total IgG1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IgG1 rheumatoid factor were determined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한 결과 Normal군에서는 비장의 장기 유착이 전혀 일어

나지 않았으며 MTX군에서는 2마리의 마우스에서만 관찰

되었고, CIA군에서는 4마리의 마우스에서 장기 유착이 관

찰되었다. 약물 처리군 GCST 100군에서는 4마리, GCST 

200군에서는 3마리가 각각 유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IV).

6) 관절 조직의 염색 소견

실험 종료시점에서의 관절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정상

군은 관절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 관절강 등 모두 정상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관절염 CIA군에서는 특이적으

로 관절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의 현저한 파괴가 진행되었

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관절 주위의 부종과 다

형 백혈구, 림프구 등의 침윤이 현저하게 관찰되었으며 

활막의 염증, 비후와 더불어 현저한 관절면의 연골 손실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MTX 처리군, GCST 투여군에

서는 CIA군에 비해 관절의 염증반응이 억제되었고 족부

의 윤활관절강과 골의 파괴도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였다. 

GCST 약물 처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호전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9).

7) 혈청 중 IgG1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IgG1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혈청의 

IgG1의 함량은 Normal군, CIA군 및 투여군(MTX, GCST)

간의 유의적인 증감이 없었다(Fig. 10).

8) 혈청 중 IgG2a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총 IgG2a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혈

청의 IgG2a의 함량은 CIA군에서 Normal군에 비해서 증

가하였다. MTX투여군은 CIA군에 비해 IgG2a의 함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GCST군 또한 유의성 있게 농

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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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GCST on levels of total IgG2a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IgG2a rheumatoid factor were de-
termined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05).

Fig. 12. Effect of GCST on levels of total IgG2b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IgG2b rheumatoid factor were de-
termined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05).

Fig. 13. Effect of GCST on levels of total IgM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IgM rheumatoid factor were determined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5, **p＜0.005).

Fig. 14. Effect of GCST on levels of anti-collagen II IgG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Anti-collagen II IgG were de-
termined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5, **p＜0.005).

9) 혈청 중 IgG2b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총 IgG2b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혈

청의 IgG2b의 함량은 CIA군에서 Normal군에 비해서 증

가하였다. MTX투여군은 CIA군에 비해 IgG2b의 함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GCST군 또한 유의성 있게 농

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2).

10) 혈청 중 IgM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총 IgM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혈청

의 IgM의 함량은 CIA군에서 Normal군에 비해서 증가하

였다. MTX투여군은 CIA군에 비해 IgM의 함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GCST군 또한 유의성 있게 농도 의존

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3).

11) 혈청 중 Anti-collagen II IgG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Anti-collagen II IgG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혈청의 Anti-collagen II IgG의 함량은 CIA군에서 

Normal군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MTX 투여군은 CIA군에 

비해 Anti-collagen II IgG의 함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였으며, GCST군 또한 유의성 있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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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GCST on levels of TNF-α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TNF-α were determined using a commer-
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05).

Fig. 16. Effect of GCST on levels of IL-1β in the serum of 
mice. The levels of IL-1β were determined using a commer-
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IA control (**p＜0.005).

12) 혈청 중 TNF-α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TNF-α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혈청 

중의 TNF-α의 농도는 CIA군에서 Normal군에 비해서 현

저히 증가하였다. MTX 투여군은 CIA군에 비해 TNF-α의 

농도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GCST군 또한 유의성 

있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5).

13) 혈청 중 IL-1β 농도에 미치는 영향

Bovine Collegen II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

험 종료 45일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혈액을 뽑아 혈청 

중의 IL-1β 농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혈청

의 IL-1β의 함량은 CIA군에서 Normal군에 비해서 증가

하였다. MTX 투여군은 CIA군에 비해 IL-1β의 함량이 유

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GCST군 또한 유의성 있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6).

고찰»»»
관절염은 관절에 심한 통증과 더불어 진행 경과에 따

라 장애를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중요한 질

환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류

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증

세가 급격히 진행되어 관절 변형과 연골 손상을 야기하여 

관절에 대한 기능장애를 보인다26).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염증성 관절염

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과 병태생리는 밝혀

져 있지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약 80%에서 자

가항체 IgG가 검출되어 면역학적 염증 반응이 활막에서 

시작하여 관절염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자

가항체에 공격을 받은 관절에서 염증세포의 침윤, 활막

염, 활막 증식에 의한 pannus 형성, 새 혈관의 형성 등이 

유발되고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골과 뼈

의 파괴가 시작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질환에 민감한 

유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병적 매개물질의 노출로부터 

발병되며 특이한 환경적인 요인이 병적인 면역반응과 항체

형성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28). 특히 관절 내 type II 

collagen 역가, collagenase, prostaglandin E2, plasmi-

nogen activator 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 RF)의 유무에 따

라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손상이나 관절 부위의 면역반응

에 의해 관절에 염증을 초래하여 질환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29). 만약 이러한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결국 

관절 파괴와 이환율 증가를 가져오는 전신적인 합병증에 

이르게 된다. 최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많이 이루어

지지만 여전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만

성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관절염 환자의 치료 전략은 증세에 따라 첫째는 통증

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절의 파괴를 막아 장기

적으로 관절 변형과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셋째는 

환자에게 부담이 적으면서 효과가 좋은 약물을 환자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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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맞추어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양방에서 관절염

에서 일차적이고 공통적으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를 투여하고 있

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통증을 완화시키며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 파괴를 저지하

는 것이니만큼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처방의 중추를 이룬다. 한편 증세에 따라 최

근에는 TNF-α 길항제, IL-1, IL-6 수용체 길항제 등의 새

로운 항류마티스 약물, corticosteroid, 면역 억제제 등과 

세포독성 억제제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2).

관절염은 한의학에서 歷節風, 白虎歷節風, 痛風, 鶴膝

風 등에 속하며 넓은 의미에서 痺證의 범주에 속한다9). 

內經ㆍ痺論30)에서 風寒濕外邪가 痺證의 중요한 원인이

라 하였고 王31)은 外臺秘要方에서 風寒暑濕의 毒이 그 

원인이며, 朱32)는 丹溪心法에서 痰, 風熱, 風濕, 血虛로 

나누었으며 비교적 최근 문헌인 실용중의내과학33)에서

는 肝腎虧損, 邪氣侵入, 氣血瘀阻 등으로 보았다.

痺證의 주요한 임상 증상은 痛症이며 이는 병리적으로 

氣血不通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宣通은 각종 痺證의 공

통 치법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風寒濕痺는 辛溫한 

약으로 陽氣를 고조시켜 邪氣를 축출하고, 風熱濕痺는 散

風淸熱祛濕시키며 허한 사람의 오래된 痺證은 溫通溫散

시키거나 滋陰시켜 치료한다9).

최근 관절염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으로는 

약침과 방제를 이용한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34), 이

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는 유근피 약침35), 봉독 약침36) 등

과 大防風湯14), 防風通聖散37), 三氣飮15), 小活絡丹16), 大羌

活湯17), 芍藥甘草附子湯18), 淸熱瀉濕湯38) 등과 같은 처방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加味淸熱瀉濕湯은 淸熱瀉濕湯을 기

본처방으로 3가지 약재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淸熱瀉濕

湯은 沈金鰲13)가 편찬하고 1773년 간행된 沈氏尊生書
에 최초로 수록된 방제로서, 濕熱로 일어나는 濕熱脚氣, 

腫痛諸證에 應用하며 東醫寶鑑에서는 脚氣를 다스리는 

처방으로 언급되어 있다21). 약재로는 味苦溫하여 散風寒, 

發汗, 利尿勝濕하는 蒼朮과 味苦寒하여 利水膀胱, 淸下焦

濕熱하는 黃柏의 二妙蒼栢散에 通順血脈, 調氣血하는 赤

芍藥과 能化氣滯, 調營衛, 利筋行氣하는 木果, 利關節하며 

發汗, 散風濕하는 羌活, 利小便通腠理하여 消腫祛濕하는 

木通, 防己, 消食行痰하며 下氣除風하는 檳榔, 發表, 解肌 

祛風寒濕하는 蘇葉, 行氣寬中, 消食化痰하는 枳殼, 通行

十, 二經脈 利三焦, 主一切氣滯하는 香附子 및 益氣和諸藥

하는 甘草를 배합한 淸熱瀉濕湯은 腰部以下의 濕熱로 인

하여 腫痛을 발하는 諸症의 처방으로 임상적으로는 痛痺, 

痛風, 歷節風, 關節疼痛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39-41).

이에 본 연구자는 관절염의 진통 및 항염증 효과를 부가

하기 위해 苦辛, 微溫 小毒하고 消食解毒, 消腫鎭痛, 止咳 

등의 효능42)이 있으며 중추신경계 억제작용, 항암효과, 항

균작용43)을 지닌 白屈菜, 甘寒하고 淸熱解毒, 涼血止痢, 散

風熱 등의 효능42)이 있으며 염증매개물 억제 효과를 지닌44) 

金銀花, 苦甘寒하고 淸熱解毒, 消癰散結, 利濕通淋 등의 

효능42)이 있으며 항산화 효과, 항균 항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진45) 蒲公英 등 3개 약재를 추가하여 구성한 加

味淸熱瀉濕湯 처방으로 급성 통증 모델에서 진통 효과를 

평가하였고 및 만성 관절염 동물 모델에 적용하여 관절염 

지수, 관절의 부종, 체중변화, 비장 및 관절의 외형적 변

화에 미치는 영향, 관절의 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혈액학적 변화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약리효과를 실험

적으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급성 통증 동물 모델을 유발하기 위해 사

용된 자이모산(zymosan)은 효모(yeast)의 세포벽으로부

터 추출한 당단백질로, 염증 또는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toll-like receptor 2 (TLR2)와 결합하여 TNF-α 등의 다

양한 염증물질의 유리에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6). 자

이모산은 피하로 국소투여시 CD44 및 TNF-α에 의한 백

혈구 유주를 나타내는데, 이 현상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의 기전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47). 

특히 자이모산을 발바닥으로 피하투여시 나타나는 ther-

mal hyperalgesia 및 mechanical allodynia와 같은 통증

행동반응과 이와 관련된 척수신경계에서의 통증지표의 

변화를 통해 염증성 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 및 기전연구

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GCST를 자이모산 염증유

발 1시간 전에 경구투여시 thermal hyperalgesia 및 me-

chanical allodynia의 유발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

며, 이러한 진통 효능은 천연물 유래 관절염 치료약물인 조

인스와 유사한 정도를 보이는 바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대한 진통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된다.

말초의 통증은 척수신경에서의 다양한 통증인자의 발

현을 유도한다. 다양한 말초자극에 의해 통증과 관련된 

척수 내 신경세포에서의 Fos 발현량 증가는 통증반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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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더불어 통증의 감소유무를 조직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48). 본 연구에서 GCST는 조인

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자이모산으로 유도된 척수신경에

서의 Fos 발현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는 GCST가 염증

성 말초신경자극을 감소하여 척수 내의 통증신경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염증성 통증성 질환시 척수 내

의 교세포 가운데 하나인 소교세포의 활성은 척수신경세

포의 민감성을 강화하여 통증의 유발 및 유지에 관여함이 

보고되고 있다49). 본 연구에서 자이모산에 의한 염증에 의

해 교세포의 활성지표인 CD11b의 발현이 척수 내에서 증

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염증성 통증모델에서 척수 

내의 protein kinase A 및 protein kinase C의 활성은 염증 

및 통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50,51). 

본 연구에서 GCST는 조인스와 유사하게 자이모산에 의

한 교세포 및 protein kinase A와 C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염증성 통증질환에 대한 우수한 진통 작용을 가

짐을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절염 치료의 1차적 목표

는 염증을 조절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을 최대

한 유지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므

로 이와 같은 GCST의 진통 효과는 임상적으로 적용가치

가 높다고 판단된다.

만성 관절염모델(CIA)에서 사용된 Bovine Collegen II

는 마우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병변으로 활막세포의 증식과 

더불어 단핵구세포 침윤을 야기하여 염증성 질환으로 진

행된다. 단핵세포의 침윤과 염증이 발생한 활막에서는 

CD4+, plasma cell, macrophage 등이 증가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세포성 면역체계의 작동과 동시

에 B 림프구는 자가항체인 IgG, IgM 등과 항원에 따른 

항체를 분비하며, 이 항체가 다시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

역글로불린의 Fc 부위에 대한 자가항체인 류마티스 인자

를 생성한다. 일단 IgG와 항원이 복합물을 형성하면 보체

를 활성화시키는 화학 매개물이 방출되고 활막세포 및 호

중구는 lysosome 효소를 방출하여 활막세포 파괴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IgG의 Fc 부분에 특이성을 갖

는 류마티스 항체 외에 항핵항체, anti-collagen, anti-heat 

shock protein 등의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체계가 함께 

작동하면서 복합적인 면역연쇄 반응을 일으킨다52,53).

부종은 염증 또는 류마토이드 염증의 국소 증상으로 

이는 미세혈관계의 투과성 증가와 혈류속도의 지연 및 혈

류량의 증가로 인한 혈장성분, 백혈구의 삼출에 의해 발

생한다54). 본 연구에서 Collegen II로 관절염이 유발된 마

우스에 2차 접종 시점부터 GCST를 투여하고 발관절 부

종과 관절염지수를 관찰한 바 CIA 양성대조군에 비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조약물 MTX에 비

해 부종 및 관절염지수 개선 효과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관절염이 발생하면 비장의 외형이 비대해지며 비장

이 위치한 부위의 모든 기관들에 있어서 유착을 일으켜 

몸무게의 감소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며, 특이적으로 관절

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의 현저한 파괴가 진행된다. 본 실

험에서 GCST를 투여한 경우 비장 유착률이 다소 감소하

는 양상을 보였으나 MTX 투여군과 같이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못하였다. 관절을 절편화하여 조직화학적 염색

을 통해 관찰한 바 MTX 투여군과 GCST 투여군의 경우 

CIA군에 비해서 관절의 염증반응이 억제되었고 족부의 

윤활관절강과 골의 파괴도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GCST 

투여군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호전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면역질환성 관절염은 혈중의 IgG와 IgM 

농도는 측정이 용이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을 예측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중 특이적인 IgM 생산은 류마

티스 관절염 환자의 2/3에서 양성으로 나타내므로 임상검

사에서 주로 이용된다55). 본 실험에서 혈중 면역글로블린

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IgG1의 혈중 농도는 GCST 투여

군 및 MTX 투여군에서 CIA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IgG2a, IgG2b, 및 

IgM 혈중농도는 CIA 대조군에 비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요한 자가 항

체인 collagen II에 특이적인 anti-collagen II 항체의 혈중 

농도는 GCST 투여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되었으며, GCST에 의하여 체액성 면역반응이 억제 조

절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급성 염증과는 대조적으로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

적으로 대식세포 림프구 및 형질세포의 침윤, 섬유모세포

와 소혈관의 증식, 섬유화 및 조직의 파괴 등을 보인다56). 

이와 같은 관절염증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와 

IL-1β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57). 관절 파

괴와 관련해서는 이런 병인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들이 파

골세포(osteoclast) 활성화를 일으키고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FκB ligand)의 활성화와 함께 골파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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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게 된다58). 본 실험에서 혈중 TNF-α와 IL-1β 농도

를 측정한 결과 TNF-α와 IL-1β의 혈중 농도는 GCST 

투여군 및 MTX 투여군에서 CIA 양성대조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부터 GCST가 면역

세포의 침윤 및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加味淸熱瀉濕湯은 급성 염증

에서의 통증조절 인자의 활성을 억제하여 우수한 진통 효

과를 보이며, 자가면역반응에 기인하는 만성 류마티스 관

절염의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류마티스 관절

염을 위시한 급만성 염증성 질환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임상적 응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加味淸熱瀉濕湯이 관절염의 진통 및 소염 작용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랫트에 자이모산으로 급성 통

증을 유발하고 진통 작용과 통증조절 인자의 변화를 측정

하였고, 마우스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만성 류마티스 관절

염을 유발하고 관절염 지수, 관절 부종 및 체중 변화, 관

절 및 비장의 외형 변화, 혈청에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면역글로블린 및 anti-collagen II IgG 수치, 관절의 조직

학적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급성 관절염 통증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여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진통 효과를 보였다.

2. 급성 관절염 통증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여군

에서 척수 내의 통증 조절인자로 알려진 신경세포, 교세

포 및 protein kinase A 및 C의 활성들이 감소하였다. 

3.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

여군에서 관절염 지수, 관절 부종이 농도 의존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4.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

여군에서 비장의 외형(크기) 변화가 적고 유착의 발생률

이 감소하였다.

5. 조직학적 분석 결과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여군에서 연골파괴와 활막 증식이 감

소하였다.

6.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

여군에서 혈청 내 IgG2a, IgG2b, IgM, anti-collagen II 

IgG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7.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대조군과 비교해서 GCST 투

여군에서 혈청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와 IL-1β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加味淸熱瀉濕湯은 관절염

에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우수한 진통 효과가 있으며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염 유발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加味淸熱瀉濕湯을 

관절염 질환의 임상처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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