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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extract of Sagunja-tang has been traditionally used for restorative treatment of constitutional weakness, 

vascular and immune disorder, and nervous disease in Oriental count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ulatory effects of 

Sagunja-tang on the expression, production, and activity of immune mediators.

  Methods : In this study, the extract of Sagunja-tang was prepared by extracting  with distilled water at 100°C for 2.5h. 

The extract was freeze-dried following filtration through 0.45μm filter. The extract was dissolved in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and filtered again through 0.45μm filter before use. The level of nitrite, an oxidative product of 

nitric oxide(NO) was measured in the culture medium by the Griess reaction. The levels of prostaglandin E2(PGE2), Th1 

cytokines (IFN-γ, IL-2) and Th2 cytokines(IL-4, IL-5, IL-13) were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and 

the protein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expressio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xtract on T-cell proliferation and cytotoxic activity of natural 

killer cells. 

  Results : In this investigation, Production levels of Th2 cytokines (IL-4, IL-5, IL-13) was inhibit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by treatment with the extract. I also found that the extract increased T-cell proliferation and cytotoxic activity of 

natural killer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Concul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water extract of Sagunja-tang may be useful for a therapeutic drug against 

a sickly constitution and immune diseases, probably by regulating the production of immune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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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四君子湯은 人蔘, 白朮, 白茯笭, 甘草로 構成된 處

方으로 宋代 陳師文1)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 “治

榮衛氣虛 臟腑怯弱 心腹脹滿 不思飮食 腸鳴泄瀉 嘔噦
吐逆”이라고 처음 收錄된 以來 一切의 氣虛諸症에 대

한 補氣의 基本方劑로 活用되어 왔으며2,3), 最近에는 

심혈관 질환, 소화기질환, 면역질환, 신경 및 내분비

계 질환, 근육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應用되고 있다4,5).

  ‘氣’는 體內를 流動하는 精微物質로서 주로 物質的

인 基礎 위에서 發現하는 人體의 各種 生理的 機能, 

또는 人體代謝過程에서 生成되는 原動力을 말하며, 

‘氣虛’란 이러한 氣의 作用이 不足하여 全身의 機能低

下에 따른 一連의 症候로써 免疫力 低下, 中樞의 흥분

성 저하에 대한 物質代謝 특히 同化作用의 減弱으로 

인한 저단백혈증과 빈혈상태 등 관련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한편 ‘免疫力’은 外部에서 體內로 流入된 病原 微生

物에 대해 抵抗하는 힘을 의미하는데, 韓醫學의 觀點

에서는 外部에서 들어오는 여러 病因에 대하여 抵抗

力을 形成하는 衛氣의 作用6), 個體의 恒常性을 유지하

는 免疫理論7) 및 正氣와 邪氣의 抗爭表現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그러므로 正氣가 虛弱한 

경우 신체의 虛乏을 돕고 抗病力을 증진시켜주는 補

氣藥을 사용하여 免疫力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四君子湯이 免疫機能 調節

에 밀접한 聯關性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 본 實驗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의 四君子湯의 實驗的 硏究로는 

항산화작용8,9), 고지혈증10), 악성종양에 대한 항암효과
11,12), 기아회복13), 성장14), 근육피로회복15), 항혈전16), 

항스트레스17), 血壓 및 體溫18), 진통, 소염과 항경련19) 

등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免疫과 관련하여 

生體活性20), prednisolone으로 유발된 免疫低下에 대

한 면역증진21), 면역반응 및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cell, NK)의 활성22)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구

체적인 免疫調節作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氣虛의 基本方인 四君子湯에 대한 免疫調節作

用 效果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쥐의 면역세포를 대상

으로 nitric oxide(NO), prostaglandin E2(PGE2), 

cyclooxygenase-2(COX-2), Th1 cytokines(IFN-γ, 

IL-2)과 Th2 cytokines(IL-4, IL-5, IL-13) 등을 조사

하였으며, 면역세포의 증식과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조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材料 및 方法

1. 材料 

1) 試藥

  Interferon-γ (IFN-γ), interleukin-2 (IL-2), 

IL-4, IL-5, IL-13, PGE2 측정용 ELISA kits와 iNOS

와 COX-2 항체는 R&D Systems사(Minneapolis,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Lipopolysacchride (LPS), 

dimethyl sulfoxide (DMSO), phytoheamaglutinin 

(PHA)와 3-(4,5-dimethyl- 2-thiazolyl)-2,5-diphenyl- 

2H-tetrazolium bromide는 Sigma-Aldrich 사(USA)

로부터 구입했으며, lactate dehydrogenase (LDH) 활

성 측정용 kits는 BioVision사(USA)로부터 구입하였

고, cell proliferation assay kit는 Pramega사(USA)

로부터 구입하였다. RPMI 1640 배지, fetal bovine 

serum (FBS)와 penicillin/streptomycin는 Gibco 

BRL사(Grand Islang, NY,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그리고 COX activity assay kit 는 Cyman Chemical

사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기타 사용된 모든 시약

은 분석등급으로 Sigma-Aldrich와 Merck(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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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藥物의 추출 및 제조

  실험에 사용한 人蔘은 6년 근으로 충남 금산, 白朮

은 경북 의성, 白茯笭은 충남 보령 그리고 甘草는 중

국 양외1호로 광주의 한약사랑(주)에서 각각 구입하였

으며,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方劑學敎室에서 형태학

적 및 화학적으로 동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증거표본

은 방제학 교실에 보관 중에 있다. 藥物의 제조는 四

君子湯 處方 藥材인 人蔘, 白朮, 白茯笭과 甘草를 각

각 5g씩 정량하면 1첩에 20g이 되고, 총 20첩인 400g

을 한약추출기(대웅약탕기, SK-1600))에 주입해서, 

4,000㎖ 증류수를 첨가하여 100℃에서 2시간 30분 동

안 煎湯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한 藥物은 25g을 수득

하였고 -70℃에서 동결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實驗動物

  무균환경에서 사육된 6주령의 수컷 Balb/c계 생쥐를 

중앙실험동물(주)(서울시 서초구)에서 구입하였고, 사료

와 물을 무제한 공급하면서 1주일간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낮과 밤의 주기 를 12시간씩 하

였고, 온도와 습도는 대기 환경에서 유지하였다.

2. 方法

1) 비장세포의 분리

  건강한 수컷 생쥐를 대상으로 에테르에 마취시킨 

다음 후경골탈추법으로 즉사시킨 후 비장세포를 분리

하였다. 슬라이드 글라스로 부드럽게 압착하여 단일 

세포 부유액을 만든 다음 40㎛ 나일론 메시를 통과시

켰다. 세포는 Ca2+과 Mg2+가 들어 있지 않은 HBSS을 

Oriental drug name Crude drug name Scientific name Dose(g)

人蔘   Ginseng Radix   Panax ginseng 100

白朮   Atractylodes Radix   Atractylodes japonica 100

白茯笭   Poria Radix   Poria cocas 100

甘草   Glycyrrhiza Radix   Glycyrrhiza uralensis 100

Table 1. Oriental Crude Drug Composition of Sagunja-tang (400g)

  

이용하여 2회 원심 세척하였다. 그 후 Ficoll 

Hypaque을 사용하여 림프구를 분리한 다음 RPMI 

1640 배양액으로 3회 원심세척 하였다. 세포를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 부유시킨 후 0.4% tryphan blue로 95%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고 혈구계산용 슬라이드

를 이용하여 세포의 수를 산정한 후 배양하면서 각종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복강 대식세포의 분리 및 배양

  건강한 수컷 생쥐에 Brewer's thioglycollate broth

를 마리당 2㎖씩 복강 내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

하고 3일 후 생쥐를 후경골탈추법으로 즉사시킨 다음 

heparin(5U/㎖)이 첨가된 HBSS 10㎖를 복강에 주입

하고 복강을 장 마사지 하였다. 마사지 후 26게이지 

10㎖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강으로 유입된 세포를 

얻은 후 2회 원심세척 하였다. 분리된 세포는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 부유시켜 배양접시에 접종한 후 37℃와 

5% CO2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

였다. 그 후 대식세포외 다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냉각 HBSS을 이용하여 3회 C부착된 생쥐 복강 대식

세포는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

가된 RPMI 1640 배지에 접종한 후 실험 목적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3) MTT 분석

  복강대식세포의 생존율은 여러 농도의 추출물 처리 

또는 추출물과 LPS(1μg/㎖)을 동시에 처리하여 24시



이상현 외 3인 : 四君子湯이 免疫機能에 미치는 影響

17

간 배양 후 밀집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에 

의해 자줏빛 formazan 생성물로 변하는 MTT 환원을 

바탕으로 MTT 분석법으로 측정했다. 요약하면, 

RPMI 1640 배지에서 5×105/㎖의 밀도로 세포를 접

종하여 3시간 후에 여러 가지 농도로 藥物을 처리하

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0.5㎎/㎖ MTT용액을 

well 당 100㎕을 첨가하고 다시 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그 후 96 well 플레이트를 800rpm에서 3분간 원

심시키고 100μl DMSO를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MTT-formazan 생성물을 570㎚에 흡수되는 빛의 양

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했다.

4) LDH Leakage 분석

  LDH leakage 분석은 약물이 면역세포의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복강대

식세포의 생존율은 여러 농도의 추출물처리 또는 추

출물과 LPS(1μg/㎖)을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후 밀집세포의 붕괴에 따라 유리된 LDH의 활성을 측

정하였다. 대조군으로 배양된 세포 전체를 sonication

하여 LDH 활성에 대한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리

고 약물이 처리된 실험군의 LDH 유리량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하였다.

  [약물이 처리된 배양액 LDH 활성/(대조군의 배양

액 LDH 활성+sonication 후 대조군의 배양액 

LDH 활성)] × 100

5) 비장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측정

  생쥐로부터 분리한 비장세포를 2.0×106/㎖로 적정

하여 24well 배양용기(flat form)에 1 ㎖씩 분주한 후 

藥物(0-400μg/㎖)을 2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2μg/㎖ 

PHA로 자극한 후 37℃ CO2 배양기(5% CO2/95% 대

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얻고 1,000rpm

으로 세포를 원심 침전시키고 상등액을 얻어 -70℃에

서 보관하면서 사이토카인 측정에 사용하였다. IFN-

γ, IL-2, IL-4, IL-5, IL-13 등의 사이토카인의 정량

은 24시간 동안 축적된 양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각각의 물에 대한 R&D system Inc.(Minneopolis, 

USA)가 제시한 방법에 준하여 ELISA법으로 정량하

였다. 

6) 아질산 농도의 측정

  NO의 기질인 L-arginine은 L-citrulline과 일산화

질소로 변하는데, 이는 빠르게 안정된 이산화질소, 아

질산염, 질산염으로 변한다. 그리스 시약 (Griss 

reagent: 0.5%의 설파닐아미드, 2.5%의 인산 및 

0.5%의 나프틸에틸렌아민)은 아질산염과 화학반응하

여 보라색의 아조염을 형성하고 이것은 일산화질소의 

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조염의 농도로부터 아질

산염의 농도를 측정하여 540㎚에서 그 최대 흡수정도

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즉, 100㎕의 그리스 시약

을 상기 대조군과 실험군의 샘플 1 내지 6의 각각에 

100㎕씩을 첨가하고, 그 혼합물을 37℃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그 샘플 빛의 흡수는 Spectrophotometer 

(MD, U.S.A.)로 540㎚에서 측정하였다. 아질산산염

의 농도 정도는 아질산염의 표준곡선으로부터 계산하

였다. 

7) PGE2와 COX 활성 측정

  복강대식세포를 5×105/㎖ 밀도로 접종하고 여러 가

지 농도(25-200μg/㎖)의 四君子湯 추출물을 2시간  

동안 전 처리한 후 LDH (100ng/㎖)로 자극한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상층액을 얻어 PGE2의 

양과 COX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물질의 정량은 

24시간 동안 측정된 양을 측정하였다. PGE2의 측정

방법은 R&D system Inc.(Minneopolis, USA)가 제

시한 방법에 준하여 ELISA법으로 정량하였고, COX

의 정량은 세포를 용해한 다음 단백질을 블레드포드 

방법에 따라 정량하고 COX activity assay kit 

(Cyman Chemical, USA)을 이용하여 Cyman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준하여 COX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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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OS와 COX-2의 Western blot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를 용해한 다음 단백질을 블

레드포드 방법에 따라 정량하고 50㎍을 10% 

SDS-PAGE로 분리한 다음 transfer solution(20% 

methanol, 25mM Tris, 192mM glycine, pH 8.3)을 

이용해 nitrocellulose membrane에 분리된 단백질을 

전사 시켰다. 비 특이적반응을 제거하기 위해서 5% 

skim milk가 함유된 triton-tris buffered saline 

(TTBS)로 4℃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흔들면서 방치

하였다. 그 후 tris buffered saline (TBS)로 3회 세척

하고 anti-iNOS antibody (1:1,000) 또는 anti-COX-2 

(1:500)를 주입하여 3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충분히 세척하고 horse 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goat anti-rabbit IgG(1:2,000)을 첨가하고 1 시간 동

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Membrane은 TBS로 충분

히 세척하고 통상적인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방법으로 발색시켰다.

9) 비장세포 증식능 측정

  생쥐로부터 분리한 비장세포를 96 well 배양용기

(flat form)에 2.0×106/㎖ 밀도로 well 당 100μl를 분

주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藥物을 농도별로 주입하여 

37℃ CO2 배양기(5% CO2/95% 대기)에서 48시간 배

양하여 세포의 증식능도 측정하였다. 세포증식능의 

측정은 Promega사의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kit를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배양종료 1시간 30분전에 시약을 20μl를 

주입하고 상기의 배양조건을 유지한 다음 Promega사

가 권하는 방법에 따라 흡광도는  ELISA reader(490

㎚)로 측정하였다. 

10) 자연살해세포의 살해능 측정

  四君子湯 추출물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7주령의 Balb/c계 생쥐를 대

상으로 1주간 각각의 藥物을 100㎎/㎏ 농도로 투여하

였다. 그 후 후경골탈추방법으로 생쥐를 즉사시킨 후 

비장을 적출하여 Ca2+과 Mg2+이 들어있지 않은 

HBSS를 페트리 접시에 주입하고 비장을 슬라이드 글

라스를 이용하여 으깨고 피펫팅을 하여 단일 세포를 

유리하여 40μm의 라일론 매시로 거른 다음 1% 

penicillin/streptomycin가 함유된 RPMI 1640으로 2

회 원심세척하고 Ficoll을 이용하여 밀도 구배법으로 

원심분리하여 림프구 층을 얻고 RPMI 1640 배양액

으로 1회 세척하고 적혈구 용해액을 주입하고 적혈구

를 파괴시킨 후 다시 RPMI 1640 배양액을 이용하여 

2회 세척하여 효과세포로 사용하였다.

  생쥐 자연살해세포의 표적세포인 Yac-1세포를 배

양하여 세척한 후39) CrO4(100μCi)를 주입하여 방사 

표지한 후 사용하였다. 효과세포와 표적세포 비율을 

10:1의 비율로 적정하고 10% FBS가 함유된 RPMI 

1640 배지를 이용하여 5% CO2와 95% 대기 상태의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

하여 γ-counter에서 방사능을 측정하였다(A cpm). 

대조군으로 표적세포에 배지만 넣어주어 방사능의 자

연 누출을 측정하였으며(B cpm), 또한 0.05% 

Nonidet P-40을 넣어 방사능의 최고치를 측정하였다

(C cpm). 자연살해세포능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부터 표적세포의 specific lysis를 계산하였다.

Specific lysis = (A-B)/C-B×100

11) 통계 분석

  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표현했다. 통계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했다. 

Ⅲ. 實驗 結果

1. 四君子湯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四君子湯 추출물이 LPS가 처리된 또는 처리되지 

않은 복강대식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복강대식세포(5×105/㎖)를 RPMI 1640(1% P/S, 

10% FBS) 배지를 사용하여 세포 부유액을 만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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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농도의 四君子湯 추출물을 주입하고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Fig. 1

과 같이 사용된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없었다. 또한 여

러 가지 농도의 四君子湯 추출물을 2시간 전에 처리

하고 LPS(100ng/㎖)로 자극한 다음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세포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Fig. 2와 같이 어떠

한 藥物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의 세포 생존율을 

100%로 나타냈을 때 LPS로 자극했을 경우 생존율은 

약 83%로 감소하였으나, 四君子湯 추출물을 25-200

μg/㎖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농도에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높아졌다. 

2. 四君子湯 추출물이 LDH 유리에 미치는 영향

  四君子湯 추출물을 LPS가 처리된 또는 처리되지 

않은 복강대식세포의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다. 복강대식세포(5×105/㎖)를 RPMI 1640(1% P/S, 

Fig. 1. Cell viability and LDH leakage in Sagunja-tang 
extract-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5×105/well plate) from 
Balb/c mice were incubated for 24h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Cell viability and LDH activity 
were measured by MTT assay and LDH activity 
assay as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10% FBS) 배지를 사용하여 세포 부유액을 만든 다음 

여러 가지 농도의 四君子湯 추출물을 주입하고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Fig. 1

과 같이 사용된 농도에서 세포붕괴에 따른 LDH 유리

량은 거의 없었다. 또한 여러 가지 농도의 四君子湯 

추출물을 2시간 전에 처리하고  LPS(100ng/㎖)로 자

극한 다음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생존율을 조사

한 결과 Fig. 2와 같이 어떠한 藥物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의 세포 LDH 유리량 0%로 나타냈을 때 LPS

로 자극했을 경우 11%로 나타났으나, 四君子湯 추출

물을 25-200μg/㎖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농도에 의

존적으로 LDH 유리량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든 농도의 四君子湯 추출물은 독성이 

없었고, 오히려 LPS로부터 세포독성을 보호하는 효과

가 있었다. 

Fig. 2. Cell viability in Sagunja-tang extract-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5×105/well plate) from Balb/c mice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00ng/㎖) for 24h. Cell viability 
and LDH leakase activity were measured by 
MTT assay and LDH activity assay as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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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四君子湯 추출물이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四君子湯 추출물이 NO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복강대식세포(5×105/㎖)를 접종

하고 3시간 후에 각각의 藥物을 25-200μg/㎖의 농도

로 2시간 동안 전처리한 다음 LPS(100ng/㎖)로 자극

한 후 24시간 배양하고 배양액에 축척된 NO2
-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결

과를 얻었다. 저 농도 추출물(25μg/㎖)에서는 LPS로 

유도된 NO 생성을 더욱 증가시킨 반면, 그 이상의 추

출물 처리군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NO 생성 억제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고농도 처리군(200μg/㎖)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NO 생성 억제 효과가 있었다

(p <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염증 매개물인 NO의 

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NO production 
by 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5×105/well plate) from 
Balb/c mice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00ng/㎖) for 
24h. NO produced by cells was measured by 
the method of Gries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and #: p <0.05 
versus LPS-treated group. 

4. 四君子湯 추출물이 PGE2 생성에 미치는 영향

  四君子湯 추출물이 PGE2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복강 대식세포(5×105/㎖)를 

접종하고 3시간 후에 각각의 藥物을 25-200μg/㎖의 

농도로 2시간 동안 전 처리한 다음 100ng/㎖의 LPS

로 자극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아무런 藥物이 처리되지 않

고 LPS로 자극한 대조군은 1083.9 ± 70.7 pg/㎖로 

배지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PGE2의 생성을 살펴보

았다.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25-100μg/㎖의 농도에

서는 대조군에 비해 PGE2의 생성이 유의하게 증가((p 

<0.05)된 반면, 200μg/㎖ 처리군에서는 유의하게 

PGE2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p <0.05). 

이러한 결과는 염증 매개물인 PGE2의 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PGE2 
production by 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s. Cells(5×105/㎖) from Balb/c mice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00ng/㎖ LPS for 24h. 
PGE2 production assay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 p <0.05 versus LPS-treated  group. *: p <0.05 
versus LPS-treated 25-100μ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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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四君子湯 추출물이 COX-2 활성에 미치는 영향 

  COX는 arachidonic acid에서 prostanoid로 전환

시키는 효소로 알려졌는데, COX-1과 COX-2에 의해 

합성된 적은양의 prostanoid는 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과량의 prostanoid는 NO와 비슷하게 염

증반응을 가속화시킨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도 

四君子湯 추출물이 PGE2 생성에 중요한 COX-2 활성

에 미치는 효과를 Cayman (USA)사의 COX activity 

assay ki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5와 같이 아무런 藥物이 처리되지 않

고 LPS로 자극한 대조군을 100%로 정했을 때 추출

물을 처리한 결과 25-100μg/㎖의 농도에서는 대조군

에 비해 PGE2의 생성과 유사하게 COX 활성을 유의

하게 증가((p <0.05) 한 반면, 200μg/㎖ 처리군에서

는 유의하게 COX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

다(p <0.05).  四君子湯 추출물 처리에 의한 이상의 

결과는 염증 매개물인 COX의 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四君子湯 추출물이 iNOS와 COX-2 발현에 

미치는 영향

  상기에서 실험한 추출물에 의한 NO 생성 조절과 

iNOS와의 발현 관계와 PGE2 생성과 COX-2 발현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四君子湯 추출물을 25-200μg/

㎖의 농도로 복강대식세포에 2시간동안 전처리한 후 

2회 세척하고 LPS를 자극하여 18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iNOS의 발현을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사한 결

과 Fig. 6과 같이 저농도의 추출물(25μg/㎖)에서는 

NO 생성 결과와 같이 iNOS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그 이상의 농도(50-200μg/㎖)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

로 iNOS 발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COX-2

의 경우는 25-50μg/㎖ 농도에서 발현이 증가되었으

나, 100-200μg/㎖의 농도에서는 25-100μg/㎖ 농도 

처리군에 비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四君子湯 추출물이 NO와 PGE2의 생성 조절에 미

치는 영향은 iNOS와 COX-2의 발현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내 주었다.  

Fig. 5.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COX activity in 
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s.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00ng/㎖ 

LPS for 18h. COX activity assay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 p <0.05 versus LPS-treated group. *: 
p <0.05 versus LPS-treated 25-100 μg/㎖ group. 

Fig. 6.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expression of 
iNOS and COX-2 in 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s.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100ng/㎖) for 18h. Western blot 
analysis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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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四君子湯 추출물이 Th1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

치는 영향

  IFN-γ와 IL-2는 대표적인 Th1으로 알려져 있는

데, 四君子湯 추출물이 Th1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먼저 여러 가지 농도(25-200μg/㎖)의 추출물을 

비장세포에 처리하고 2μg/㎖ PHA로 자극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에서 Th1을 측정했다. 

  Fig. 7에서와 같이 IFN-γ의 생성은 25-100μg/㎖

의 약물 농도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p <0.05)된 반면, 200μg/㎖의 농도에서는 약간 억

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IL-2의 경우 Fig. 8과 같

이 25-200μg/㎖의 약물 농도에서는 농도에 의존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p <0.05)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四

君子湯 추출물이 효과적으로 Th1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8. 四君子湯 추출물이 Th2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

치는 영향

  IL-4는 IgE 면역글로불린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

고, IL-5와 IL-13은 IL-4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Th2

으로 알려져 있는데, 四君子湯 추출물이 Th2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여러 가지 농도

(25-200μg/㎖)의 추출물을 비장세포에 처리하고 2μ

g/㎖ PHA로 자극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

에서 Th1을 측정했다. 

  그 결과 IL-4의 경우 Fig. 9과 같이 농도에 의존적

으로 억제하였고, 200μg/㎖ 처리군에서는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p <0.05). IL-5의 경우 Fig. 

10과 같이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하였고, 100-200μ

g/㎖ 에서는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p 

<0.05). IL-13의 경우도 Fig. 11과 같이 농도에 의존

적으로 억제하였고, 200μg/㎖ 에서는 유의하게 억제

하는 효과가 있었다(p <0.05).  따라서 四君子湯 추출

물은 Th2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7.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productions of 
IFN-γ(Th1) in Balb/c mouse spleen cells 
stimulated with PHA.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PHA(2μg/㎖) for 24h. The productions of 
IFN-γ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0.05 versus PHA-treated group.

Fig. 8.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productions of 
IL-2(Th1) in Balb/c mouse spleen cells 
stimulated with PHA.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PHA(2μg/㎖) for 24h. The produ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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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2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0.05 versus PHA-treated group.

Fig. 9.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productions of 
IL-4(Th2) in Balb/c mouse spleen cells 
stimulated with PHA.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PHA(2μg/㎖) for 24h. The productions of 
IL-4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0.05 versus PHA-treated group.

Fig. 10.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productions 

of IL-5(Th2) in Balb/c mouse spleen cells 
stimulated with PHA.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PHA(2μg/㎖) for 24h. 
The productions of IL-5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0.05 versus 
PHA-treated group.

Fig. 11.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productions 
of IL-13(Th2) in Balb/c mouse spleen cells 
stimulated with PHA.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PHA(2μg/㎖) for 24h. 
The productions of IL-13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0.05  versus 
PHA-treated group.

9. 四君子湯 추출물이 비장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四君子湯 추출물이 세포독성, NO와 

PGE2 생성, iNOS와 COX-2의 발현, Th1/Th2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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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四君子湯은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면역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藥物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四君子湯 추출물

의 면역조절 효과를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생쥐 비장세포의 증식 효과를 실험 하였다.

  마우스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96 well plate에 접종

하고 3시간 동안 방치한 후 四君子湯 추출물을 여러 

농도(25-200μg/㎖)로 2시간 동안 처리한 후 2회 원심 

세척한 후 PHA (2μg/㎖)로 48시간 동안 자극한 후 

세포증식능을 측정한 결과 Fig. 12과 같이 PHA로 자

극한 경우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세포증식을 

유도하였고, 100-200μg/㎖ 처리군에서 가장 유의하

게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였다(p <0.01).

Fig. 12. Effects of Sagunja-tang extract on the spleen 
cell proliferation of Balb/c mouse by PHA 
treatment. Cells(5×105/㎖)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the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2㎍/
㎖ PHA for 48h. Cell proliferation assay was 
carried ou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p <0.05 and **: p <0.05 versus 
PHA-treated group. 

10. 四君子湯 추출물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효과

  四君子湯 추출물이 생쥐 자연살해세포 활성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주일간 여러 농도의 四

君子湯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후 비장을 적출하여 림

프구를 분리한 후39) CrO4가 부착된 Yac-1 세포와 혼

합 배양하여 세포 살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四君子湯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자연살해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3). 특히 100-200μ

g/㎖ 농도에서는 그 효과가 현저했다(p <0.01). 이러

한 결과는 四君子湯 추출물이 생쥐의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면역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Fig. 13. Effects of in vivo administration with 
Sagunja-tang extract administration on the 
cytotoxic activity of natural killer cells.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or without 
Sagunja-tang extract (25-400㎎/kgㆍbody 
weight) for 1 week, and then killed the mice 
with cervical dislocation method.  Cells(1×106/
㎖) were obtained lymphocytes from spleen and 
incubated with CrO4-conjugated Yac-1 cells. 
Cytotoxic activity of natural killer cells was 
assay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p <0.05 and **: p <0.05  versus 
PBS-treate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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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考  察

  四君子湯은 陳1)이 榮衛氣虛·臟腑怯弱한데 사용한 

이후, 龔2)은 元氣虧損·脾胃虛弱에, 許3)는 眞氣虛弱

을 補하는 等 歷代醫家들은 四君子湯을 氣虛에 대한 

代表的인 補氣劑로 使用되었다. 최근에는 四君子湯을 

脾胃氣虛에 활용되는 補氣劑라 하여 元氣增進, 氣力回

復, 食慾增進에 處方하였다4,5). 李23)는 四君子湯을 식

욕부진, 구토, 하리 等의 胃腸虛弱症, 老人과 虛弱者

의 出血 및 심한 貧血, 四肢無力症, 半身不隨, 遺尿症, 

夜尿症, 치질, 탈항으로 貧血이 있으면서 元氣가 衰弱

한자에 應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尹24)은 四

君子湯을 陰陽氣血病理에서는 氣虛, 陽虛를 中心으로 

한 疾病을 治療하고, 臟腑病理에서는 脾胃의 運化機能

이 虛弱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病症과 脾胃機能虛

弱이 續發的으로 派生하는 他臟腑의 疾病 등을 治療

하는 方劑라 하였다.

  四君子湯 構成藥物의 알려진 藥理作用을 보면, 人

蔘(Radix Ginseng)은 大補元氣, 安神益智, 建脾益氣, 

生津하는 효능이 있으며, 中樞神經系의 흥분성을 높

여 피로감을 輕減하고 뇌하수체-부신피질계의 흥분으

로 저항력을 높임으로써 消化吸收, 蛋白合成, 新陳代

謝를 促進하며 强心作用, 性機能增强작용을 가지므로 

전신의 기능을 높여 物質代謝를 促進한다25,26). 實驗的 

硏究로는 노화억제, 항혈전, 피로회복, 항염, 혈압강

하, 항당뇨, 항암, 면역증강 등의 효능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27-30).

  白朮(Rhizoma Atractylodis macrocephalae)은 補

脾益氣, 燥濕利尿하여 健胃, 止瀉, 鎭靜, 利尿하는 효

능이 있으며, 胃腸의 분비를 높여 消化吸收를 促進하

며 蛋白合成을 促進한다25,26). 人蔘과 白朮은 방사선이

나 화합물질에 의해 감소된 백혈구를 증가시킨다. 實

驗的 硏究로는 血壓降下작용, 멜라닌 생성,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증강에 대해 보고하였다.

  白茯笭(Poria)은 利水滲濕, 健脾和中, 寧心安神하는 

효능이 있고, 滋養작용이 있으며 白朮과 함께 소화관

내의 剩餘水分을 血中에 끌어들여 止瀉시키고 體內의 

剩餘水分을 利尿作用에 의해 排泄한다25,26). 특히 人蔘

과 炙甘草는 코르티코이드(corticoid)樣 활성을 도와 

抗利尿 작용으로 체내의 수분을 貯溜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이 작용에 拮抗하기 위하여 白朮·茯笭을 

배합한다5). 實驗的 硏究로는 신장 기능, 지방산 및 트

리터페노이드(triterphenoid) 성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31).

  甘草(Radix Glycyrrhizae)는 補脾益氣, 淸熱解毒, 

潤肺止咳의 효능이 있으며, 機能促進과 諸藥의 調和를 

위해 배합한다25,26). 면역조절, 항바이러스, 항암작용

이 있으며, 코티솔(cortisol)의 증가, 멜라닌 자극호르

몬의 감소, 해독작용 및 동맥경화 예방, 염증반응 완

화 등의 약리작용도 알려져 있다32).

  韓醫學에서 모든 疾病을 일으키는 內的인 病理條件

이 正氣虛에서 비롯되며, 正氣는 인체의 生理活動을 

保存하고 內的인 病因으로부터 인체를 防禦하고 疾病

으로부터 回復시켜 體內의 恒常性을 維持한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7).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生體의 

防禦體系를 통하여 體內의 恒常性을 維持하는 免疫學

的 槪念과 類似性을 가지고 있다. 現代 韓醫學은 傳統

的으로 處方된 韓藥材의 效能을 탐색하고 그 效能價

値를 높이기 위하여 약재의 보완 처방을 하여 正氣를 

回復시키기 위한 硏究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24-27).

  생체는 면역계를 작동하여 외부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면역계는 

탐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보체(complement)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면역(natural immunity)을 담당하는 선

천면역(innate immunity)과 T세포와 B세포 같이 특

이면역(specific immunity)을 담당하는 획득면역

(acquired immunity)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획득면역

은 T세포 작용에 의한 세포매개성 면역(cell 

mediated immune response)과 B세포 작용에 따른 

체액성 면역(humoral immunity)으로 구분된다28). 

  林30)은 四君子湯이 血球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는 않았으나, γ-globulin 생산을 促進시킬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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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denine triphosphate (ATP)의 生成과  ATPase

의 활성도를 촉진시켜주며, 免疫性을 增加시키는 補氣

作用을 한다 하였고, 金21)은 四君子湯, 四物湯, 八物湯 

모두 Prednisolone으로 유발된 생쥐의 세포성 및 체

액성 면역반응저하를 回復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李22)는  四君子湯의 投與는 숙주의 체액

성·세포성면역능이 증가하고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 

현저히 증가하여 四君子湯이 면역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遲延性過敏反應 (delayed-type 

hypersensitivity, DTH)과 Rosette 形成能의 細胞性 

免疫能과 赤血球 凝集素 및 溶血素價의 體液性免疫能 

등 抗原-抗體反應의 增加를 통해 면역능이 增加됨을 

보고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免疫活性에 대한 硏究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 藥物을 이용한 면역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는 탐식세포의 탐식능과 관련되고 염증 매개물질로 

알려진  NO 및 PGE2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

니라 T세포의 활성 및 탐식세포의 활성과 관련된 

Th1과 Th2의 생성에 작용하는 효과 그리고 T세포의 

증식능과 자연살해세포의 살해능력을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본 硏究는 正氣를 補益하고 虛弱을 治療하

는 補益藥 중 四君子湯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생

쥐의 복강대식세포를 대상으로 먼저 이들 藥物이 세

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탐식세포

의 탐식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복강내 

대식세포를 LPS로 자극하여 NO와 PGE2의 생성과 

이들을 조절하는 iNOS와 COX-2의 발현을 조사하였

다. PHA로 자극된 비장세포에서 Th1과 Th2을 조사

하였고, 비장세포의 증식능력을 조사한 후에 四君子

湯 추출물을 생쥐에 1주일간 경구 투여하여 자연살해

세포의 살해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MTT와 배지의 LDH 활성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

에 사용된 四君子湯 추출물의 모든 농도(25-200μg/

㎖)에서 세포독성이 없었고, 오히려 LPS에 의한 세포 

독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Fig. 2). LPS로 자극

된 탐식세포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저농도의 四君子

湯 추출물은 NO와 PGE2의 생성을 저농도에서는 증

가시키고 고농도에서는 억제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었

다. 이들의 결과는 iNOS와 COX-2의 발현을 조절하

는 四君子湯 추출물의 효과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Fig. 6).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에

서 생성되는 분자로써,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된다. NO는 신경전달, 혈관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대

식세포를 IFN-γ와 TNF-α로 자극하면 iNOS가 발

현되어 많은 양의 NO을 생성하면서 활성화 된다33,35). 

또한 COX는 arachidonic acid에서 prostanoid로 전

환시키는 효소로 알려졌는데, COX-1과 COX-2에 의

해 합성된 소량의 prostanoid는 생체의 항상성 유지

에 필요하지만,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과량의 

prostanoid생성은 면역반응에 관여하여 다양한 염증

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36).

  IFN-γ는 CD4+ 세포 중 Th1 세포에 의해서 생성

되고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대식세포를 활성화 

시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과 

NO의 생성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다
38,39). 또한 IL-2는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Th1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결과 四君子湯은 Th1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Fig. 7, 8). 

  IL-4는 IL-5와 IL-13의 작용에 의해 IgE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Th2으로39), 이들 사

이토카인이 생체 내에서 과량 생산되면, 아토피 피부

염(atopic dermatitis), 천식(asthma)을 비롯한 알러지

성 비염(allergic rhinitis)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40). 본 연구의 결과 四君子湯 추출

물은 IL-4는 IL-5와 IL-13과 같은 Th2의 생성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였다(Fig. 9-11). 

  四君子湯 추출물이 생쥐 비장면역세포 중 T세포의 

증식과 자연살해세포의 살해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

한 결과 Fig. 12와 같이 T세포의 증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연살해세포의 살해능을 향상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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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었다(Fig. 13). 따라서 四君子湯 추출물은 T세

포 증식을 통한 면역 활성 조절뿐만 아니라 생체에서 

자연살해세포의 살해능을 증강시키는 면역 강화 작용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 四君子湯 추출물은 세포독성이 없

고 오히려 손상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와 NO

와 PGE2 등 염증 매개물을 조절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Th1, Th2 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T세포의 증식과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효능이 확인되어 免疫

調節機能이 低下된 각종 人體 疾患의 治療劑로 활용

할 수 있는 方劑라고 생각되며 그 기전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韓醫學的인 관점으로 볼 때 人蔘, 白朮, 白茯笭, 甘草

로 配伍된 四君子湯이 免疫調節 作用에 效果的임을 

나타내고 있어, 方劑學的 君臣佐使 理論에 입각한 處

方 構成이 매우 중요함을 입증하여 주고 있으며, 韓藥

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方劑學的 處方 構成 

理論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in 

vitro뿐만 아니라 in vivo 실험에 方劑學的 개념을 이

용한 處方 構成 理論인 君臣佐使論을 활용한다면 보

다 效果的이고 副作用이 없으면서, 實用性이 높은 天

然物을 이용한 治療劑 開發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人蔘, 白朮, 白茯笭, 甘草로 配伍된 四君子湯은 傳

統的으로 氣力의 衰弱에 따른 元氣回復, 循環器 疾患 

및 免疫疾患 그리고 神經疾患에 활용되어 왔으나, 면

역 매개물의 생성 및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四

君子湯의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

구는 四君子湯의 免疫機能 調節과의 聯關性을 究明하

기 위한 硏究의 일환으로 四君子湯에 대한 免疫調節

作用 效果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쥐의 면역세포를 대

상으로 NO, PGE2, COX-2, IFN-γ와 IL-2 등 Th1

과 IL-4, IL-5, IL-13 등 Th2을 조사하였으며, 면역세

포의 증식과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MTT와 LDH 측정을 통하여 四君子湯은 대식세포

에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LPS에 의해 유도된 대

식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농도(25μg/㎖)에서 NO 생성을 증가시켰고, 50-200

μg/㎖ 농도에서는 LPS에 의한  NO 생성을 억제하였

다. 25-100μg/㎖ 농도의 추출물은 PGE2 생성과 

COX-2 활성을 유도한 반면, 200μg/㎖에서는 억제하

는 효과가 있었으며, iNOS와 COX-2의 발현은 이들

의 결과와 유사했다. PHA로 활성화된 비장세포에서 

생성되는 Th1(IFN-γ와 IL-2)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Th2(IL-4, IL-5와 IL-13)의 생

성은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하여 억제하는 효과가 있

었고, T세포의 증식과 자연살해세포의 살해능은 추출

물의 농도에 의존해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四君子湯 추출물은 면역세포의 活

性을 調節할 수 있는 效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四君

子湯은 補氣藥으로 免疫調節機能이 低下된 각종 人體 

疾患에 활용할 수 있는 方劑라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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