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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正散이 Estradiol로 유도한 백서의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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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ljeong-san on chronic nonbacterial prostatitis induced in rats by

estradiol.

Methods: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normal group included rats with no intervention after sham castration.
The control group included rats with prostatitis induced by 17β-estradiol after orchiectomy; these rats were orally administered
normal saline. The sample group rats were administered Paljeong-san after prostatitis induction. Evaluations included changes
in epithelial score, body weight, and prostate weight and volume, as well as histopathological changes in prostate tissue and
gene expression of TNF-α, COX-2, and CD68.

Results: Paljeong-san inhibited histopathological changes and monocyte/macrophage infiltration of the prostate. The
epithelial score was higher for the sample group than for the control group (P<0.05). Paljeong-san administration decreased the
gene expression of TNF-α and CD68.

Conclusions: Paljeong-san shows prostate-protective effects by inhibiting infiltration by monocytes/macrophages and by
reducing TNF-α gene expression.

Key words: Paljeong-san, prostatitis, inflammation, estradiol

Ⅰ. 서 론

전립선염은 성인 남자의 약 절반에서 발견되는

높은 이환율을 가진 질환으로, 비뇨기과 외래환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이들 전

립선염 환자의 5-10%에서만 원인균이 검출되며 나

머지 90% 이상은 전립선액에서 염증세포가 발견되

지 않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만성 전립선

염 환자의 삶의 질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크론씨병

환자와 유사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법은 없으며, 보조요법으로 교감신경차

단제, 근이완제, 항생제, 항염제 등의 약물치료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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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온열요법, 자기장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다
1
.

감염성 물질, 항원반응을 유발하는 세균 잔여물,

전립선내 요 역류에 의한 화학적 자극, 자가 면역

반응, 바이러스 감염, 방광경부 및 전립선 요도 근

육의 긴장 증가 혹은 골반저 근육통 등이 만성 비

세균성 전립선염의 병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

확한 병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염

증조절에 관여하는 싸이토카인(cytokine)의 불균형

으로 인해 발생한 면역계의 이상이 주된 기전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즉 tumor necrosis factor(TNF)-α,

interleukin-6(IL-6), IL-8, IL-1β, interleukin-1

receptor antagonist(IL-1ra), interferon-γ와 같은

염증관련 싸이토카인(proinflammtory cytokine)은

항진되고 IL-10과 같은 항 염증관련 싸이토카인

(antiinflammatory cytokine)은 저하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염증성 cytokine으로 불리는 TNF-α

와 IL-1β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환자의 전립선

액에서 증가되어 전립선염의 진단 및 면역학적인

예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2,3
.

八正散이 가진 하부요로에서의 항염증 효과 및

하부요로증상 개선효과는 이미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 여성요도 증후군등에서 보

고되었으나
4-6
, 전립선질환에 대한 국내 연구보고는

없었다.

이에 임상에서 하부요로증상 치료에 많이 응용

되고 있는 八正散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고환절제술 및 17β-estradiol 투여로 유발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모델 Rat
7-9
을 이용하여

전립선의 조직병리학적 형태와 염증관련인자의 변

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 료

1) 약 재

八正散은 경희한약(원주, 한국)에서 구입하고 정

선하여 사용하였다.

2) 동 물

6 주령된 수컷 Wistar Rat을 샘타코(서울, 한

국)에서 구입하여, 일주일간 실험실환경에 적응시

킨 후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환경(24±3 ℃, 12

hour light-dark cycle) 에서 고형사료와 물을 마음

껏 섭취하게 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방 법

1) 검액의 조제

잘게 분쇄한 八正散 1000 g에 3배 양의 95%

methanol을 가하고 60 ℃에서 중탕으로 24시간씩 3

회 반복 추출하여 추출액을 얻었다. 이 추출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여지로 여과한 다음 여액을

회전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건조시켜 추출물을

얻었으며, 최종 수거율은 10.02%였다.

2) 비세균성 전립선염 동물 모델의 제작

2개월 된 수컷 Wistar rat(중앙실험동물, Korea)

을 졸레틴 마취하에 rat의 음낭피부를 절개하여 고

환 상위부위의 정관(vas deferense), 혈관, 및 신경

조직을 봉합사로 묶은 다음 고환과 부고환을 절제

하였다. 고환절제 후 음낭피부를 봉합하고, 1일간

의 회복기를 거치게 하였다. 고환절제술 2일째부터

17β-estradiol(Sigma, USA)을 sesame oil로 희석하

여 30일 동안 0.25 mg/2 ml/kg 용량으로 Rat의 등

에 피하주사하여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유발하였다.

3) 실험군 선정

실험군은 정상군, 만성 전립선염 대조군, 약물 투

여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상군(Normal group)

sham-castration으로 음낭을 절개하여 고환부분

을 확인한 후 어떠한 조직의 절제나 결박없이 그

대로 봉합하고, 실험기간동안 어떤 약물도 투여하

지 않았다(n=6).

(2) 만성 전립선염 대조군(Control group)

고환절제술 다음날부터 17β-estradiol을 30일간

피하로 주사하여 만성 전립선염을 유발시켰고 17

일째부터 생리식염수 5 ml/kg만을 경구 투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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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6).

(3) 八正散 투여군(HM group)

고환절제술 다음날부터 17β-estradiol을 30일간

피하로 주사하면서 17일째부터 八正散을 생리식염

수에 현탁하여 800 mg/kg의 용량으로 zonde를 이

용하여 1일 1회 경구 투여하였다(n=6).

(4) 체중 및 전립선 무게의 측정

체중은 매일 오전 11-12시에 순서대로 체중계로

측정하여 총체중 증가량, 평균체중 등을 구하였으

며, 마지막 투약 다음날 rat를 희생시켜 전립선을

수술로 절제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5) H&E 일반염색

H&E 일반염색으로 광학현미경 관찰을 위한 표

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립선 조직을 세절하여

10% buffered formalin에 하루 담가두어 완전히 고

정시킨 뒤, 세척하여 남아있는 formalin을 제거하

고 70%, 80%, 90%, 95%, 100% ethyl alcohol에서

각각 1시간씩 탈수과정(dehydration)을 자동으로

맞추어 기계에 작동시켰다. Xylene 치환과 paraffin

침투과정을 거친 후, 포매하여 paraffin 블록을 제작

하였다. 준비된 paraffin 블록을 박절기(microtome)

를 이용하여 5～6 μm 두께로 자르고 slide glass 위

에 놓은 후, xylene에 1분씩 3회, ethanol에 100%,

90%, 80%, 70%, 60%, 50% 순으로 1분씩, 탈 파라

핀과정을 거친 후, 흐르는 수돗물에 10분간 세척하

였다. Hematoxylin에서 1~3분, 수돗물에서 1분간

수세한 후, 1% acid alcohol에 침척 후, 수돗물에 1

분간 수세하였다. Ammonia에 3회 침척하고 수돗

물로 5분 cytokine 수세하였으며, eosin에 1~3분

cytokine 염색을 한 후 바로 탈수과정으로 들어갔다.

ethanol을 80%, 90%, 100% 2회, ethanol : xylene

의 1:1에 각각 1분씩, 그리고 xylene에 1분씩 2회

cytokine 침척한 후,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조

직상태를 관찰하여 촬영하였다.

(6) 선조직 상피 계수(epithelial score) 평가

선(腺)조직의 손상정도에 대한 평가는 상피 세

포(epithelial cell)의 형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시행

하였다. 각각의 상피 세포의 형태가 원주형 세포

(columnar cell)일 경우 2점, 입방형 세포(cuboidal

cell)의 경우 1점, 편평양 세포(squamous-like cell)

의 경우 0점을 주었으며, 각 표본 당 20개씩의 선

조직(gland) 내에 존재하는 상피세포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7) 면역조직화학법(immunohistochemistry)

일반염색으로 조직의 상태를 관찰한 후, 원하는

단백질의 발현경향과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역

조직화학법을 수행하였다. 면역조직화학법을 위한

조직절편은 H&E 염색을 위한 paraffin 블록을 사용

하였으며, 실험과정은 먼저 slide glass 위에 절편한

조직을 xylene 1분씩 3회, ethanol 100%, 90%, 80%,

70%, 60%, 50% 순으로 1분씩 탈 파라핀과정과 탈

수과정을 거친 후, 내재성 퍼록시다제(endogenous

peroxidase)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 PBS에 희석한

1% H2O2에서 15분간 반응시켜, 1분씩 3회 PBS/Tween

20으로세척한후, 0.1% Tween 20과 1% bovine serum

albumin이 함유된 PBS로 상온에서 30분 cytokine

비특이적인 반응을 위한 blocking을 수행하였다. 1차

항체인 mouse anti-rat monocyte/macrophage antigen

(ED-1)(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을 1/400로 희석한 후, 0.05% bovine serum

albumin, 1.5% horse serum 및 0.3% Triton X-100이

들어있는 1차항체용액에넣어상온에서 1시간 cytokine

반응시켰으며, 반응이 끝나면 조직을 PBS/Tween

20으로 1분씩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용액을 1/500으

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후, PBS/Tween

20으로 1분씩 3회 세척하여 발색용액에서 반응시

켰다. 발색용액의 반응을 육안으로 관찰하며 수세

작업을 하였고, hematoxylin으로 counter staining하

고 탈수과정에 들어갔으며, 마지막 침적한 후, 봉입

하여 컴퓨터와 연결된 high-resolution camera 부착

광학 현미경(Olympus BX-50, Olympus Optical,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각각의 디지털 영상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얻은 영상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MetaVue(Molecular devices,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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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디지털 영상 상 조직내 ED-1

이 염색된 갈색에 대한 RGB값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입력하고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8) 전립선 조직에서의 TNF-α, CD68 및 COX-2

유전자 발현 측정

전립선 조직에서의 RNA 분리는 Mini RNA

Isolation IITM(ZYMO RESEARCH, CA, USA)

을 이용하였다. 마지막 투약 다음날 rat를 희생시

켜 전립선을 수술로 절제한 후 신속하게 각 군당

전립선 조직 15 mg씩을 분리하여 tube에 넣고 여

기에 ZR RNA buffer 300 μl씩을 분주한 다음

Homogenizer를 이용하여 조직을 분쇄하였다. 분쇄

된 조직이 담긴 tube를 1,000 rpm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Zymo-Spin III Column에 옮기고 이

를 2 ml collection tube에 꽂은 다음 2,000 rpm으로

1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Column에 RNA wash

buffer 350 μl를 분주하고 1분간 원심분리하여 2회

세척한 후 Column을 1.5 ml tube에 옮겨 꽂은 다

음 RNA-free water 50 μl를 분주하여 1,000 rpm으

로 원심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RNA를 수거하여 사

용하기 전까지 -70 ℃에 보관하였다.

전립선 조직의 Tumor necrosis factor(TNF)-α,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및

Cyclooxygenase-2(COX-2) 유전자의 발현 측정은

실시간 정량 역전사 연쇄중합반응(quantitative

Real time-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qRT-PCR에앞서 complementary

DNA(cDNA)의 제작은 Advantage RT for PCR

Kit(Clontech, USA)를 이용하였다. 지방 조직에서

분리한 1 μg의 RNA에 OligodT와 RNase-free H2O

를넣고 70 ℃에서 2분간 반응시킨 다음 10nM dNTP,

Recombinant RNase Inhibitor, MMLV Reverse

Transcriptase, 5X Reaction Buffer를각각넣고 42 ℃

에서 60분, 94 ℃에서 5분씩 반응시켰다. 역전사를

통해 얻어진 각각의 cDNA에 2x SYBR Reaction

buffer, primers, dH2O를 혼합하여 7900HT Fast

Real-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USA)

를 이용하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 사용한 각

primer의 염기 서열은 TNF-α의 경우 5'-ACTCC

CAGAAAAGCAAGCAA-3'과 5'-TGGAAGACTCC

TCCCAGGTA-3', CD68의 경우 5'-ACTGGGGCTC

TTGGAAACTACAC-3'과 5'-CCTTGGTTTTGTT

CGGGTTCA-3', COX-2의 경우 5'-ATCCTGAGT

GGGATGACGAG-3'과 5'-CGAAGGTGCTAGGTT

TCCAG-3', 그리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β-actin의

경우 5'-CCTCTATGCC AACACAGT-3'과 5'-AGC

CACCAATCCACACAG-3'을 각각 사용하였다. 유전

자 발현분석은SDS Software 2.4(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얻은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threshold

cycle(CT)값을 β-actin 기준으로 Relative Quantitation

(RQ)값을 환산한 다음 fold change값을 계산하였

다. 측정된 fold change값은 정상군을 1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9. 통계 분석

통계학적 비교분석은 GraphPad PRISM statistical

package(ver 2.00,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USA)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비

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에 이

어 Tuckeys post-hoc test로 사후 검증하였으며,

정상군과 대조군 사이의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각각의 수치는 평균±표준편

차(mean±S.D.)로 표시했으며, 양방 검정 유의도

(Two-tailed p value)는 p값이 <0.05 수준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Ⅲ. 결 과

1. 체중과 전립선 무게의 변화

고환절제술 및 30일간의 17β-estradiol 투여 후

八正散의 투여가 체중 및 전립선 무게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였다. 체중은 대조군(335.0±24.3) 및 八

正散 투여군(337.0±33.1 g)에서 정상군(389.6±13.3 g)

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P<0.01), 대조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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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正散 투여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A).

연구 종료 시점에서의 전립선 무게 및 체중대비

전립선비율 역시 대조군은 361.5±80.7 mg으로 정상

군의 855.8±97.1 mg에 비해 현저하게 위축되었으며

(P<0.001), 八正散 투여군에서 455.3±46.9 mg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4)(Fig. 1B, 1C). 전립선 부

피는 대조군(0.194±0.05 cm
3
) 및 八正散 투여군

(0.29±0.10cm
3
)에서 정상군(0.47±0.18 cm

3
)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P<0.01), 대조군과 八正散

투여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D).

Fig. 1. Effect of estradiol and herbal medicine
(HM) on body weight, prostate weight
and prostate volume.

(A) The Estradiol and HM-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body weight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group on day 30 (p<0.01).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weight was noted
between the Estradiol and Estradiol+HM-treated
group. (B, C) The Estradiol and HM-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prostate weight
and prostate/body weight ratio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group (p<0.001).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state weight was noted between
the Estradiol and Estradiol+HM-treated group-
treated group (p=0.054). (D) The Estradiol and
HM-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prostate volume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group (p<0.05).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state
weight was noted between the Estradiol and
Estradiol+HM-treated group-treated group.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rmal group
(*P<0.05. **P<0.01. ***P<0.001.)

2. 전립선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八正散 투여가 전립선의 조직학적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H&E 염색에

서 정상군은 선포 세포(acinar gland)가 둥근 형태

로 위축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도관상피 세포

(duct epithelial cell) 역시 원주형의 형태로 정상

세포핵과 분비선들이 정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

다. 반면 고환 절제술과 17β-estradiol를 투여한 대

조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광범위한 선조직의 위

축이 관찰되었고, 선포 세포는 타원형 및 선형의

형태로 위축되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도

관 세포 역시 편평세포의 형태로 위축되어 있었고,

심한 임파구 및 단핵구/대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

었다. 八正散 투여군에서는 선포 세포는 대조군보

다 비교적 둥근 형태로 경도의 위축이 관찰되었고,

도관 세포는 입방형으로 세포핵과 분비선들의 형태

및 공간이 대조군에 비해 정상군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임파구, 단핵구/대식세포의 침윤

역시 대조군에 비해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Fig. 2

Upper panel). 단핵구/대식세포의 전립선 조직내

침윤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에서 대조군(39.3±7.2%)은 정상군(14.3±5.7%)에 비해

ED-1 양성 면적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P<0.01),

八正散 투여군(25.0±8.2%)에서는 유의하게 억제되

었다(P<0.05)(Fig. 2 Lower panel,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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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pathologic findings of the prostate
lateral lobe in 3 groups (hematoxylin &
eosin stain and ED-1×100).

(Upper panel) The normal control group showed
normal appearance of the glandular epithelium
without leukocyte infiltration. In the Estradiol
treated group, extensive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cluding neutrophils, lymphocytes, macrophages,
and degeneration of glandular epithelial cells,
were found, suggesting chronic prostatitis. In the
HM-treated group, less inflammatory cells and
degenerated epithelial cells were noted. (Lower
panel) The normal control group showed no
ED-1 positive monocyte/macrophage infiltration.
In the Estradiol treated group, extensive infiltration
of ED-1 positive monocyte/macrophage cells were
found. In the HM-treated group, less ED-1 positive
monocyte/macrophage cells were noted.

Fig. 3. Effects of estradiol and herbal medicine
on ED-1 infiltration of the prostate.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rmal group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P<0.05)

3. 전립선 상피 계수(epithelial score)의 변화

전립선 조직병리학적 평가와 동일하게 대조군에

서는 정상군에 비해 현저한 상피 계수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므로(P<0.001), 八正散 투여군의 상피 계수

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P<0.05) 전립

선 선조직의 손상 보호 작용이 관찰되었다(Fig. 4).

Fig. 4. Effects of estradiol and herbal medicine
on acinar epithelial score.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rmal group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P<0.05)

4. 전립선 염증관련 인자의 변화

八正散 투여가 고환절제술 및 17β-estradiol 투

여로 유발된 비세균성 전립선염에서의 전립선 조

직에서 염증관련 인자인 TNF-α, COX-2 및 CD68

대식세포의 발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

을 시행하였다.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TNF-α,

COX-2, CD68의 염증관련 유전자가 유의하게 상승

하였다(Fig. 5). 반면 八正散 투여군에서는 TNF-α

를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ED-1에 대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와 동일하게 CD68의 발

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Fig. 5). 그러나 COX-2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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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estradiol and herbal medicine
on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
in the prostate.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rmal group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Ⅳ. 고 찰

한의학적으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蠱病,

尿濁, 淋病 등의 범주에 속하며, 그 원인으로는 邪

氣入肝, 肝經濕熱, 肝經鬱結, 房勞過多, 陰精內敗,

强忍交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는 淸熱消腫하거나 瀉肝凉血

을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八正散은 陳勝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최초로

수록되었으며, 淸熱瀉火, 利水通淋하므로 消炎, 利

水散結, 通便의 효과가 있고, 抗菌作用이 있어11, 전

립선염 등을 포함한 하부요로질환의 가장 대표적

인 처방으로 제시되어왔다. 八正散은 瞿麥, 梔子,

大黃, 車前子, 木通, 甘草, 萹蓄, 燈心草, 滑石으로

구성된다. 현대 약리학적으로 이 중 梔子, 大黃, 甘

草는 항염증작용을 가지고12-14, 滑石은 방광염에 유

효한 효능을 보였으며15, 車前子, 木通은 이뇨작용

을 보인다16. 八正散은 이처럼 한의학적 이론과 구

성 약재의 현대 약리학적 효능 모두에 근거하여

전립선염 치료에 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병리기전 및 약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동물로는 대부분 Lewis

rat과 Wistar rat, 그리고 Copenhagen rat 등이 이

용되고 있다. 이들 rat은 자발적 비세균성 전립선

염의 발생률이 높은데, 이들의 자발적 비세균성 연

령-연관성 전립선염에서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인간의 만성 전립선염과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8
. 또한 고령의 Wistar rat에게 고

환 절제술을 시행하고 외부에서 17β-estardiol을 투

여한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으로 자발적 비세균성

전립선염과 매우 유사하게 발현되어, 전립선염에

대한 유용한 실험적 모델이 된다
17-19
.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고령의 Wistar rat에 고환 절제술을 실시

후 17β-estardiol을 투여하여 조직 병리학적으로 선

조직과 선 상피세포의 위축과 이형성 및 결합조직

의 증식과 섬유화를 일으켜 인간의 비세균성 전립

선염 형태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는 八正

散의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효과 및 작용기전을 관

찰하기에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0-22
.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모델을 이용한

전립선 조직내 유전자 발현연구에서 전염증인자인

TNF-α, IL-6 및 COX-2가 항진되고, 항염증 인자

인 IL-10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23
. 본 연구

에서 역시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17β-estardiol의

투여와 고환 절제술을 시행한 대조군에서는 정상

군에 비해 TNF-α, COX-2 등의 염증관련인자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성호르몬 유발 전립선염 모델

에서의 염증관련인자에 관한 기존 실험실 연구와

일치하며, 동시에 인간의 만성 전립선염 병리소견

과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또한 八正散은 TNF-α 등

의 전염증인자의 억제효과와 함께 대식세포 표시

자인 CD68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을 보였는데,

ED-1에 대한 전립선의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나

타난 결과도 이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八正散은 만

성 전립선염의 치료에 있어 그 주된 병리 원인에

해당하는 면역체계의 불균형과 이로 인해 발현되

는 국소적인 염증반응의 조절 및 대식세포를 포함

한 염증세포의 전립선내 침윤을 억제하는 치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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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립선 상피계수(epithelial score)는 전립선 분비

선의 손상정도를 의미하는데
24
, 본 연구에서 八正散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상피 계수가 상승하였으

며, 이는 전립선 분비조직에 대한 기능 및 형태적

보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八正散은 전립선으로의 단핵구/대식세포 침

윤을 억제하고 염증관련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억

제하는 항염증작용을 나타내며, 이러한 항염증작용

을 바탕으로 전립선 선조직의 형태학적 보호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八正散은 만

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치료에 유용한 효과가 기

대되며, 향후 염증관련인자를 중심으로 한 임상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八正散이Wistar rat에 고환 절제술과 17β-estardiol

의 투여로 유발된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본 연구에서 八正散는

전립선 선조직의 보호작용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전립선 조직내의 단핵구/대식세포의 침윤 억제 및

TNF-α의 발현억제를 통한 항염증 기전이 관여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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