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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re is few Korean medicinal studies about post-operation wound healing 
despite much effort for minimizing wound or post-op sca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wound healing effect of Gyejibokryeong-hwan (Guizhifuling-wan, GBH) after skin suture. 
Methods ＜In vitro＞ We observed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 by using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RAW 264.7 cells. For anti-oxidation, we mesured the total 
amount of polyphenol, flavonoid, DPPH scavenging ability, ABTS scavenging ability and the 
value of ROS production, and for anti-inflammation, we mesured the amount of NO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IL-1β, IL-6). ＜In vivo＞ Thirty SD rats were divided 
into five equal groups (n=6, one normal, two controls and two experimentals). All groups 
except normal group were made a scar (around 1x4 cm2) in the back by the depth of the 
fascia and then sutured by a thread and needle. Normal group rats received no treatment 
at all. Control group rats were fed distilled water, and positive control group rats were per-
cutaneously applied terramycin once in 2 days. GBH 200 group rats were orally medicated 
GBH 200 mg/kg, and GBH 400 group rats were orally medicated GBH 400 mg/kg per day 
for two weeks. We analyzed the blood samples (WBC,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and the serums (TIMP-1, MMP-2, MMP-2. PGE2, TGF-β, VEGF), and exam-
ined the wounded skin tissue histopathologically.
Results ＜in vitro＞ 1. DPPH and ABTS scavenging activity was increased concen-
tration-dependantly, and ROS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GBH treated cells 
(100 μg/ml). Therefore in this study, Gyejibokryeong-hwan appears to have the an-
ti-oxidative. 2. NO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GBH treated cells (100 μg/ml), 
and IL-1β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GBH treated cells (1 μg/ml). But, TNF-
α and IL-6 did not show uneffective a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Gyejibokryeong-hwa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anti-inflammatory process. ＜in vivo＞ 1. Monocyte 
and neutrophi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GBH (200, 400) groups. WBC, lymphocyte 
and eosinophil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2. TIMP-1, MMP-2, VEGF were sig-
nificantly increased in GBH 400 group, PGE2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GBH 400 group. 
TGF-β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GBH (200, 400) groups, and MMP-9 was increased 
concentration-dependantly in GBH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3. In histopatho-
logical examinations, collage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keratin was significantly de-
creased in GBH (200, 400) groups.
Conclusions According to in vitro experiment, GBH appears to have the anti-oxidative 
effect and in vivo experiment, GBH stimulate the wound healing process hematologically 
and histopathologically. I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GBH promotes wound heal-
ing after skin suture. (J Korean Med Rehab 2016;26(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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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피부의 구조는 표피, 진피 및 피하조직으로 나뉜다1). 

표피는 분화 정도에 따라 4∼5개 층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립층과 투명층, 각질층이 상처회복에 중요한 기능을 한

다2). 진피는 유두층과 세망층으로 구분되며, 피부에 장력

을 제공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한다3). 

피하조직은 지방조직과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며, 혈관과 

림프관 및 신경말단부를 포함한다4).

피부의 상처는 크게 지혈 및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

숙단계를 거쳐 회복된다5). 이 때, 상처 발생정도와 회복

의 예후를 판단하여 자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봉합을 하

게 된다6). 피부봉합이란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찢어져 벌

어진 피부면을 일정기간 동안 가깝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는 출혈과 감염을 방지하고, 조직의 기능과 외관을 보

존하여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한다7).

미용 관련분야의 산업발전8)과 성형기술의 발달은 사람

들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욕구와 만나, 외

모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 이외에도 상처자국이나 수술자

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끌었다9-11). 그러

나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이 빈번함12)에도 불구

하고, 수술 후 상처회복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다룬 연

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의학에서 外傷의 주된 병리는 瘀血로, 피부의 상처 

치유는 먼저 瘀血 제거후 補氣, 養血하는 치료법으로 이

루어진다13,14). 이 과정은 표면에 직접적인 처치를 가하는 

外治法과 약물을 내복하는 內治法을 통해, 병사를 제거하

고 元氣를 정상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음양을 조절하여 신

체를 병리적인 상태에서 생리적 상태로 변화시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진행된다15).

瘀血을 제거하는 瘀血方劑는 氣血凝滯를 방지하여 상

처를 치유하는데, 瘀血方劑 중 창상치유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當歸鬚散16), 紫雲膏17) 등 몇몇 처방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桂枝茯苓丸은 대표적인 瘀血方劑18)로 活血祛瘀의 효능

이 있어 주로 부인과 질환에 사용해왔으나19), 최근에는 

외상으로 인한 瘀血辨證20) 등으로 치료범위가 확대되어 

사용중이다21). 특히, 桂枝茯苓丸의 피부재생22), 습진23), 

피부소양증24) 등 피부질환 활용에 효과가 입증되어 본 저

자는 桂枝茯苓丸이 상처 치유에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하

였으나 봉합수술과 같은 처치 후 피부상처 회복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桂枝茯苓丸의 상처 치유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in vitro 실험을 통해 피부 노화와 창상치유과정에 관여하

는 항산화 인자 및 항염증 인자를 관찰하였고, 절개된 피

부를 봉합한 rat을 이용한 in vivo 실험을 통해 혈액학적 

검사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관찰하여 피부봉합 후 상처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실험»»»
1. 재료

1) 세포

세포는 RAW 264.7 세포로, 한국세포주은행(서울, 한

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수컷 6 주령의 SD rat (150∼

200 g)으로 라온바이오(용인,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동물은 실험 당일까지 (주)퓨리나(성남, 한국)에서 

구입한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자유식이 하

면서 온도는 22±2oC, 습도는 55±15%, 12시간(light-dark 

cycle)의 환경에서 2주 동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동물윤리준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승인번호: 

DJUARB 2015-026). 

3) 약재

실험에 사용한 桂枝茯苓丸(Gyejibokryeong-hwan: GBH)

은《金匱要略》25)에 근거하였고, 처방 구성과 용량(1첩)은 

다음과 같다(Table I). 약재는 (주)옴니허브(대구, 한국)에

서 구입한 후, 대전대학교 지역혁신센터 난치성 면역질환 

동서생명의학 연구센터(TBRC)에서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4)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 isopropanol와 ether, dimethyl 

sulfoxide (DMSO),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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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medicine nam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Weight (g)

桂枝 Cinnamomi cortex Cinnamomum cassia Blume 6

赤芍藥 Paeoniae Radix Rubra Paeonia lactiflora Pallas 6

桃仁 Persicae semen Prunus persica Batsch 6

赤茯苓 Hoelen Poria cocos Wolf Paeonia 6

牧丹皮 Moutan cortex Suffruticosa Andrews 6

Total amount 30

GBH: Gyejibokryeong-hwan.

Table I. The Compositions of GBH

sulfonic acid) (ABTS), formaldehyde,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lipopolysaccharide (LPS), try-

pan blue는 Sigma Co. (Cream Ridge, NJ, U.S.A.), cell 

viability assay kit은 (주)대일랩서비스 (서울, 한국), dul-

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는 (주)웰진 

(대구, 한국),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Gibco BRL Co. (San Francisco, CA, U.S.A.), 

우태아혈청(FBS)은 Invitrogen Co. (Baltimore, MD, 

U.S.A.), nitric oxide detection kit은 인트론바이오테크놀

로지(성남, 한국), penicillin, streptomycin은 Hyclone, 

Co. (Logan, UT, U.S.A.), Rat TIMP-1 quantikine ELISA 

Kit와 PGE2 ELISA Kit, Mouse magnetic luminex screen-

ing assay, Rat total MMP-2 quantikine ELISA Kit, Rat to-

tal MMP-9 quantikine ELISA Kit, VEGF ELISA Kit, TGF-

β ELISA Kit은 R&D system (Minneapolis, MN, U.S.A.), 

HNO3와 water, acetonitrile는 (주)덕산약품공업 (안산, 한

국), As와 Pb, Hg, Cd standard solution은 SCP Science 

(Montréal, QC, Canad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5)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로 rotary vacuum evaporator는 

Büchi B-480 Co. (Flawil, Schweiz), freeze dryer는 

EYELA FDU-540 Co. (Tokyo, Japan), CO2 incubator는 

Forma scientific Co. (Massachusetts, MA, U.S.A.), clean 

bench와 vortex mixer, ice-maker는 (주)비전과학(대전, 

한국), autoclave와 deep-freezer는 Sanyo Co. (Osaka, 

Japan), centrifuge는 Sigma Co. (Cream Ridge, NJ, 

U.S.A.), plate shaker는 Lab-Line Co. (Kochi, India), 

ELISA reader는 Molecular Devices Co. (Sunnyvale, CA, 

U.S.A.), ICP는 Shimadzu Co. (Kyoto, Japan), 수은분석

기는 Teledyne Leeman Labs (Hudson, NH, U.S.A.), 환

류 추출기는 (주)미성과학기기(양주, 한국), 동결 건조기

는 (주)일산바이오베이스(대전,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2. 방법

1) 시료 추출

GBH 2첩(60 g)에 일차 증류수 용액 1,000 ml을 넣고, 

3시간 동안 환류추출한 후에 여과액을 얻어 rotary vac-

uum evaporator에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용액을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하여 분말 6.8 g (수득율 11.3%)

을 얻었으며, 건조 분말은 초저온 냉동고(−80oC)에서 보

관하여 실험에 따라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2) 중금속 검사

납, 비소, 카드뮴 분석을 위해, GBH 추출물 500 mg을 

극초단파 시료 전처리장치 전용용기에 넣은 후 질산 10 

ml를 넣어, 용기를 후드 안에 정치시켜 발생한 가스를 제

거하고 극초단파 시료 전처리장치를 사용하여 분해하였

다. 분해가 끝난 후 분해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용량플

라스크에 물과 함께 넣고 적절하게 표준액의 농도범위로 

희석하여 검액을 만들었다. 별도로 질산 10 ml를 극초단

파 시료 전처리장치 전용용기에 넣어 검액과 같은 방법으

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을 만들었다. 준비된 검액, 표준액 

및 공시험액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를 이용하

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공시험액으로 보정하여 검액을 

측정하였다. 수은 분석의 경우, GBH 추출물 50 mg을 달

아 특별한 전처리 과정 없이 수은분석기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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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vitro

(1) RAW 264.7 cell 배양

동결된 RAW 264.7 세포를 50 ml 튜브에 옮긴 후 PBS 

9 ml을 넣어 세포를 부유시킨 뒤,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청액을 제거하였다. 세포가 있는 튜브에 

1% penicillin으로 조성된 DMEM 배지 1 ml와 10% fetal 

bovine serum (FBS)를 넣어 부유시켰다. 100 mm dish에 

9 ml의 배지를 넣은 후, 세포를 부유시켜 세포배양기 

(37oC, 5% CO2)에서 배양하였다. 계대배양 횟수는 5회 

이상으로 하였고, 시료들을 처리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적응시켰다.

(2) 세포독성 측정

세포독성 측정을 위해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5×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실험 전에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고, GBH 

추출물을 각각 1, 10,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또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0 μl의 WST 

solution을 첨가한 후, 세포배양기(37oC, 5% CO2)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45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정상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

였다. 

(3) 항산화 활성 측정

①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

능 측정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시험은 안정한 자유라디칼 

DPPH를 사용하는 방법26)으로, 주정에 용해시킨 0.2 mM

의 DPPH 용액 150 μl와 GBH 추출물(1, 10, 100, 1,000 

μg/ml) 100 μl를 각각 혼합하고, 37oC에서 30분간 반응 

시키고,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

료액 대신 증류수를 넣었으며, DPPH 용액 대신 에탄올을 

넣어 보정 값을 얻었다. 자유라디칼 소거율은 아래의 식

에 따라 계산하였다.

소거율(%)=(
대조군의 흡광도-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②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assay 방법은 기존에 보고된 방법27)을 96 well 

plate에 맞게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GBH 추출물은 최종 

농도가 1, 10, 100, 1,000 μg/ml의 농도로 될 수 있게 희

석시켰다. ABTS 용액은 2.6 mM potassium persulphate와 

7.4 mM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를 제조한 후, 암소에 하루 동안 방치하

여 양이온(ABTS·＋)을 형성시켰다. 그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 값이 1.5 이하가 나오도록 희

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50 μl와 GBH 추출물

을 각각 5 μl 혼합하고, 37oC에서 10 분간 반응시키고,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능은 증류수를 

대조군으로 하여 대조군에 대한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③ 세포내 ROS 생성 측정

RAW 264.7 세포 내에서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측정하기 위하여 2ˊ,7ˊ-dichlorofluorescin diac-

etate (DCF-DA)를 이용하였다. 12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를 2×105 cells/well이 되게 분주하여 24 시간 

배양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정상군은 어떤 처

치도 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은 세포 배지에 LPS를 1 μg/ml

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GBH 1, 10, 100군은 각각 GBH 추

출물을 1, 10, 100 μg/ml의 농도로, LPS는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한 후, 다시 24 시간 동안 37oC, 5% CO 배양

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모은 세포를 차가운 PBS로 2회 세척한 후, 

DCF-DA은 10 μM이 되도록 첨가하여 15분 동안 암소, 

상온에 두었다. 염색 후 차가운 PBS를 넣어 1,200 rpm에

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청액을 제거하고 다시 PBS 

400 μl를 부유시켜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광강도

의 세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4) 항염증 효능 측정

① NO 측정

NO (Nitric oxide)의 농도는 배양액 내의 NO 농도를 

griess reagent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5×105 cells/well로 분주

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

다. 정상군은 어떤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은 세포 

배지에 LPS를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GBH 1, 

10, 100군은 각각 GBH 추출물을 각각 1, 10, 100 μg/ml

의 농도와 LPS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N1 buffer 50 μl를 각 well에 처리한 

후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켜, N2 buffer 50 μl를 각 

well에 처리하고 10 분간 반응시켜, 540 nm에서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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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in suture at rat.

를 측정하였다. 배양액의 NO 농도는 Nitrite standard의 

농도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② Cytokine 측정

Cytokine 생성량 측정을 위해 RAW 264.7 세포를 12 

well plates에 2×105 cells/well가 되도록 분주하고, 24시

간 동안 배양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정상군

은 어떤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은 세포 배지에 

LPS를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GBH 1, 10, 100

군은 각각 GBH 추출물을 1, 10,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LPS 1 μg/ml로 처리하였다. 다시 24시간 동

안 세포배양기(37oC, 5% CO2)에서 배양하고 세포배양액

을 수거하여 배양액에 함유된 TNF-α, IL-1β, IL-6를 

Luminex로 측정하였다.

4) In vivo

(1) 피부 봉합 

6주령의 SD rat을 2주간 안정기를 거쳐 8주령이 된 후

에 마취제(Ketamine 0.5 ml＋Rompun 0.1 ml)로 마취한 

후, 등 조직을 깨끗이 제모하고 수술대에 고정시켰다. 고

정된 rat의 등 조직을 척추를 기준으로 매스를 이용하여 

1×4 cm2 크기의 직사각형을 작도하였다. 이후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부를 근막 위까지 제거하여 창상을 유

발하고, 수술용 봉합사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봉합을 

실시하였다(Fig. 1). 

(2) 실험군 분류

실험군은 30마리의 rat을 다음과 같이 각각 6마리씩 총 5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cage 별로 한 마리씩 수용하였다.

정상군: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음

대조군: 봉합수술 후 증류수 투여

양성대조군: 봉합수술 후 테라마이신(Oxytetracycline 

HCL 5 mg＋Polymaxin B Sulfate 10000 I.U)을 처치

GBH 200군: 봉합수술 후 200 mg/kg의 농도로 GBH 

추출물 경구 투여

GBH 400군: 봉합수술 후 400 mg/kg의 농도로 GBH 

추출물 경구 투여

(3) 약물처치

약물 처치는 매일 1회, 오후 2시에 2 ml씩 경구 투여하

였으며, 양성대조군은 2일 주기로 테라마이신을 봉합부위

에 도포 하였다. GBH 추출물 투여의 기준용량은 성인 체

중 60 kg 당 1회 1포를 복용하는 것으로 하였고(桂枝茯

苓丸 200 mg/kg이 1배 용량이 됨), 실험목적에 따라 1

배, 2배를 2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4) 채혈 및 혈청 채취

채혈은 실험 종료 후, rat을 ethyl ether을 사용하여 마

취시키고 심장 천자법을 이용하였다. 면역세포 생성량을 

측정할 때는 전혈을 이용하였고, 혈청은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① 혈액 내 면역세포 생성량 측정

전혈을 모 한방 Bio Fab Lab (대전, 한국)에 의뢰하여 

혈액 중 백혈구와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및 호산구의 함

량을 측정하였다. 혈구세포 수는 심장 천자법으로 채취한 

혈액을 자동혈구측정기를 사용하여 Fonio법28)에 준하여 

Minos-ST로 측정하였다. 

② 혈청 내 TIMP-1, MMP-2, MMP-9 측정

혈청을 TIMP-1, MMP-2, MMP-9 ELISA kit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각 well plate에 Assay Diluent 

용액을 50 μl씩 분주한 후 스텐다드와 샘플을 50 μl씩 

분주하고 2시간 동안 plate mixing을 진행하였다. Plate 

mixing이 끝난 plate를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TIMP-1, MMP-2, MMP-9 측정에 맞는 Conjugate 

100 μl를 넣은 후 2시간 동안 plate mixing 작업을 진행

하였다. 그 후, 다시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

한 뒤 Substrate Solution을 각 well에 100 μl씩 넣은 뒤 

30분간 반응시킨 후 stop solution 100 μl를 넣고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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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ssue preparation processing.

reader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③ 혈청 내 PGE2 측정

혈청을 PGE2 ELISA kit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하였다. 각 well plate에 스텐다드와 샘플을 100 μl씩 분

주하고, PGE2 mouse monoclonal antibody를 50 μl씩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반응하였다. 1시간 반응 후, 

PGE2 conjugate 5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

하였다. 그 후,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 후, 

substrate solution 200 μl를 첨가하여 빛을 차단하고 30 

분간 반응시키고 stop solution 50 μl를 첨가하여 ELISA 

reader기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④ 혈청 내 TGF-β 측정 

혈청 40 μl에 1 N HCI 용액을 가하여 10분간 37oC 

인큐베이터에서 반응시킨 후에 10 μl 1.2 N NaOH/0.5 

M HEPES를 혼합하여 샘플을 만들었다. 그 후 각 well에 

Assay Diluent를 50 μl를 넣고 2 시간 동안 37oC 인큐베

이터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

하여 세척하고 100 μl의 TGF-β conjugate를 넣은 뒤 

다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Substrate Solution을 각각 100 μl를 

넣은 뒤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Stop solution을 100 μl를 

취하여 ELISA reader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⑤ 혈청 내 VEGF 측정

혈청을 VEGF ELISA kit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하였다. 코팅 된 각 well에 Assay Diluent 용액을 50 μl

씩 넣고 스텐다드와 샘플을 50 μl을 넣어준 뒤 2 시간 

동안 plate mixing을 시켰다. 그 후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100 μl의 Conjugate를 첨가한 후 1 

시간 동안 plate mixing 후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

여 세척하고 100 μl의 Substrate Solution을 넣은 후 30 

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Stop solution 100 μl를 취한 뒤 

ELISA reader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⑥ 간 기능 검사

AST와 ALT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청을 모 한

방 Bio Fab Lab에 분석 의뢰하였다. AST, ALT 활성도는 

JSCC UV method의 원리를 이용한 생화학 자동분석기로 

측정하였다. 

⑦ 신장 기능 검사

Creatinine와 BUN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청을 

모 한방 Bio Fab Lab에 분석 의뢰하였다. Creatinine의 

함량은 Creatinine Jaffe Method, BUN의 함량은 Kinetic 

UV assay의 방법29)을 이용하여 생화학 자동분석기로 측

정하였다.

(5) 병리조직학적 검사

실험 종료 후 흉부 및 복강을 절개하여 등 조직을 적출

하였다. 각 실험군 별로 적출한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

린에 48시간 고정시킨 뒤, 고정이 완료된 조직들을 흐르

는 수돗물에서 12시간 수세하고 조직내 고정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60%에서부터 100% 알코올에 이르기까지 농

도 상승 순으로 탈수하여 조직을 탈수하였고, xylene에 

투명과정을 거쳐 파라핀 블럭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블럭

은 박절기(microtome)를 이용해 3∼4 μm 두께로 절편

을 만들어 탈 파라핀 및 함수과정을 거친 후 hematoxy-

line과 eosin (H&E) 일반 염색과 Masson-Trichrome 염색

을 실시하여, 광학현미경상에서 관찰 후 사진을 촬영하였

다(Fig. 2).

3.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1.0의 independent T-test 및 ANOVA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p＜0.05와 p＜0.01 및 p＜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그 값은 평균

(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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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viability of GBH extracts in RAW 264.7 cells. Each 
cell was treated with 1, 10 and 100 μg/ml of GBH extracts 
for 24 hrs. Cytotoxicity was measured using an MTT assay.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Fig. 4.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BH extracts 
at various concentration. Extracts were incubated with DPPH 
solution at 37oC for 30 mins.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ement of absorbance at 517 nm.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Fig. 5.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BH extract
at various concentration. Extracts were incubated with ABTS 
solution at 37oC for 10 mins.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ement of absorbance at 732 nm.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Pb As Cd Hg

permissive density (mg/kg) 5 3 0.3 0.2

GBH N.D.1) 0.001 0.001 N.D.

1)N.D.: Not detected.
GBH: Gyejibokryeong-hwan.

Table II. Contents of Pb, As, Cd and Hg in GBH

결과»»»
1. 중금속 검출량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카드뮴과 비소의 경우 기

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납, 수은의 경우는 검출되지 않

았다(Table II).

2. In vitro

1)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RAW 264.7 세포주 세포 생존율은 정상군을 100.0± 

1.0%로 나타냈을 때, GBH 추출물의 1, 10, 100 μg/ml 

농도에서 106.7±7.2%, 120.3±8.4%, 122.7±9.9%의 세

포 생존율을 나타냈다(Fig. 3). 

2)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

(1) DPPH 소거능

DPPH 소거능은 1 μg/ml 농도에서 0.6±0.3%, 10 μg/ 

ml 농도에서 1.4±1.4%, 100 μg/ml 농도에서 5.2± 

0.4%, 1,000 μg/ml 농도에서 24.6±0.8%로 나타나, 농

도 의존적으로 라디컬 소거능이 증가하였다(Fig. 4). 

(2) ABTS 소거능

ABTS 소거능은 1 μg/ml 농도에서 1.3±1.0%, 10 μg/ 

ml 농도에서 1.0±1.4%, 100 μg/ml 농도에서 5.0± 

1.3%, 1,000 μg/ml 농도에서 41.4±1.0%로 나타나, 농

도 의존적으로 라디컬 소거능이 증가하였다(Fig. 5).

(3) ROS 생성량

ROS 생성량은 대조군을 100.0±1.0%로 나타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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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OS production of GBH extracts o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Each cell was treated with 1, 10 and 100 μg/ml of 
GBH extracts and LPS 1 μg/ml for 24 hrs. The ROS pro-
duction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de-
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8. TNF-α production of GBH extracts o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1, 10 and
100 μg/ml of GBH extracts in the presence of LPS 1 μg/ml
for 24 hr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Fig. 7. NO production of GBH extracts o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1, 10 and
100 μg/ml of GBH extracts and LPS 1 μg/ml for 24 hrs. The
amount of nitric oxide was measured using Griess reagen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de-
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정상군은 40.8±3.6%, GBH 추출물은 1 μg/ml 농도에서 

108.5±2.2%, 10 μg/ml 농도에서 91.8±2.4%, 100 μg/ 

ml 농도에서 83.3±3.6%로 나타났으며, 100 μg/ml 농도

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5) 감소하였

다(Fig. 6). 

3) 항염증 효능에 미치는 영향

(1) NO 생성량

NO 생성량은 정상군이 30.7±1.5% 대조군이 100.0± 

3.3%로 나타났으며, GBH 추출물은 1 μg/ml 농도에서 

93.8±1.6%, 10 μg/ml 농도에서 89.5±2.7%, 100 μg/ 

ml 농도에서 86.6±1.7%로 나타났으며, 100 μg/ml 농도

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5) 감소하였

다(Fig. 7). 

(2) Cytokine 생성량

① TNF-α 

TNF-α 생성량은 정상군이 482.0±140.7 pg/ml, 대조

군이 5552.3±66.8 pg/ml로 나타났으며, GBH 추출물은 1 

μg/ml 농도에서 5128.5±1069.1 pg/ml, 10 μg/ml 농도에

서 5955.3±374.4 pg/ml, 100 μg/ml 농도에서 5107.0± 

388.9 pg/ml로 나타나(Fig. 8), GBH 추출물의 농도에 따

른 TNF-α 생성량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② IL-1β 

IL-1β 생성량은 정상군이 12.6±1.0 pg/ml, 대조군이 

48.0±6.2 pg/ml로 나타났으며, GBH 추출물은 1 μg/ml 

농도에서 34.3±0.2 pg/ml, 10 μg/ml 농도에서 43.3± 

12.8 pg/ml, 100 μg/ml 농도에서 43.3±12.8 pg/ml로 

나타나(Fig. 9), 대조군에 비하여 1 μg/ml 농도에서 유

의성 있게(p＜0.05) 감소하였다.

③ IL-6 

IL-6 생성량은 정상군이 17.1±0.2 pg/ml, 대조군이 

749.9±109.8 pg/ml로 나타났으며, GBH 추출물은 1 μg/ 

ml 농도에서 648.2±50.6 pg/ml, 10 μg/ml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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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L-1β production of GBH extracts o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1, 10 and
100 μg/ml of GBH extracts in the presence of LPS 1 μg/ml
for 24 hr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1. AST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Fig. 12. ALT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Fig. 10. IL-6 production of GBH extracts o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1, 10 and
100 μg/ml of GBH extracts in the presence of LPS 1 μg/ml
for 24 hr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840.5±57.9 pg/ml, 100 μg/ml 농도에서 872.5±14.0 

pg/ml로 나타나(Fig. 10), GBH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IL-6 생성량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3. In vivo

1)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

(1) AST

AST는 정상군이 890.0±87.2 IU/L, 대조군이 1056.7± 

177.9 IU/L, 양성대조군이 903.3±120.6 IU/L, GBH 200

군이 886.7±246.6 IU/L, GBH 400군은 826.7±166.2 

IU/L로 나타나(Fig. 11), GBH 200, 400군은 정상군과 비

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2) ALT

ALT는 정상군이 303.3±45.1 IU/L, 대조군이 450.0± 

134.5 IU/L, 양성대조군이 353.3±83.9 IU/L, GBH 200군

이 303.3±55.1 IU/L, GBH 400군이 313.3±30.6 IU/L로 

나타났으며(Fig. 12), GBH 200, 400군은 정상군과 비교

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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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reatinine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Fig. 14. BUN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Fig. 15. WBC level in the blood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2)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

(1) Creatinine

Creatinine 농도는 정상군이 3.4±0.3 mg/dl, 대조군이 

3.9±0.4 mg/dl, 양성대조군이 3.1±0.2 mg/dl, GBH 

200군이 2.9±0.3 mg/dl, GBH 400군이 3.6±0.4 mg/dl

로 나타났으며(Fig. 13), GBH 200, 400군은 정상군과 비

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2) BUN

BUN은 정상군이 220.0±17.3 mg/dl, 대조군이 203.3± 

32.1 mg/dl, 양성대조군이 190.0±17.3 mg/dl, GBH 200

군이 196.7±5.8 mg/dl, GBH 400군이 206.7±11.5 

mg/dl로 나타났으며(Fig. 14), GBH 200, 400군은 정상군

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3) 혈액 내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1) 총 백혈구

백혈구 생성량은 정상군이 74.3±5.7 Thous/μl, 대조

군이 71.3±8.9 Thous/μl로 나타났으며, 양성 대조군이 

63.0±7.8 Thous/μl, GBH 200군이 70.7±6.1 Thous/μl, 

GBH 400군이 74.3±3.4 Thous/μl로 나타났으며(Fig. 

15), GBH 200, 400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

는 차이가 없었다.

(2) 호중구

호중구의 비율은 정상군이 128.0±4.0%, 대조군이 

113.3±26.0%로 나타났으며, 양성 대조군이 143.3±38.4%, 

GBH 200군이 158.3±11.7%, GBH 400군이 178.3± 

34.1%로 나타나(Fig. 16), 대조군에 비하여 GBH 200, 

400 mg/kg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p＜0.05, p＜0.01) 

증가하였다.

(3) 림프구

혈액 내 백혈구에 대한 림프구의 비율은 정상군이 

848.0±10.5%, 대조군이 868.7±24.3%로 나타났으며, 양

성 대조군이 832.3±43.1%, GBH 200군이 802.0±12.8%, 

GBH 400군이 817.3±35.8%로 나타났으며(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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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Differential counting for monocyte level in the blood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7. Differential counting for lymphocyte in the blood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Fig. 16. Differential counting for neutrophil in the blood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9. Differential counting for eosinophil in the blood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GBH 200, 400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

이가 없었다.

(4) 단핵구

혈액 내 백혈구에 대한 단핵구의 비율은 정상군이 

2.3±0.1%, 대조군이 3.0±0.2%로 나타났으며, 양성 대조

군이 4.7±0.4%, GBH 200군이 5.3±0.4%, GBH 400군

이 6.7±0.3%로 나타나, 양성 대조군과 GBH 200, 400군

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1, p＜0.001) 

증가하였다(Fig. 18).

(5) 호산구

혈액 내 백혈구에 대한 호산구의 비율은 정상군이 17.5± 

2.1%, 대조군이 14.3±1.2%로 나타났으며, 양성 대조군

이 18.7±3.1%, GBH 200군이 14.0±2.0%, GBH 400군

이 15.3±1.5%로 나타났으며(Fig. 19), GBH 200, 400군

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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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IMP-1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22. MMP-9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Fig. 21. MMP-2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4) 혈청 내 TIMP-1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TIMP-1 생성량은 정상군이 9738.3±1240.6 pg/ml, 대

조군이 9627.6±1547.6 pg/ml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

이 9810.5±1243.0 pg/ml, GBH 200군이 9562.5±871.5 

pg/ml, GBH 400군이 11713.1±898.8 pg/ml로 나타나, 

GBH 400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다(Fig. 20).

5) 혈청 내 MMP-2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MMP-2 생성량은 정상군이 250.4±24.6 pg/ml, 대조군이 

247.4±26.9 pg/ml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이 241.2± 

24.9 pg/ml, GBH 200군이 264.3±32.0 pg/ml, GBH 400

군이 333.7±37.6 pg/ml로 나타나, GBH 400군에서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01) 증가하였다(Fig. 21).

6) 혈청 내 MMP-9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MMP-9 생성량은 정상군이 14.1±2.9 pg/ml, 대조군이 

21.7±7.6 pg/ml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이 23.6±5.0 

pg/ml, GBH 200군이 21.1±3.5 pg/ml, GBH 400군이 

25.1±2.1 pg/ml로 나타났으며(Fig. 22), GB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MP-9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7) 혈청 내 PGE2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PGE2 생성량은 정상군이 1343.4±548.7 pg/ml, 대조

군이 2392.3±787.9 pg/ml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이 

2204.5±837.6 pg/ml, GBH 200군이 2473.1±505.0 

pg/ml, GBH 400군이 1504.3±438.0 pg/ml로 나타나, 

GBH 400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1) 

감소하였다(Fi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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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PGE2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24. TGF-β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25. VEGF level in serum of rat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p＜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8) 혈청 내 TGF-β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TGF-β 생성량은 정상군이 50.0±4.9 pg/ml, 대조군이 

121.5±3.7 pg/ml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이 140.9± 

4.4 pg/ml, GBH 200군이 141.3±3.2 pg/ml, GBH 400

군이 143.7±5.1 pg/ml로 나타나, 양성대조군과 GBH 

200, 400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1) 

증가하였다(Fig. 24).

9) 혈청 내 VEGF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VEGF 생성량은 정상군이 41.9±5.6 pg/ml, 대조군이 

97.2±3.3 pg/ml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이 127.6±2.7 

pg/ml, GBH 200군이 103.4±4.0 pg/ml, GBH 400군이 

121.8±2.8 pg/ml로 나타나, GBH 400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p＜0.001) 증가하였다(Fig. 25).

10) 병리조직학적 변화 

실험 종료 후 등 조직에서 H&E (hematoxylin & eo-

sin)과 M-T (masson-trichrome) 염색을 하여 25×로 관찰

한 결과, 대조군은 각질층과 표피층이 매우 두껍게 생성

되었으며, 림프구가 발견되고 콜라겐의 생성이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 GBH 200, 400 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각질

층(↕표시)의 깊이가 얇게 보였으며, 표피층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콜라겐(←표시)이 대조군

에 비해 많이 생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6).

고찰»»»
피부는 인체 최대의 장기이며 인체 방어의 최전선이다. 

피부는 항상 산소와 접촉하고 있고 자외선이나 광감각물

질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염증반응이 일어나

기도 한다. 인체는 항산화 작용을 가지는 물질을 통해 활

성산소의 농도를 저하시켜 피부를 보호하는데, 이런 평형

이 붕괴되면 산화성 조직상해를 받아 각종 피부질환이 일

어나고 염증반응이 지속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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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Histopathological find-
ings of tissue section about 
GBH 200, 400 mg/kg in skin su-
ture at rats (×25).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D.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Nor: non treated rats, 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distilled water, 
P.Con: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apply with terramy-
cin, GBH 2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200 
mg/kg GBH, GBH 400: the skin 
sutured rats were treated orally 
with 400 mg/kg GBH, H&E 
staining: observation after hema-
toxylin & eosin staining, M-T 
staining: observation after mas-
son-trichrome staining.

피부의 세포학적 혹은 해부학적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를 창상이라 하며, 창상 치유는 세포가 재생, 분화, 증식

되어 연속성을 다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1). 창상의 치

유는 손상후 즉시 시작되며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를 통

해 진행된다32). 이중 염증기는 크게 지혈단계와 염증반응 

단계로 나뉘는데, 염증반응 단계에서는 혈관투과성이 증

가하고, 화학주성에 의한 창상내 cytokine과 성장요소를 

분비하고, 이동세포(migrating cell)를 활성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prostaglandin, histamine 같은 물질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TNF-α, IL-6, IL-I은 염증반응을 유도한다. 

단핵세포, 호중구, 대식세포 등의 활성은 섬유아세포에 

의한 세포기질의 생성과 증식, 근섬유아세포의 증식, 혈

관생성에 의한 내피세포의 증식을 일으킨다33). 증식기는 

크게 육아조직 형성기와 수축기, 상피화로 나뉘는데, 육

아조직 형성기에서는 신생혈관을 형성하고 교원질을 합

성하고, 수축기에서는 상처 주변의 피부와 조직이 잡아당

겨 상처 회복이 일어난다. 상피화기에서는 상피세포로 손

상된 부분을 덮는다. 성숙기는 교원질 분해와 합성이 동

시에 일어나 창상수축에 의해 창상이 치유되는데, 창상수

축만으로 치유되기에는 너무 큰 창상의 경우, 반흔구축이 

형성되기도 한다31). 

창상 치유에 대한 연구는 항생제34), 스테로이드35), 초

음파36)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봉합시 해당부위

의 염증으로 인한 손상 이외에도 미용적인 문제 등을 위

해 수술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술의 방법37,38), 

수술시 재료의 선택39,40), 수술후 상처회복을 위한 처치41,42)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상치유와 관련하

여 한의학분야에서는 전침43), 약침44), 첩약45,46), 연고제47), 

좌욕제48), 단미제49) 등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전

통의학 및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료에 전

통의학이나 대체의학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50)하는 추세

이다. 그러나 양방치료와의 병용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고, 피부봉합후 한방치료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桂枝茯苓丸(GBH)은 張仲景의《金匱要略》25)에 최초로 

수록된 처방으로 桂枝(Cinnamomum cassia Blume), 赤

芍藥(Paeonia lactiflora Pallas), 桃仁(Prunus persica 

Batsch), 赤茯笭(Poria cocos Wolf Paeonia) 및 牧丹皮

(Suffruticosa Andrews)의 5개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는 活血祛瘀, 理氣止痛, 破瘀消癥 등의 치료효과51)가 있다. 

桂枝茯苓丸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부인과 질환52,53) 및 

남성질환54) 이외에도 항염55), 항경련 및 근이완56,57), 항혈

전58), 항동맥경화59,60), 항암61-63), 교통사고20) 등 다양한 효

과가 보고되었고, 최근에는 피부질환에 대한 효과도 제기

되고 있다64). 하지만 봉합 후 피부 상처 회복에 대한 연

구는 발견하지 못했고, 저자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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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in virto 실험

과 피부봉합을 시행한 rat의 혈액학적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한 in vivo 실험을 시행하였다. 

In vitro 실험에서는 GBH 추출물을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에 반응시켜 항산화 활성 및 염증 cyto-

kin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in vivo 실험

에서는 피부 절개 후 봉합한 rat에 GBH 추출물을 경구투

여한 후 혈액 내 면역세포 및 혈청 내 TIMP-1, MMP-2, 

MMP-9, PGE2, TGF-β, VEGF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

찰하였다. 

RAW 264.7 세포는 대식세포주로, cytokine의 자극으

로 스스로 NO를 생성하며, 세포독성을 갖는 물질의 독성 

검정을 위해 사용된다65). LPS는 RAW 264.7 세포 활성에 

사용하는데, 이는 동물 실험에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

하여 대식세포를 자극하고 IL-1β와 IL-6, TNF-α 분비를 

유발한다66). 

먼저, 본 실험에서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GBH 추출물

의 중금속 함량과 세포 독성을 검사하였다.

GBH 추출물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비소와 카

드뮴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납과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II). 세포 독성검사에서는 GBH 추출물의 1, 

10, 100 μg/ml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Fig. 1). 이는 桂枝茯苓丸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BH 추출물의 피부 상처 치유효과를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관찰하였는데, 항

산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DPPH 소거능, ABTS 소거능, 

ROS 생성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DPPH 검사는 많은 종류의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

질을 검색하는데 이용된다. 이 검사는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항산화 실험법으로 널리 쓰이는데67), GBH 추출

물의 DPPH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에 따라 소거

활성 역시 증가하였다(Fig. 2).

ABTS 항산화 측정법은 라디컬 소거법에 의한 항산화

능 측정법이라는 점에서 DPPH 검사와 같지만, 화학반응 

후 자유라디칼이 유발된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여 항산화

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소수성과 친수성 모

두에 적용 가능하고,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68,69). GBH 

추출물의 ABTS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에 따라 

소거활성 역시 증가하였다(Fig. 3).

ROS는 생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지만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아 축적되면 단백질, 지질, 핵산 등에 손상을 

야기한다70). ROS가 정상적으로 소거되지 않으면 잔존하

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71,72) radical 소거 작용은 활성 

radical에 전자를 공여하여 인체의 노화나 항산화 효과를 

억제하는 척도로 사용된다73). RAW 264.7 세포의 ROS 생

성량을 측정한 결과, ROS 생성량이 대조군에 비해 100 

μg/ml 농도의 GBH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

소하였다(Fig. 4).

DPPH 소거능, ABTS 소거능, ROS 생성량을 확인한 결

과 DPPH 소거능과 ABTS 소거능은 모두 GBH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고, ROS 생성량은 100 μg/ml 농도

의 GBH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GBH가 항산화 효과를 지닌 약물임을 보여주는데, 그래

프상 100 μg/ml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 100 μg/ml 

이상의 GBH 섭취시 항산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GBH의 항염증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NO와 

TNF-α, IL-1β, IL-6을 측정하였다. NO는 염증반응을 조

절하여 혈관 확장에 관여하고 신경 전달 체제, 항균 물질, 

면역 등을 조절한다74). 이는 과량 생성되면 TNF-α와 

IL-1, IL-6 등 pro-inflammatory cytokine 뿐 아니라 

COX-2와 같은 염증 매개 물질도 과다 생산하여, 병리적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75). 이런 면역과 관련된 인자를 확

인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의 치유에 관여하는 염

증반응을 확인하고, 특히 창상 치유시 염증기에 대한 

GBH의 효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100 μg/ml 

농도의 GBH 추출물 투여군에서 NO가 유의성 있게 감소

하여(Fig. 5), GBH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Cytokine은 염증반응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

자로, 염증성 활막에서 다량 생산되어 세포기질의 합성을 

저해하고 분해를 촉진하여, cytokine의 억제는 창상 치료

의 지표이다76,77). 그 중 TNF-α는 염증 유발 인자로, 염

증 반응이 시작되면 다른 매개 인자들과 함께 증상을 악

화시킨다78). IL-1β는 단핵구와 림프구 등의 세포 염증부

위 침윤을 증가시키고,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79). IL-6는 

B세포의 증식과 분화, 항체 형성 등에 관여하는 물질로 

IgA, IgM, IgG의 증식을 유도하고 T세포 분화 및 증식에 

관여한다80). 



정  훈⋅이은정⋅오민석

44 J Korean Med Rehab 2016;26(2):29-50

TNF-α와 IL-1β 및 IL-6 생성에 대한 GBH 추출물의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TNF-α는 GBH의 농도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Fig. 6), IL-1β은 대조군

에 비하여 1 μg/ml 농도의 GBH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10과 100 μg/ml 농도의 GBH 추출물 투

여군에서는 오히려 1 μg/ml 농도의 GBH 추출물 투여군보다 

증가하였다(Fig. 7). IL-6은 1 μg/ml 농도의 GBH 추출물 

투여군에서 대조군보다 감소하였고, 10과 100 μg/ml 농

도의 GBH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증가하여 일

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Fig. 8). Cytokine을 통한 

GBH의 항염증 작용의 확인은 어려웠다.

In vitro 실험상 GBH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으나 항염증 효과에 대해선 NO 생성량만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 cytokine 생성량은 일정한 경향성이 없어, GBH

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확인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In vivo 실험에서는 어떤 처치도 하지 않은 정상군, 피

부에 자상을 유발한 후 일차봉합한 rat에 증류수만 투여한 

대조군, 테라마이신을 처치한 양성대조군, GBH 추출물을 

200 mg/kg 투여한 GBH 200군 및 GBH 추출물을 400 

mg/kg 투여한 GBH 400군의 총 5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별 혈액 내 면역세포 및 혈청 내 TIMP-1, MMP-2, 

MMP-9, PGE2, TGF-β, VEGF와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

찰하여 피부봉합후 상처 치유 능력을 측정하였다.

테라마이신은 Polymyxin B sulfate와 Oxytetracycline

를 합쳐 생성한 것이다81). Polymyxin B sulfate는 그람음

성 균주와 눈에 감염된 Haemophilus aegyptius 및 

Pseudomonas aeruginosa에 항균효과가 있다. Oxytetra-

cycline은 Streptomyces rimosus에서 대사되어 세균의 단

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그람음성 균주 및 그람양성 균주에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제이다82). 

한약과 항생제의 동시 복용시 두 약재의 간섭 등 작용기

전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저자는 양성 대조군으로 

피부에 도포하는 항생제를 선택하였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약물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간기능 검사와 신기능 검

사를 하였다. GBH의 간 기능을 반영하는 혈청 AST 및 

ALT 농도83,84)와 신장 기능을 반영하는 BUN 및 혈청 cre-

atinine 농도85,86)는 모두 대조군에 비교해 유의한 증감을 

보이지 않아(Fig. 9∼12), 인체에 사용시 GBH가 신독성 

및 간독성이 있는 약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피부의 손상은 염증부위에 백혈구의 침윤을 일으키는

데 이 중 호중구의 침윤은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가져와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므로 봉합후 상처 치유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87). 또한 단핵구는 염증성 매개 물

질과 활성 산소 대사 산물의 생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져 있다88,89).

총 백혈구 생성량 및 혈액 내 백혈구에 대한 림프구와 

호산구의 비율은 정상군,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과 실험군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3, 15, 17). 혈액 내 백

혈구에 대한 호중구와 백혈구의 비율은 GBH 200, 400군

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Fig. 14, 16), GBH의 피부 

손상에 대한 상처 치유효과 가능성을 보였다.

창상인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 내 TIMP-1, 

MMP-2, MMP-9, PGE2, TGF-β, VEGF를 측정하였다. 

창상 치유 과정 중 증식기에서는 섬유아세포가 육아조

직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Matrix metalloprotease (MMPs)

는 섬유아세포 및 염증세포에서 분비되어 창상 내에 존재

하는 기존의 기질을 파괴한다90). 그 후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s (TIMPs)와 MMPs에 의해 세포의 

양과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치유가 완성된다91,92). MMPs는 

아연과 칼슘 의존성 endopeptidases에 속해 대부분의 세

포외 기질 구성성분을 분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3). 

또한 피부 진피 세포 중 교원질의 감소는 단백질 분해효

소인 MMPs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94). MMPs는 

조직의 리모델링에 관여하는데 fibronectin, collagen, 

proteoglycan 및 laminin 등을 파괴하며95,96), 기능에 따라 

collagenase, gelatinase, stromelysins, membrane type 

등으로 나뉜다97). 창상부위에서 세포외기질의 개조는 

TIMP-1이 증가될 경우 MMPs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

되고 있고98), MMP-2와 MMP-9는 gelatinase로 이는 창상 

및 염증반응시 급격히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어99,100) 세포외

기질과 콜라겐의 보전 및 기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101). 

혈청 내 TIMP-1 생성량은 대조군에 비하여 GBH 400

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고(Fig. 18), 혈청 내 

MMP-2 생성량도 GBH 400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

타내었다(Fig. 19). 혈청 내 MMP-9 생성량은 GBH의 농

도에 따른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 있는 증가는 보이

지 않았다(Fig. 20).

Prostglandin (PG)는 필수 지방산 전구체로부터 유래된 

생물활성을 가진 지방산으로 염증부위에서 활성화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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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세포에 의해 염증반응을 매개한다102,103). PG의 종류는 

PGD, PGE, PGF, PGH, PGI가 있으며 이중 E계통(E1, 

E2, E3)은 염증반응과 연관되어 있다104). 이중 PGE2는 미

세아교세포의 cyclooxygenase (COX)에 의해서 생성되는 

Arachidonic acid (AA)의 대사 생성물로 뇌에서 염증반응 

시 활성화된다. PGE2는 염증반응이나 면역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이 증가하고 proinflammatory mediator로 작용하

여 염증부위의 부종, 통증, 혈관확장, 통각과민, 발열 등

을 일으킨다105). 또한 최근에는 면역 조절인자로서의 작

용도 보고되고106), 혈관 투과성 인자로서 창상치유에 관

여하기도 한다30). 

혈청 내 PGE2 생성량은 GBH 400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21). 

TGF-β는 세포의 성장 및 증식과 세포외 기질의 합성 

등에 다양한 역할을 하며, keratocyte의 증식 이동 및 col-

lagen, fibronectin 등의 세포외기질 합성을 유도한다107,108). 

또한 TGF-β는 MMPs, collagenase, stromelysin 등의 단

백질가수분해효소 활성을 억제한다109,110). 또한 초기 창상 

치유과정에서 근섬유모세포의 생화학적 표지자인 al-

pha-smooth muscle actin의 유도인자 역할을 하고111,112), 

기질세포의 중요한 화학 유인 물질로 작용하기도 한다113).

혈청 내 TGF-β 생성량은 GBH 200, 400군에서 유의

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22).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켈로이

드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4). 최근 성장 인

자를 조절하여 켈로이드를 치료하려는 시도가 실험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대표적인 것이 TGF-β와 

VEGF이다115). 일반적으로 켈로이드는 상처 치유 과정에

서 콜라겐 합성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생기는 비정상적 반

응으로116), VEGF는 헤파린에 결합하는 당단백질로서 외

상시나 신생물에서 혈관신생에 관련된 중요한 타겟 분자

로 작용할 수 있다117). 

혈청 내 VEGF 생성량은 GBH 400 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23). 

GBH 추출물 투여후 혈청 내 창상인자의 변화를 확인

해 본 결과, MMP-9를 제외한 TIMP-1, MMP-2, PGE2, 

TGF-β, VEGF 모두 GBH 추출물 투여에 따라 유의한 변

화가 있었다. MMP-9 또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

으나, GBH 추출물 투여에 따른 증가경향을 보여, 혈청내 

창상인자의 변화를 통해 GBH의 창상치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창상인자 중에 TGF-β를 

제외한 TIMP-1, MMP-2, PGE2, VEGF는 GBH 400 군에

서만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桂枝茯苓丸 원방

보다는 2배방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사료된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아교 역할을 하는 물질

로 진피 세포외 기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조절하는데118), 수술이나 화상, 외과적 손상 등으

로 피부에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 부위를 메우는 중요한 

성분이 된다119). 봉합후 피부조직을 Hematoxylin & 

Eosin으로 염색하여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각질층과 

표피층이 매우 두껍게 생성되며, 림프구가 발견되고 콜라

겐이 적게 생성되었다. GBH 200, 400 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각질층의 깊이가 얇게 보였으며, 표피층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콜라겐이 대조군에 비해 

많이 생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4). 대조군과

의 육안적 및 조직학적 차이는 물론, 양성대조군과 비슷

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여, 桂枝茯苓丸이 병리조직학적으

로 피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는 피부 창상 시 회복 단계 중 어

느 단계에서 계지복령환을 복용할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

는 알 수 없었고, 복용 시 적정량과 적정복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桂枝茯苓丸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고, 

桂枝茯苓丸이 혈액 내 면역세포를 줄이고, 혈청내 창상관

련 인자의 증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콜라겐의 생

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桂枝茯苓丸이 in 

vitro 및 in vivo 실험에서 창상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연구가 진

행된다면 피부봉합 후 상처치유 약물로 이용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결론»»»
桂枝茯苓丸(GBH)의 RAW 264.7 세포를 이용한 in vi-

tro 실험과 SD rat을 이용한 in vivo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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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1. DPPH와 ABTS의 소거활성은 GBH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하였고, ROS는 GBH 100 μg/ml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2. NO는 GBH 100 μg/ml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IL-1β는 GBH 1 μg/ml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TNF-α와 IL-6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어 항염증에 대한 유

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in vivo＞

1. 혈액 내 호중구와 단핵구는 200, 400 mg/kg의 

GBH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백혈구, 림프

구, 호산구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2. 혈청 내 TIMP-1 생성량과 MMP-2 생성량, VEGF 생

성량은 400 mg/kg의 GBH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PGE2 생성량은 400 mg/kg의 GBH 투여군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TGF-β 생성량은 200, 400 mg/kg의 

GBH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GB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MP-9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3.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대조군에 비해 200, 400 

mg/kg의 GBH 투여군에서 각질층은 감소하고 콜라겐은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桂枝茯苓丸은 in vitro에서 항산화 효과

가 있었고, in vivo에서 혈액학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창상치유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피부봉합후 상처 회복

에 桂枝茯苓丸의 향후 임상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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