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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자 발 과 액 과분비 모델동물에 한 數種 방제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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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imal Model for Airway Mucus Hyperse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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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hor investigated whether Chwiyeon-tang(PC), Haengso-tang(PH), Jawanchihyo-san(PJ) and 

Gamisocheongryong-tang(PS) significantly affect both PMA-induced mucin production and MUC5AC gene expression 

in airway epithelial cells and sulfur-dioxide-induced airway goblet cell hyperplasia and mucus hypersecretion animal 

model using rat. Possible cytotoxicity of each herbal medicine was assessed by measuring the survival and 

proliferation rate of NCI-H292 cells. Confluent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for 30 min in the presence of PC, PH, 

PJ and PS, respectively, and treated with PMA(10 ng/㎖), to assess the effect of each herbal medicine on 

PMA-induced mucin production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Effects of each herbal medicine on 

PMA-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from the same cells were investigated. Also, hypersecretion of airway mucus 

and goblet cell hyperplasia were induced by exposure of rats to SO2 during 3 weeks. Effects of orally-administered PC, 

PH, PJ and PS during 1 week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were examined using 

histological analysis after staining the epithelial tissue with PAS-alcian blue. (1) PC, PJ, PS and PH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rvival and proliferation of NCI-H292 cells ; (2) PC, PJ and PS significantly decreased 

PMA-induced mucin production from NCI-H292 cells ; (3) PC, PJ and PS significantly inhibit the expression levels of 

PMA-induced MUC5AC gene in NCI-H292 cells ; (4) Among PC, PJ, PS and PH, only PS decreased SO2-induced 

hyperplasia of airway goblet cells and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This result suggests that PC, PJ and PS can 

not only affect the production of mucin but also affect the expression of mucin gene and this can explain, at least in 

part, the traditional use of PC, PJ and PS for controlling airway diseases showing hypersecretion of mucus in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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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도의 액 분비는 시간당 략 500 ℓ의 공기 흡입이 폐로 

가져오는 자극물들의 공격에 항하는 최 선의 방어 작용이다
1). 

액은 기도의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탄성의 겔(gel)로써 

흡입된 자극물들에 의한 상피 손상을 이도록 발 된 여러 가

지 기능을 갖고 있는 요한 항상성 방어 장치이다. 정상 인 환

경에서 기도 액은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획하여 그것

들을 섬모운동을 이용해 기도로부터 청소하는 즉, 액섬모청소

능이라 불리는 과정에 의해 상피 내면을 보호한다2). 그러나 천

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과 

같은 질환에서의 액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 인자로 변화한다. 

기도 액의 과도한 생성과 액의 생물리학  성질 변화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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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 된 액 축 을 동반하여 액섬모청소능을 감소시킴으

로써 호흡곤란과 폐질환의 이환을 높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

에 이르게 한다3-6)
. 

    기도 액의 과다분비를 조 하기 해 여러 가지 약물이 사

용되고 있으나, 그 약효나 부작용 면에서 사용상의 많은 제약이 

있어 효율 인 약물요법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7-9)

. 재, 기존

의 약물 외에 많은 신약후보물질이 연구되어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용화되어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는 약물은 

없는 실정이다10,11)
. 

    取淵湯은《辨證奇聞》
12)

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淸熱解毒, 

通鼻竅, 滋陰潤肺, 淸膽瀉火하는 약물들이 배합되어 頭痛과 함께 

鼻漏, 咳嗽, 鼻塞 등이 일어나는 鼻淵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杏

湯은《世醫得效方》13)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東醫寶鑑․

咳嗽․寒嗽》14)에서 “治傷風寒咳嗽痰盛”한다고 하 으며, 止咳

平喘, 解表散寒의 효과가 있어 惡寒發熱, 咳嗽, 객담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15). 紫菀治哮散은 哮吼, 肺束寒熱이 오래되어 생긴 

寒暄咳 등의 치료에 활용되는《晴崗醫鑑》16)의 治哮紫菀散에 數

種 약물을 加減하여 만든 처방이다. 加味 靑龍湯은 ․만성 기

지염, 기 지천식, 알 르기성 비염, 폐렴 등의 질환 치료에 폭 

넓게 사용되는《傷寒論》
17)의 靑龍湯에 數種의 약물을 가하여 

止咳平喘化痰潤肺하는 효능을 강화한 처방이다15,17).

    재까지 取淵湯(PC), 杏 湯(PH), 紫菀治哮散(PJ)의 효능에 

하여 다양한 실험연구가 보고되었고18-21) 특히 객담분비 조

과 련하여 김 등18)은 取淵湯이 뮤신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하

으며, 임 등
19)과 김 등20)은 杏 湯이 뮤신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하 고, 박 등21)은 紫菀治哮散이 뮤신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

으나 加味 靑龍湯의 뮤신 분비 조  효능에 한 보고는 없었

다. 한 상기의 연구들은 모두 일차배양 햄스터 기 표면 상피

(hamster tracheal surface epithelial, 이하 HTSE)세포를 상으

로 한 연구이자 in vitro 연구로 이제껏 인간 기도 상피세포를 

상으로 한 연구와 in vivo에서의 연구는 없었다. 

    이에 著 는 取淵湯(PC), 杏 湯(PH), 紫菀治哮散(PJ), 加味

靑龍湯(PS)이 뮤신 생성과 유 자 발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단백질인산화효소 C 활

성화제(PMA)로 유도된 인간 기도 상피세포와 이산화황 흡입으

로 유발된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을 이용하여 각 방제의 

뮤신 생성과 유 자 발 에 미치는 효과  동물 기도상피 조직

의 조직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찰한 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동물

    총 30마리 체  350 g 정도의 6주령의 웅성 흰쥐(SD rat)를 

실험동물 문 공 업체인 샘타코社 (Kyung-gi, Korea)에서 공

받아 실험실 환경에 순화시킨 후 사료와 식수를 충분히 여

한 상태에서 실험에 사용하 다.

 2) 세포주

    인간 기도 상피세포주인 NCI-H292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사(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다.

 3) 약재

    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구입한 것을 정선하여 사용

하 으며, 取淵湯은 《辨證奇聞》12)
의 처방을, 杏 湯은 《世醫

得效方》13)
의 처방을, 紫菀治哮散은 《晴崗醫鑑》

16)
의 治哮紫菀

散에 數種 약물을 加減하여 만든 처방을, 加味 靑龍湯은 《傷寒

論》17)
의 靑龍湯에 數種 약물을 加味하여 만든 처방을 사용하

으며, 처방 내용과 1貼의 용량은 각각 다음과 같다. 

 4) 시료제조

    取淵湯, 杏 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의 각 방제 한 첩 

분량에 800-1,000 ㎖의 탈이온 2차 증류수를 가하고, 100℃로 가

온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탕하여 최종 80 ㎖의 탕액을 수거하

다. 각 탕액을 실온 정도로 방랭한 후, 멸균 청정 후드 내에서 

0.22 ㎛ filter를 이용, 가압 여과하고 멸균용기에 장하여, 4℃

냉장고에 보 하여 사용하 다. 

Table 1. Prescription of Chwiyeon-tang(PC)

構成藥物 生藥名 用量(g)

當  歸 Angelicae Gigantis Radix 120.0

玄  蔘 Scrophulariae Radix 40.0

梔子炒 Gardeniae Fructus 12.0

辛  夷 Magnoliae Flos 8.0

貝  母 Fritillariae Cirrhosae Bulbus 4.0

柴  胡 Bupleuri Radix 4.0

總  量  188.0

Table 2. Prescription of Haengso-tang(PH)

構成藥物 生藥名 用量(g)

杏  仁 Armeniacae Semen 4.0

  葉   Perillae Folium 4.0

桑白皮 Mori Cortex 4.0

陳  皮  Citri Unshius Pericarpium 4.0

半  夏 Pinelliae Tuber 4.0

貝  母 Fritillariae Cirrhosae Bulbus 4.0

白  朮   Atractylodis Rhizoma Alba 4.0

五味子  Schisandrae Fructus 4.0

甘  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2.0

生  薑 Zingiberis Rhizoma Crudus 5.0

總  量 39.0

 

Table 3. Prescription of Jawanchihyo-san(PJ)

構成藥物 生藥名 用量(g)

紫  菀 Asteris Radix 10.0

百部根   Stemonae Radix 6.0

半  夏 Pinelliae Tuber 6.0

白茯苓 Poria Sclerotium 6.0

杏  仁 Armeniacae Semen 4.0

桑白皮 Mori Cortex 4.0

陳  皮 Citri Unshius Pericarpium 4.0

桔  梗 Platycodonis Radix 4.0

前  胡 Angelicae Decursivae Radix 4.0

  葉 Perillae Folium 4.0

甘  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2.0

總  量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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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scription of Gamisocheongryong-tang(PS)

構成藥物 生藥名 用量(g)

麻  黃 Ephedrae Herba 6.0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6.0

五味子 Schisandrae Fructus 6.0

半  夏 Pinelliae Tuber 6.0

細  辛 Asiasari Radix et Rhizoma 4.0

乾  薑 Zingiberis Rhizoma 4.0

桂  枝 Cinnamomi Ramulus 4.0

甘  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4.0

貝  母 Fritillariae Cirrhosae Bulbus 6.0

天花粉 Trichosanthis Radix 6.0

紫  菀 Asteris Radix 6.0

百部根 Stemonae Radix 6.0

前  胡 Angelicae Decursivae Radix 6.0

桑白皮 Mori Cortex 6.0

白芥子 Sinapis Semen 6.0

  子 Perillae Semen 6.0

辛  夷 Magnoliae Flos 6.0

大  棗 Zizyphi Fructus 6.0

生  薑 Zingiberis Rhizoma Crudus 8.0

總  量  108.0 

2. 방법

 1) In vitro 실험

  (1) NCI-H292 세포 배양 

    세포는 습도가 충분히 유지되고 95% 공기, 5% CO2를 함유

하는 37℃ 조건의 세포 배양기(CO2 incubator) 내에서 HEPES(25 

mM), penicillin G(100 U/㎖), streptomycin(100 μg/㎖), 

FBS(10%, V/V)등이 첨가된 RPMI 1640 배양액을 이용하여 배양

되었으며, 1주당 2회씩 subculture하 다. 뮤신 생성  유 자 

발 에 한 각 방제의 작용을 검증하기 하여, 24 well culture 

plate를 기 으로 well 당 2.5×105 cells/well의 도로 세포를 분

포시키고 배양하 다. 세포가 다 자라면 FBS의 농도를 0.2%로 

감소시킨 배양액을 주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고 이후 serum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serum-free medium)으로 세포를 세

척하 다. 이 게 비된 세포에 각 방제 추출물 20 ㎕씩을 함유

하는 배양액 200 ㎕를 well(24 well plate 기 )마다 가하고, 30분

이 지난 시 에 PMA 10 ng/㎖을 각 well마다 투여한 후 37℃에

서 24시간동안 배양하 다22-24). 

  (2) NCI-H292 세포의 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 측정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4
개의 NCI-H292 cell을 함유하

는 배양액 180 ㎕를 가하여 37℃, 5% CO2 존재 하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24,25). 24시간 배양 후 각 방제 추출물을 0.2 ㎕/PBS 

200 ㎕의 농도로 배양세포의 well마다 가하고 48시간 동안 추가

로 배양하 다. 배양이 완료된 후, 냉각된 50% trichloroacetic 

acid(TCA) 50 ㎕를 각 well에 서서히 가해 주었다. 10분 후에 

4℃ 조건의 냉장고에 옮겨 1시간 동안 충분히 세포들을 고정시

키고, 고정이 완료된 후 각 well에 존재하는 액체 성분들을 량 

흡인배출한 후에 well 당 250 ㎕의 증류수를 이용, 5회 이상 세

척하 다. 이 게 비된 세포에, acetic acid에 용해된 0.4% 

SRB 용액 100 ㎕/well을 가하고 실온에서 45분 동안 염색하

고, 재차 흡인배출 후 100 ㎕의 1% acetic acid를 이용, 5회 이상 

세척한 후 세포들을 건조시켰다. 각 well 당 150 ㎕의 10 mM 

unbuffered Tris용액으로 SRB를 잘 녹여낸 후, 흡 분석 측정장

치(microplate reader)로 540 nm에서 각 well의 흡 도를 측정

하 다25)
.

  (3) 뮤신 생성량 측정

    24 시간의 배양이 종료된 시 에 세포 용해용 완충액(20 

mM Tris, 0.5% NP-40, 250 mM NaCl, 3 mM EDTA, 3 mM 

EGTA,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가하여 세포 내에 존재하는 

MUC5AC 뮤신을 추출한 후 이후의 실험에 사용하 다. 즉, 수거

된 세포 용해액(cell lysate)을 PBS로 1/10의 농도로 희석하고, 희

석된 각 sample을 ELISA 용의 96-well plate에 각각 100 ㎕씩 

분포시킨 후, 42℃에서 완 히 건조될 때까지 incubation하 다.  

그 후 PBS-Tween 20(0.05%, PBS-T) 용액 200 ㎕/well을 이용, 각 

well 당 3회씩 세척하 다. 세척 후 PBS-T에 용해된 2% BSA 용

액 200 ㎕를 각 well당 가하고, 다시 1시간 동안 incubation하

다. 1시간 후, PBS-T 200 ㎕로 3회 세척하고, MUC5AC에 한 

monoclonal antibody인 mouse anti-MUC5AC clone 45 M 1을, 

2% BSA에 1:200의 비율로 희석한 후에, 각 well당 100 ㎕씩 첨가

하고, 1시간 동안 incubation하 다. 1시간 후 PBS-T로 3회 세척

하고, 2차 항체인 horse radish peroxidase(HRP)-goat 

anti-mouse IgG conjugate를 2% BSA에 1:3,000의 비율로 희석한 

후, 각 well당 100 ㎕씩 첨가하고 1시간 동안 incubation하 다. 

PBS-T로 다시 3회 세척 후, 3,3',5,5'- tetramethyl-benzidine 

peroxide(TMB)용액 100 ㎕를 각 well에 첨가하고, 5분 후 1N 

H2SO4 50 ㎕를 첨가, 반응을 정지시켰다. 450 nm에서 각 well의 

흡 도를 측정함으로써 조군과 약물 처리군 간의 MUC5AC를 

정량 비교하 다22,23). 

  (4) RT-PCR

   ① NCI-H292 세포 내에 존재하는 total RNA의 분리

    24 시간의 배양이 종료된 세포를 냉각된 PBS로 2회 세척하

다. 세포에 trypsin-EDTA 용액을 처리하여 배양 시의 바닥

으로부터 분리하고, 세포 혼합물을 1.5 ㎖ 용량의 소형 시험 에 

옮겨 원심 분리함으로써 세포들만 수거하 다. 이어서 total 

RNA를 분리하고자 INTRON biotechnology사의 Easy-Blue 

RNA extraction kit(total RNA isolation reagent)를 이용해(0.5 

㎖/4×105 cells) 세포를 lysis시키고,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 다. 

5분 후 즉시 microtube에 chloroform을 첨가 후 15 간 

vortexing하고상온에 2-3분간 방치한 후 4℃, 13,000 rpm(Hanil 

centrifuge, MICRO 17 R)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

액 400 ㎕를 새 microtube에 옮겼다. 상층액에 동량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하고 

다시 4℃,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RNA 침 물을 

얻었다. 이 침 물에 diethylpyrocarbonate(DEPC)가 함유된 75% 

ethanol을 가하고 4℃,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함으로

써 세척하 다. 수거된 RNA 침 물을 5분간 기 에서 건조

시킨 후, 20 ㎕의 RNase-free water로 부유시키고, 

spectrophotometer(Beckman, DU-650)를 사용하여 260 nm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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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흡 도를 측정함으로써 RNA의 농도를 알아낸 다음 이후의 

실험에 사용하 다(1.0A260=single strand RNA 40 ㎍/㎖)26)
.

   ②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한 primer 제조

    PCR에 사용된 primer는 문 제조회사인 제노텍

(주)(Daejeon, Korea)에 주문, 합성하 다. NCI-H292 세포에서의 

human MUC5AC 유 자 합성을 해 사용한 sense primer의 

염기서열은 5‘-TGA TCA TCC AGC AGC AGG GCT-3', 

antisense primer의 염기서열은 5’-CCG AGC TCA GAG GAC 

ATA TGG G-3'이며, 이 primer에 의해 합성된 PCR 산물의 크기

는 약 500 bp 다. β-actin 유 자 합성을 해 사용한 sense 

primer의 염기서열은 5'-TAC AAC GAG CTG CGT GTG 

GCC-3＇이고, antisense primer는 5'-CAA CGG AAC CGC 

CTC GTT GC-3＇이며 이 primer가 표 으로 하는 DNA 크기는 

500 bp 다. 

   ③ RNA의 역 사 반응  합효소 연쇄반응(RT-PCR)

    수거된 total RNA를 이용, 역 사 반응(RT)으로 cDNA를 만

들고, 이를 합효소 연쇄반응(PCR)으로 증폭시켰다. 즉, 얻어진 

total RNA 1 ㎍을 75℃에서 5분간 가열함으로써 denaturation시

키고, 이를 얼음에 담가 랭시킨 후 RT premix kit의 사용자 설

명서에 따라 역 사 반응을 진행시켰다. MUC5AC 유 자에 

한 PCR은, 각각의 역 사 반응에서 얻은 cDNA 산물 2 ㎕를 

PCR premix kit의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진행시켰다. 증폭반응

을 하여, PCR을 40회 실시(PCR thermal cycler; Takara 

MP-300, Japan)하 으며, denaturation은 94℃에서 30 , 

annealing은 60℃에서 30 , extension은 72℃에서 30 간 각각 

시행하 다. 

   ④ 기 동에 의한 합효소 연쇄반응 산물의 확인

    RNA의 역 사 반응  합효소 연쇄반응으로 증폭된 

cDNA 산물들을 기 동으로 분리함으로써 MUC5AC 유 자 

발  변동여부를 찰하 다. 즉, 증폭된 PCR 산물 10 ㎕를 

10×gel loading buffer(0.25 ％ bromphenol blue, 0.25 ％ xylene 

cyanol FF, 50 ％ glycerol)와 잘 혼합한 다음, Tris-acetate-EDTA 

buffer (40 mM Tris-acetate, 1 mM EDTA)용액  1 ㎍/㎖의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0 ％ agarose gel에서 기 동

하 다. Gel 상에서 이동된 각각의 DNA band는 자외선 투사기

(ultraviolet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찰하고, 사진 촬

하 다.

  (5) 통계처리

    모든 측정 결과는 Mean±S.E.M.으로 환산된 후, 약물 처리군

의 측정치는 정상군 측정치의 백분율로 나타냈다. 통계처리는 

unpaired Student's t-test로 하 으며, p<0.05인 경우에 통계 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2) In vivo 실험

  (1)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의 제작  

    가로 200 cm, 세로 60 cm, 높이 30 cm의 직육면체 상자를 

두께 2 cm의 아크릴 수지 을 재료로 하여 제작하 다. 가로면

의 일부에 실험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들고 가로

면과 수직으로 하고 있는 좌우 양면의 앙부에 구멍을 만든 

후 그에 맞는 nipple과 polyethylene duct를 장착하 다. 한쪽 

duct는 이산화황이 발생되는 음  가습기의 분무구에 연결시

키고, 반 쪽 duct는 모터로 구동되는 환풍기의 흡기구에 연결시

켜 실험 종료 후 잔류하는 이산화황 기체를 완 히 제거할 수 있

도록 조치하 다. 이산화황 노출방법은 Pon 등
27)

이 보고한 방법

을 변형, 개조하여 사용하 다. 15%(V/V) sodium 

metabisulfite(MBS) 수용액을 음  가습기에 주입하고, 가습기

를 작동시켰다. 작동 후 3분 이내에 sodium MBS의 증기가 충만

했고 작동 종료 시까지 실험장치 내부의 이산화황 농도는 150 

ppm으로 유지되었다. 이산화황 농도 측정은 20-3,600 ppm 범

의 기  이산화황을 감지할 수 있는 Gastec detector 

kit(Tokyo, Japan)을 이용하 다. 동물을 정상군, 조군(이산화

황 3주 처리군), 실험군(이산화황 2주 처리 후 최종 1주간 이산화

황  방제 동시 처리군)으로 무작  배정하고 각 군당 동물 수

는 5마리로 하 다. 이산화황 노출 기간은 1일 3시간, 1주일에 5

일, 3주간이었다. 정상군은 실험장치가 설치된 동일한 실내에  

실험기간 동안 이산화황 노출  방제 투여 조작만 제외하고 동

일한 조건 하에 사육되었다. 

  (2)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에 방제의 경구투여

    실험군에 배당된 실험동물을 상으로, 체  70 kg 성인에게 

투여되는 방제의 투여용량을 기 으로 환산된 체  350 g의 흰쥐

에의 투여용량인 방제 추출물 2 ㎖를 경구 투여하 다. 즉, 총 3주

간의 이산화황 노출 기간  마지막 1주간(총5일) 매일 반복 으

로 방제를 투여하 는데 방제 투여는 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산화황 노출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각각 실시하 다.

  (3) 배상세포 내 액 함유량  배상세포 과다증식에 미치는 

향 측정

    방제가 배상세포 내 액 함유량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하여 기 내강 상피세포층에 한 조직학  검사를 실시하

다. 3주간의 이산화황 노출 기간이 종료된 후 각 군에 소속된 해

당 실험동물을 이산화탄소로 질식사시킨 후 기 을 개하고 분

리한 후 냉각된 10% formalin in PBS(pH 7.2)에 넣어 24 시간동

안 고정하 다. 고정한 조직을 라핀으로 포매 하 다. 

Microtome을 이용하여 5 ㎛ 두께로 잘라 조직 편을 제작하

다. 탈 라핀 과정을 거치고 PAS-Alcian Blue 염색을 실시한 후 

학 미경 하에서 찰하고 100-200배 배율에서 사진 촬 하

다. 정상군, 조군, 실험군의 기 내강 배상세포(goblet cell)의 

증식 여부  배상세포 내 액 함유량을 비교함으로써 방제가 

배상세포 내 액 함유 상태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28,29). 

결    과

1. In Vitro 

 1) NCI-H292 세포의 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

    取淵湯, 杏 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을 NCI-H292 세

포에 0.2 ㎕/200 ㎕ PBS의 투여 농도로 48시간 동안 투여했을 

때, 세포의 생존  증식에 유의성 있는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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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PC(Chwiyeon-tang), PH(Haengso-tang), 

PJ(Jawanchihyo-san) and PS(Gamisocheongryong-tang) on survival 

and proliferation of NCI-H292 cells. NCI-H292 cells were treated with 0.2 ㎕
/200 ㎕ PBS of PC, PH, PJ and PS extract, respectively, for 48 hrs. The number 

of cells survived was count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2) NCI-H292 세포에서 PMA로 유도된 뮤신 생성에 미치는 향

  (1) 取淵湯이 미치는 향 

    取淵湯은 최종 추출물 10, 20 ㎕/200 ㎕ PBS의 투여 농도에

서 PMA로 유도된 뮤신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 다(Fig. 2).

Fig. 2. Effect of PC(Chwiyeon-tang) on PMA-induced MUC5AC 

mucin production from NCI-H292 cells.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PC extract 4, 10, 20 ㎕/200 ㎕ PBS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PMA(10 

ng/㎖) for following 24 hrs. Cell lysates were collected for quantitation of MUC5AC 

mucin production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bar 

represents a mean±S.E.M. of 4 culture wells.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MA alone(p<0.05). 

Fig. 3. Effect of PH(Haengso-tang) on PMA-induced MUC5AC 

mucin production from NCI-H292 cells.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PH extract 4, 10, 20 ㎕/200 ㎕ PBS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PMA(10 

ng/㎖) for following 24 hrs. Cell lysates were collected for quantitation of MUC5AC 

mucin production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bar 

represents a mean±S.E.M. of 4 culture wells.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p<0.05). 

  (2) 杏 湯이 미치는 향

    杏 湯은 최종 추출물 4, 10, 20 ㎕/200 ㎕ PBS의 투여 농도

에서 PMA로 유도된 뮤신 생성을 증가시켰다(Fig. 3). 

  (3) 紫菀治哮散이 미치는 향

    紫菀治哮散은 최종 추출물 20 ㎕/200 ㎕ PBS의 투여 농도에

서 PMA로 유도된 뮤신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 다(Fig. 4). 

  (4) 加味 靑龍湯이 미치는 향  

    加味 靑龍湯은 최종 추출물 20 ㎕/200 ㎕ PBS의 투여 농

도에서 PMA로 유도된 뮤신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 다

(Fig. 5). 

Fig. 4. Effect of PJ(Jawanchihyo-san) on PMA-induced MUC5AC 

mucin production from NCI-H292 cells.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PJ extract 4, 10, 20 ㎕/200 ㎕ PBS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PMA(10 

ng/㎖) for following 24 hrs. Cell lysates were collected for quantitation of MUC5AC 

mucin production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bar 

represents a mean±S.E.M. of 4 culture wells.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MA alone(p<0.05). 

Fig. 5. Effect of PS(Gamisocheongryong-tang) on PMA-induced 

MUC5AC mucin production from NCI-H292 cells.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PS extract 4, 10, 20 ㎕/200 ㎕ PBS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PMA(10 ng/㎖) for following 24 hrs. Cell lysates were collected for 

quantitation of MUC5AC mucin production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bar represents a mean±S.E.M. of 4 culture wells.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MA alone(p<0.05). 

 3) NCI-H292 세포에서 PMA로 유도된 뮤신 유 자 발 에 미

치는 향

    取淵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은 각각 최종 추출물 20 

㎕/200 ㎕ PBS의 투여 농도에서 PMA로 유도된 뮤신 유 자 발

을 억제하 다. 그러나 杏 湯은 유의성 있는 향을 주지 못

하 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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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PC(Chwiyeon-tang), PH(Haengso-tang), 

PJ(Jawanchihyo-san) and PS(Gamisocheongryong-tang) on 

PMA-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NCI-H292 cells.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20 ㎕/200 ㎕ PBS of PC, PH, PJ and PS extract, 

respectively,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PMA(10 ng/㎖) for following 24 

hrs. Total RNA was isolated and MUC5AC mRNA levels were analyzed by RT-PCR. 

The PCR products were separated on 1.0% agarose gel and stained with ethidium 

bromide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2. In vivo

 1) 기도상피 배상세포 내 액 함유량  배상세포 과다증식에 

미치는 향

  (1) 取淵湯이 미치는 향 

    取淵湯은 흰쥐에서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기도상피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 감소에 뚜렷

한 향을 주지 못하 다(Fig. 7).

Fig. 7. Effect of PC(Chwiyeon-tang)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in trachea of rats 

exposed to SO2. Rats were exposed to sulfur dioxide and effect of 
orally-administered PC extract (2 ㎖ per day for 5 days)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was exa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magnification ; 200 × ). 

  (2) 杏 湯이 미치는 향 

    杏 湯은 흰쥐에서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기도상피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 감소에 뚜렷

한 향을 주지 못하 다(Fig. 8).

  (3) 紫菀治哮散이 미치는 향

    紫菀治哮散은 흰쥐에서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기도상피 배상

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 감소에 

뚜렷한 향을 주지 못하 다(Fig. 9).

  (4) 加味 靑龍湯이 미치는 향 

    加味 靑龍湯은 흰쥐에서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기도상피 배

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를 감

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0).

Fig. 8. Effect of PH(Haengso-tang)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in trachea of rats 

exposed to SO2. Rats were exposed to sulfur dioxide and effect of 
orally-administered PH extract (2 ㎖ per day for 5 days)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was exa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magnification ; 200 × ). 

Fig. 9. Effect of PJ(Jawanchihyo-san)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in trachea of rats 

exposed to SO2. Rats were exposed to sulfur dioxide and effect of 
orally-administered PJ extract (2 ㎖ per day for 5 days)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was exa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magnification ; 200 × ). 

Fig. 10. Effect of PS(Gamisocheongryong-tang)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in trachea of rats 

exposed to SO2. Rats were exposed to sulfur dioxide and effect of 
orally-administered PS extract (2 ㎖ per day for 5 days) on intraepithelial 

mucosubstances and hyperplasia of goblet cells was exa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magnification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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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기도 액의 분비는 흡입된 자극물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도

를 보호하는 생체 항상성 장치이다. 액은 섬모와의 최선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효과 으로 액섬모청소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폐로부터 입자들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 한 성과 탄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5)

. 흡입된 자극물들이 기도 상피에  

잠재 인 손상 때문에, 액의 분비 과정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

어진다. 그러나 일시 인 흡입 이물질에 응하여 신속한 분비 

외에, 긴 시간 만성 으로 증가된 기도 액의 분비는 기도 질환

의 원인이 된다. 이 경우에 기도 액 분비의 항상성  보호하

는 기능은 소실되고 신에 액 과다분비가 질병을 야기한다1)
.  

    한 과도한 액 분비로 인한 기도 폐쇄는 천식, COPD, 낭

포성 섬유증을 포함한 몇몇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일반 인 

특징이자 이들의 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

흡기 질환 환자에 있어서 뮤신의 분비 조 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고통의 경감과 질환의 치료에 있어 단히 요하다30,31). 

    取淵湯은《辨證奇聞, 鼻淵門》
12)에 기재된 처방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들의 個別效能
32,33)을 살펴보면 辛夷는 祛風

寒, 通鼻竅, 治鼻淵, 鼻塞不通, 鼻流濁涕, 當歸는 潤燥滑腸, 補血

和血, 柴胡는 和解 熱, 梔子炒는 淸熱, 瀉火, 凉血, 玄蔘은 滋陰

淸熱, 解毒, 貝母는 潤肺化痰, 淸熱한다. 이상의 약효를 종합해보

면 取淵湯은 淸熱解毒, 通鼻竅, 滋陰潤肺, 淸膽瀉火하는 약물들

이 배합되어 頭痛과 함께 鼻淵, 咳嗽, 鼻塞 등이 일어나는 鼻淵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杏 湯은《世醫得效方》13)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東醫

寶鑑․咳嗽․寒嗽》14)에서 “治傷風寒咳嗽痰盛”한다고 하 으며, 

宣肺潤氣藥인 杏仁, 發散藥인 紫 葉과 生薑, 淸熱藥인 桑白皮, 

化痰藥인 陳皮, 半夏, 貝母, 補氣助陽藥인 白朮과 甘草, 收斂藥인 

五味子로 구성되어 止咳平喘, 解表散寒의 효과가 있어 惡寒發熱, 

咳嗽, 객담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15,32).

    紫菀治哮散은 哮吼, 肺束寒熱이 오래되어 생긴 寒暄咳 등의 

치료에 활용되는 《晴崗醫鑑》16)
의 治哮紫菀散에서 降氣化痰하

는 白前, 宣肺平喘하는 麻黃, 溫肺止咳하는 生薑을 祛하고 降氣

化痰하는 前胡를 加하여 만든 처방이다34). 

    加味 靑龍湯은 ․만성 기 지염, 기 지천식, 알 르기성 

비염, 폐렴 등의 질환 치료에 폭 넓게 사용되는《傷寒論》17)의 

靑龍湯15,17)
 원방에 潤肺止咳하는 貝母, 淸肺潤燥하는 天花粉, 潤

肺化痰止咳하는 紫菀, 潤肺止咳하는 百部根, 降氣化痰하는 前胡, 

瀉肺平喘하는 桑白皮, 溫肺化痰하는 白芥子, 止咳平喘하는 子, 

犮散風寒하는 辛夷, 緩和藥性하는 大棗, 溫肺止咳하는 生薑을 加

味하여 止咳平喘化痰潤燥하는 효능을 강화한 처방이다34).

    호흡기 뮤신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물질로는 스테로이드, 인

도메타신 등이7) 있으며 최근 poly-L-lysine(PLL)등의 양이온성 

폴리펩티드가 호흡기 뮤신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로서 보고되었

다35).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은 그 다양한 약리작용  부작용 등

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임상에서 히 응용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7-9). 한, 한의학  처방약물 에서도 호흡

기 객담의 주 구성요소인 뮤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처방 혹

은 단미 약물에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자는 선행 연구18-21)
에서 효능이 일정하게 알려진 取

淵湯, 杏 湯, 紫菀治哮散과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加味 靑

龍湯이 기도의 객담 생성  과다분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인간 기도 상피세포주인 NCI-H292 세포를 이용하여, 

각 방제들이 PMA로 유도된 NCI-H292 세포의 뮤신 생성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이산화황 흡입으로 유발된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에서 기도상피 배상세포(goblet cell) 

내의 액 함유량  배상세포 과다증식 에 미치는 향을 찰

하 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투여된 방제에 의해 유발될 수 있

는 세포독성을 검증하기 하여 NCI-H292 세포에 각 방제 처리 

후, 세포의 생존  증식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는 방법인 

sulforhodamine B test(SRB test)25)를 시행하 다. 이 방법을 시행

한 결과 각 방제는 모두 시험 상 세포인 NCI-H292 세포의 생존 

 증식에 유의성 있는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1).

    PMA는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protein kinase 

C, PKC)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산화질소(nitric oxide) 생성 증

가 활성, 강력한 발암 진 활성, 세포에서 유도형 산화질소 생성

효소(iNOS) 발  증가 활성36,37)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인간 기도 상피세포에서는 뮤신의 생성  뮤신 유 자

의 발  을 증가23)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실험 결과 인간 기도 상피세포인 NCI-H292 세포에 PMA를 

처리하여 뮤신의 생성을 유도한 상태에서 取淵湯은 10, 20 ㎕

/200 ㎕ PBS의 투여 농도에서, 紫菀治哮散과 加味 靑龍湯은 20 

㎕/200 ㎕ PBS의 투여 농도에서 뮤신의 생성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Fig. 2, 4, 5). 그러나 杏 湯은 PMA에 의한 뮤신 생

성량을 증가시켰다(Fig. 3). 

    한 동일한 조건에서 유도된 MUC5AC 뮤신 유 자 발

에 해서도 取淵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은 모두 

MUC5AC 뮤신 유 자의 발 을 감소시켰다(Fig. 6). 그러나 杏

湯은 뮤신 유 자의 발 에 해서 유의성 있는 변화를 유발

하지 못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杏 湯을 제외한 取淵湯, 紫菀治哮散, 加

味 靑龍湯 등이 PMA 처리와 같이 기도뮤신의 생성 혹은 유

자 발 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약효 발 의 결과로 뮤신

의 생성  유 자 발 을 모두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取淵

湯은 본 연구 결과와 뮤신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김 등18)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뮤신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객담량의 

증가를 주요증상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 치료에 응용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加味 靑龍湯 역시 본 연구결과와 靑龍湯이 뮤신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나 등38)과 김 등20)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객담량의 증가를 주요증상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 치료에 응

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紫菀治哮散은 본 연구결과와 뮤신 분비

를 증가시킨다는 박 등21)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기도의 객담 

생성을 억제하되 이미 생성된 객담에 해서는 체외로의 배출을 

용이하도록 하여 객출곤란을 호소하는 호흡기 질환 치료에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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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한 杏 湯은 임 등
19)

과 김 등
20)

의 HTSE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뮤신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하 으나 

인간 기도 상피세포를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뮤신 생성을 증가

시키고 뮤신 유 자 발 에서 뚜렷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

다. 이는 杏 湯이 뮤신의 생성단계보다는 이미 생성되어 배상세

포 내에 장되어 있는 뮤신의 분비에 어떠한 향을 미침으로

써 액 과다분비를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서 임상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세포를 상으로 한 시험  내 실험(in vitro)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을 상으로 한 생체 내 실험(in vivo)에서 

각 방제가 어떠한 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찰해 보았다. 실험

결과(Fig. 7-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取淵湯, 杏 湯, 紫菀治哮

散은 모두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에

서 5일 간의 경구 투여로 기도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

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 감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 다. 그러나 加味 靑龍湯 투여군에서는 이산화황으로 유

발된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

포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에서는 杏 湯, 取

淵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  加味 靑龍湯만이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에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HTSE 세포를 이용한 객담분비 조  연구에

서 取淵湯이 뮤신 분비를 감소시켰고, 紫菀治哮散이 뮤신 분비를 

증가시켰다는 김 등18)과 박 등21)의 연구 결과와 두 처방이 

NCI-H292 세포에서의 뮤신 생성  유 자 발 을 억제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取淵湯과 紫菀治哮散이 뮤신의 생

성  분비 모두에 조  작용을 가지고 있어 기도 액 련 호

흡기 질환의 치료에서 임상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주었

으나 한 본 연구에서 채택된 동물 실험모델이 取淵湯이나 紫

菀治哮散의 임상  효능을 해석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동시에, 임상에서 그 활용 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杏 湯은 뮤신 생성을 증가시키고 뮤신 유 자 발 에서 

뚜렷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동시에 동물 실험모델의 기도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 감

소에도 특이한 향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 방제가 뮤신의 

생성단계보다는 이미 생성되어 배상세포 내에 장되어 있는 뮤

신의 분비에 어떠한 향을 미침으로써 액 과다분비를 동반하

는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서 임상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을 시

사한다. 한 加味 靑龍湯은 in vitro 실험에서 뮤신 생성량을 

감소시켰고 in vivo 실험에서도 동물 실험모델의 기도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를 감소시킴으

로써 기도 액 련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서 임상  효능을 나

타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론 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는 임상 한의학에서 取淵湯, 杏

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 등이 객담분비 련 호흡기 질

환치료에 이용되어 왔던 기 과학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

양한 호흡기 질환의 임상  특징을 히 모사(模寫)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사용하여 각 방제들의 효능에 한 계속 이고도 심

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    론

    PMA 처리로 뮤신의 생성  유 자 발 이 유도된 

NCI-H292 세포와 이산화황 흡입으로 유발된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을 이용하여, 取淵湯(PC), 杏 湯(PH), 紫菀治哮散(PJ), 

加味 靑龍湯(PS)이 뮤신 생성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과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의 기도상피 조직의 조직학  변화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取淵湯, 杏 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은 모두 

NCI-H292 세포의 생존  증식에 유의성 있는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取淵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은 NCI-H292 세포에

서 뮤신의 생성량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杏 湯은 뮤신의 생성량

을 증가시켰다. 取淵湯, 紫菀治哮散, 加味 靑龍湯은 NCI-H292 

세포에서 모두 유 자의 발 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杏 湯은 뮤

신 유 자 발 에 뚜렷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取淵湯, 杏

湯, 紫菀治哮散은 모두 기도 액 과다분비 모델동물의 기도 배상

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 감소에 

뚜렷한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 다. 그러나 加味 靑龍湯 투여군

에서는 이산화황으로 유발된 배상세포 내의 증가된 액 함유량 

 과다증식된 배상세포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임상  특징을 

히 모사(模寫)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사용하여 각 방제들의 효

능에 한 계속 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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