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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黛와 生地黃의 항염 및 항산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서형식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

The Experimental Study on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tion of 

Indigo Naturalis and Rehmanniae Radix

Hyeong-Sik Seo

  Objectives : This experim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nt effects of Indigo Naturalis(IN) and Rehmanniae Radix(RR) which were herbs for clearing 

heat.

  Methods : Anti-inflammation and anti-oxidation effects of IN and RR that were measured by the inhibitory 

ability of Nitric oxide(NO) production and the scavenging for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radical. 

  Results : 1. IN and RR groups were not showed cell toxicity. 

                  2. In the inhibitory ability of NO production, IN groups were better than RR group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s among the groups. 

                  3. In the scavenging for DPPH radical, IN groups were better than RR group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s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IN group was better than the RR group in treating skin 

eruptions, especially those such as erythema, purple spot, papule, pustules which appear in acute 

inflammation.

Key word : Indigo Naturalis, Rehmanniae Radix, Anti-inflammation, anti-oxidation, NO, DPPH.

Ⅰ. 緖  論

  최근 스트레스의 증가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에 의해서 민감성 피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연 

친화적인 한방 성분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선호

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韓藥을 원료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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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

분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과 같은 미용적 측면이 

강조된 제품의 개발이 주를 이루는 있으며, 염증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제품의 개발은 부족한 상태

이다.

  靑黛는 淸熱解毒藥으로 淸熱解毒, 凉血散腫의 효

능이 있어 濕疹, 口瘡, 瘡癰을 治하고, 生地黃은 

淸熱凉血藥으로 淸熱生津, 凉血止血의 효능이 있어 

濕疹, 蕁麻疹을 治하여1)
 靑黛와 生地黃은 血熱로 

인한 염증질환에 응용할 수 있는 韓藥이다. 

  피부질환은 여러 가지의 자각 증상과 더불어 피

부의 표면에 발진의 양상으로 표현되며, 紅斑, 紫

斑, 丘疹, 膿疱, 膨疹, 鱗屑, 結痂, 皸裂, 㧓痕 등

이 血熱로 인해 유발2)되는 발진이며, 이러한 발진

은 다양한 피부질환의 염증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靑黛와 관련된 연구로는 항염 효과3)에 한 연구

가 있었고, 生地黃과 관련된 연구로는 접촉성피부

염4)
, 항염5,6)

, 당뇨7,8)
, 암9)에 한 연구가 있어 주

로 항염에 관해 이루어졌으며, 항산화와 함께 진행

된 연구는 없었다. 활성산소는 면역활동 등 생명에 

필수적인 역할10)을 하며, 각종 염증반응에 있어서

도 관여11)되므로 항염과 함께 항산화에 한 연구

를 살펴보는 것이 염증성 피부질환에 응용할 수 

있는 韓藥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저자는 염증성 피부질환을 진정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靑黛와 生地黃에 한 독성, 항염, 항

산화효과에 한 간략한 실험연구를 보고하는 바

이다. 

Ⅱ. 實驗材料 및 方法

1. 材料

1) 약 물

  본 실험에 사용된 한약재는 靑黛 30 g, 生地黃 

100 g 을 상지 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엄선하여 

실험 사용하였다.

2) 균주 및 세포주

  독성 및 항염에 사용된 Raw 264.7(Mouse 

Macrophage cell line) 세포주는 한림 학교 TIC

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3-(4,5-dimethyl thiazol-2-gel)- 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N
G
-methyl-L-arginine 

acetate salt(L-NMMA), Lipopolysaccharide(LPS) 

시약들은 Sigma(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ELISA reader(Perkin-Elmer, Foster City, CA) 등

의 기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2. 方 法

1) 시료조제

  靑黛 30 g은 분말을, 生地黃 100 g은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로 만들고 2차 증류수 1ℓ와 혼합하

여 약탕기로 100℃에서 150분 동안 추출하고 회전

감압농축기를 이용 완전 농축하여 각각 30 mM 

NaOH 용매제를 이용하여 20 ㎎/㎖의 농도로 

solution을 만들고 0.45 ㎛의 주사기 필터로 여과

한 후 시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균주 및 세포 배양 

  Raw 264.7 cell을 10% FBS(fetal bovine 

serum), penicillin(100 units/㎖), streptomycin(100 

units/㎖)이 첨가된 DMEM(Dulbecco's modified 

Egale's medium) 배지로 5% CO2, 37℃에서 배양

하였으며, 배지는 3～4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배양

용기에 90%이상 자라게 되면 계  배양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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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 독성 측정 

  96 well plate 에 1×10
4 

cells/well의 농도로 

Raw 264.7 cell을 접종하여 24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각 시료의 농도가 20, 

50, 100 ㎍/㎖가 되도록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

였다. 배양 후 MTT 시약을 각 well에 첨가하고, 

4시간 동안 항온기에서 반응시킨 후, MTT 시약이 

함유된 배지를 제거하였다. 각 well에 100 ㎕ 

acid iso-propanol(0.04N HCl in iso- propanol)

을 첨가하여 30분간 교반하여 주고,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570 ㎚에서 흡광값을 측정하였다13)
.

4) 항염 효능 측정 

  96 well plate에 5×10
4 

cells/well의 농도로 

Raw 264.7 세포를 접종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시료의 최종 농도가 각각 20, 50, 100 ㎍

/㎖의 농도가 되도록 세포에 처리하고 염증 반응 

유도 인자인 LPS를 100 ㎎/㎖의 농도로 처리하였

다.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이용하여 Nitric 

oxide(NO)의 생성 정도를 측정하였다14)
. 96 well 

plate에 세포배양액 50 ㎕와 Griess 시약 50 ㎕를 

혼합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에서 흡광값을 측정하였다. 양성 

조군으로는 NO 생성 억제제인 L-NMMA를 50 

μM이 되도록 시험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

여 시험 시료의 NO 생성 저해능을 비교하였다. 

5) 항산화 효능 측정 

  DPPH의 환원성을 이용하여 시료의 DPPH 라

디칼 소거효과를 측정하였다. DPPH를 메탄올에 

용해시켜 0.1 mM DPPH 용액 1 ㎖에 시료를 각 

농도별로 제조하여 1 ㎖씩 넣어주고 잘 혼합하여 

준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565 ㎚에서 

흡광값을 측정하였다15)
.

6)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 하였고 통

계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로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實驗結果

1. 세포 독성 평가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20, 50, 100 ㎍/

㎖ 농도의 청  및 생지황 추출물은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Table 1. The Cytotoxic Effect of Indigo Naturalis 
and Rehmanniae Radix Extract on 
Macrophage Raw 264.7 Cells by MTT 
Assay

Group 세포생존율(%) D

control 99.3±0.9 a

IN 20 ㎍/㎖ 98.7±6.3 a

IN 50 ㎍/㎖ 99.6±2.5 a

IN 100 ㎍/㎖ 85.6±7.7 a

RR 20 ㎍/㎖ 101.6±2.6 a

RR 50 ㎍/㎖ 92.3±13.7 a

RR 100 ㎍/㎖ 88.9±23.6 a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way 

ANOVA among groups.(p<0.05)

  D :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IN; Indigo Naturalis
  RR; Rehmanniae Radix

2. 항염 효능 평가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청  추출물은 

20 ㎍/㎖에서 6.1±3.1%, 50 ㎍/㎖농도에서 10.0± 

7.1%, 100 ㎍/㎖에서 14.1±2.3%의 NO 생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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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능을 나타냈으며, 생지황 추출물은 50 ㎍/㎖농도

에서 5.4±0.7%, 100 ㎍/㎖에서 6.6±2.5%의 NO 

생성 저해능을 나타내 청  추출물이 생지황 추출

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Inhibitory Effects of Indigo Naturalis and 
Rehmanniae Radix Extract on NO 
Production in LPS-induced Macrophage 
Raw 264.7 Cells

Group
NO 생성 
저해능(%)

D

NMMA 50㎍/㎖ 65.1±10.5 b

IN 20 ㎍/㎖ 6.1±3.1 a

IN 50 ㎍/㎖ 10.0±7.1 a

IN 100 ㎍/㎖ 14.1±2.3 a

RR 20 ㎍/㎖ _ a

RR 50 ㎍/㎖ 5.4±0.7 a

RR 100 ㎍/㎖ 6.6±2.5 a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way 

ANOVA among groups.(p<0.001)

  NO: Nitric oxide

  LPS: Lipopolysaccharide

  D :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NMMA: NG-methyl-L-arginineacetatesalt

  -: No inhibition

  IN; Indigo Naturalis
  RR; Rehmanniae Radix

3. 항산화능 평가

  항산화능에 한 실험 결과, 청 는 20 ㎍/㎖에

서 42.1±0.7%, 50 ㎍/㎖농도에서 49.2±0.0%, 100 

㎍/㎖에서 62.9±6.0%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고, 생지황은 20 ㎍/㎖에서 21.6±14.1%, 50 

㎍/㎖에서 26.4±8.6%, 100 ㎍/㎖에서 31.5±4.1%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 청 추출물이 

생지황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3. Scavenging Effects of Sulfur Extract on 
DPPH Radical 

Group
DPPH 라디칼

소거능 (%)
D

Quercetin 10㎍/㎖ 79.4±4.2 e

IN 20 ㎍/㎖ 42.1±0.72 b,c

IN 50 ㎍/㎖ 49.2±0.0 c,d

IN 100 ㎍/㎖ 62.9±6.0 d

RR 20 ㎍/㎖ 1.6±14.1 a

RR 50 ㎍/㎖ 26.4±8.6 a,b

RR 100 ㎍/㎖ 31.5±4.1 a,b,c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way 

ANOVA among groups.(p<0.01)

  DPPH : 1,1-diphenyl-2-picrylhydrazyl

  D :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IN; Indigo Naturalis

  RR; Rehmanniae Radix

Ⅳ. 考  察

  천연물을 이용하여 인간의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되었으며, 최근 스트레스의 증가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에 의해서 민감성 피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연 친화적인 한방 성분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韓藥을 원료 성분

으로 하는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는 피부 보호 효과가 높은 성분을 이용하여 화장

품에 첨가하는 정도로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가

공, 분리, 정제, 분석기술과 생리활성 평가 검증 

기술을 접목하여 효능, 효과를 증 하며 피부에 안

전한 화장품 원료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16)
.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과 젊음을 

추구하는 well-being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자연 친화적인 한방과의 접목을 다각도로 진행시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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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黛는 爵床科에 속한 마람의 잎이나 莖葉을 가

공하여 얻은 분말이나 덩어리를 건조한 것으로 淸

熱解毒, 凉血散腫의 효능이 있어 熱毒과 血熱로 인

한 濕疹, 口瘡, 瘡癰에 外用 또는 內服을 통하여 

治하고, 生地黃은 玄參科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

황의 신선한 뿌리로 淸熱生津, 凉血止血의 효능이 

있어 血熱로 인한 濕疹, 蕁麻疹에 內服을 통하여 

治한다1)
. 따라서 靑黛와 生地黃은 淸熱凉血의 효능

이 있어 血熱로 인한 염증성 질환에 응용할 수 있

는 韓藥이다. 

  피부질환은 여러 가지의 자각 증상과 더불어 피

부의 표면에 발진의 양상으로 표현된다. 발진은 斑

點, 丘疹, 結節, 腫瘍, 膨疹, 水疱, 膿疱의 원발진

과 鱗屑, 擦傷, 龜裂, 痂皮, 糜爛, 潰瘍, 瘢痕, 苔癬

化의 속발진으로 구분17)되며, 이중 紅斑, 紫斑, 丘

疹, 膿疱, 膨疹, 鱗屑, 結痂, 皸裂, 㧓痕 등이 血熱

로 인해 유발2)되는 발진에 해당된다. 血熱로 인하

여 발생하는 발진은 다양한 염증성 피부질환에서 

흔히 관찰되어진다. 

  활성산소는 세포구성 성분들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에 하여 비가역적인 파괴 작용을 함

으로써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여 뇌질환, 심장질

환, 동맥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염증, 자가면

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피부과 영역에서 살펴볼 

때 피부표면에 상처가 나면 세포의 막이 공기에 

노출되고 어떤 자극으로 인하여 산소가 활성산소

로 변화하고, 불포화지방산과 결합해서 과산화지질

이 만들어지면 조직이나 세포에 해롭게 작용하면

서 상처 자리와 궤양면을 폐색시켜 치유를 방해함

으로 상처가 빨리 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오래가

게 된다. 또한 활성산소는 체내의 불포화지방산과 

결합하여 과산화지질을 형성하면 보습을 맡고 있

는 피부 최상층부의 각층을 이루는 피부의 보습 

기능을 빼앗아 보습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염을 더

욱 악화시키게 된다19)
. 

  靑黛와 관련된 연구로는 항염 효과3)에 한 연

구가 있었고, 生地黃과 관련된 연구로는 접촉성피

부염4)
, 항염5,6)

, 당뇨7,8)
, 암9)에 한 연구가 있었

다. 靑黛와 生地黃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항염에 관

해 이루어졌으며, 항산화와 함께 진행된 연구는 없

었다. 활성산소는 면역활동 등 생명에 필수적인 역

할10)을 하며, 각종 염증반응에 있어서도 관여11)되

므로 항염과 함께 항산화에 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염증성 질환에 응용할 수 있는 韓藥을 연구

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靑黛와 

生地黃에 한 세포 독성, NO 생성 저해능을 통

한 항염효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에 해 실험한 결과, 20, 50, 100 ㎍/

㎖ 농도의 청  및 생지황 추출물은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항염효능에 해 실험한 결과, 청  추출물은 

20 ㎍/㎖에서 6.1±3.1%, 50 ㎍/㎖농도에서 

10.0±7.1%, 100 ㎍/㎖에서 14.1±2.3%의 NO 생

성 저해능을 나타냈으며, 생지황 추출물은 50 ㎍/

㎖농도에서 5.4±0.7%, 100 ㎍/㎖에서 6.6±2.5%의 

NO 생성 저해능을 나타내 청  추출물이 생지황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험군의 NO 생성 저

해능은 조군의 65.1±10.5%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실험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산화능에 한 실험 결과, 청 는 20 ㎍/㎖에

서 42.1±0.7%, 50 ㎍/㎖농도에서 49.2±0.0%, 100 

㎍/㎖에서 62.9±6.0%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고, 생지황은 20 ㎍/㎖에서 21.6±14.1%, 50 

㎍/㎖에서 26.4±8.6%, 100 ㎍/㎖에서 31.5±4.1%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 청 추출물이 

생지황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험군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조군의 79.4±4.2% 비

해 낮게 나타났으며 실험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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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청  추출물이 생지황 추출물보다 항

염 및 항산화능에서 나은 결과를 보여 血熱로 인

한 염증성 피부질환에 다소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

되며, 청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연구가 추가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靑黛 및 生地黃 추출물의 세포 독성, NO 생성 

저해능을 통한 항염효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靑黛 및 生地黃 추출물의 20, 50, 100 ㎍/㎖ 농

도에서 세포 독성은 없었다.

2. 靑黛 추출물이 生地黃 추출물보다 NO 생성 저

해능은 높았으나 실험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3. 靑黛 추출물이 生地黃 추출물보다 DPPH 라디

칼 소거능은 높았으나 실험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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