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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We determined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KCNS-001 that is a herbal formula 

including 6 medicinal plants and that are used to mitigate atopic dermatitis in oriental medicine. 

Methods : To evaluate anti-inflammatory effect of KCNS-001, we measured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nitric oxide (NO) and cyclooxygenase-2 (COX-2) in LPS-activated 

Raw 264.7 cell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concentrations of ROS and 

relative level of NO were measured with DPPH assay and Griess reagent, respectively. COX-2 and 

TNF-α were detected by enzyme immuno assay (EIA) an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sults : ROS and NO production were reduced by KCNS-001 in a dose-dependent manner. 

KCNS-001 significantly inhibited activity of COX-2 and suppressed the release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KCNS-001 may have an anti-inflammatory agent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inflammato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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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선천성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식세포(macrophage)는 

외인성 세균, 바이러스 등의 식균작용과 함께 염증매개물질

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식세포의 염증매개물질로는 

arachidonic acid cascade metabolites인 prostaglandin과 

TNF-ɑ와 같은 cytokines, 산화질소,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등이 알려져 있으며 류마티스 염, 

천식, 아토피 등 염증성 질환에 여한다. 1897년 아스피

린(acetylsalicylic acid)이 출시된 이래 40여 종 이상의 소

염진통제들이 개발되었으나, 장 합병증, 심 계 안 성 

등의 이유로 재까지 US FDA에 승인되어 매되는 것은 

선택   COX-2 (cyclooxygenase-2) 억제제인 Celecoxib가 

유일하다
1). Cyclooxyganase (COX)는 두 가지 아형(is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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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OX-1, COX-2가 존재하며2) arachidonic acid로부터 

prostaglandin의 생성에 여하는 효소이다. 비선택성 소

염진통제(non-selective NSAID)들은 생리작용을 담당하

는 COX-1의 억제로 장 합병증 등을 유발하여 선택  

소염진통제(COX-2 selective NSAID) 개발의 가설을 제공

하게 되었다
3). 외인  요인에 의한 IL-4, 5, 13 등 cytokine 

증가는 B cell을 활성화시키며, IgE 과량생산과 mast cell

의 histamine 분비를 유도하게 된다
4,5). Histamine 분비에 

의한 가려움증은 피부장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는 물리

 요인을 제공한다. 피부를 물리 으로 보호하는 ceramide 

장벽이 무 지면 glucosylceramide나 spingomyelin 등의 성

분이 glucospingolipid spingomyelin deacylase 효소에 의

해 염증매개의 요 기 인 arachidonic acid cascade를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
6). 

KCNS-001은 윤 등7)에 의해 임상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고된 아토피 1호방(습열형), 아토피 2호방( 허풍조형) 

 아토피 3호방(유아기, 소아기)과 항염증, 항균, 소양감 

개선 등의 효능이 알려진 본   하수오, 작약, 은화, 

당귀, 계지  감 를 심으로 재구성한 한방조성물이

다. 이는 라멜라 액정으로 제형을 구성한 화장품의 비

 임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개선효과가 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CNS-001의 약리  특성을 알아보기 하

여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를 이용한 항

산화 실험, 산화질소 억제활성, COX-2 억제활성,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ɑ) 등의 염증 련 매개인자

들을 분석하 다.  

재료  방법

 1. 약물의 추출  제조

하수오, 작약, 은화, 당귀, 계지  감 를 세 하여 

추출용매(증류수 : 1,3 -부틸 리콜 = 7 : 3)를 400 mL 

첨가하고 실온에서 음 추출기(SM30-CE, 소니메디)로 

4시간 동안 추출 하 다. 1～5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캐트

리지(catrige)형 처리 여과기를 통과시킨 후 분획분자

량이 5,000～300,000달톤의 고분자로 이루어진 한외여과

막으로 여과하여 최종 추출물을 얻었다. 이를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해 용매를 부 제거한 후, 동

결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Table 1. Composition and Contents of KCNS-001

Korean name Pharmaceutical name Amount (g)

     하수오 Polygoni multiflori Radix     12

     작약 Paeoniae Radix      8

     은화 Lonicerae Flos      6

     당귀 Angelicae gigantis Radix      6

     계지 Cinnamomi Ramulus      2

     감 Glycyrrhizae Radix      2

2. DPPH에 의한 자유라디칼 소거능 평가

자유라디칼 소거능 평가법은 Blois의 방법8)에 하여 

실시하 다. 시료를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ul씩 

넣고 0.1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용

액을 100 uL씩 첨가한 다음 37℃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해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유라디칼 소거능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하 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AT)/AB] × 100, 

AB-absorbance of blank sample,

AT-absorbance of tested extract solution.

3. 세포생존율

Raw 264.7 cell을 96 well plate에 well당 1×104개로 분

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10, 50, 100 ug/mL 농도

로 각 시료들을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

액을 흡입하여 제거한 다음 PBS로 1회 세척하고, MTT 

용액을 0.5 mg/mL의 농도로 100 uL씩 세포에 첨가하여 

4시간 동안 37℃, 5% CO2에서 배양하 다. 배양액을 흡

입하여 제거한 다음 DMSO (dimethyl sulfoxide) 200 uL

를 첨가하고 shaker에서 10분간 흔들어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9). 세포독성평

가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되었다. 

  Cell viability(%) = AT/AC×100, 

  AC-absorbance of control, 

  AT-absorbance of tested extract solution.

4. 세포배양 

쥐의 식세포주인 RAW 264.7 cell은 ATCC로부터 구

입하 으며 10%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GIBCO)

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cum (DMEM)을 배양액으로 37℃

에서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5. Nitric oxide (NO) 측정

약재 처리하기 날 24 well plate에 5×105 /well 정도

로 분주하고 다음날 오 에 배지를 serum free media로 

교체한 후 약 8시간 starvation시켰다. 배양 media는 흡

입한 후 fresh serum free media 500 ul/well을 넣고 약

재를 농도별로 가한 후 LPS stock solution (100 ug/mL)

을 2.5 ul/well 처리해주고 16시간 배양하 다. Media 상

층액을 96 well plate에 100 ul를 옮기고 동량의 Griess 

reagent (100 ul)를 가하고 30분간 상온에서 배양한 다음 

발색의 정도를 microplate reader의 54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세포배양액 내 NO의 농도(uM)는 NaNO2 

표 액의 정량곡선을 기 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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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Cyclooxygenase-2 (COX-2) 측정 

LPS 처치 후 18시간에 Amersham Prostaglandin E2 

Biotrak Enzymeimmunoassay (EIA) Kit (Amersham 

Cat No. RPN222)를 이용하여 COX-2의 양을 측정하

다. Kit에서 제공되는 stock 용액을 500 ml bottle에 옮긴 

후 DDW로 volume을 조정하 다. Prostaglandin E2 

conjugate 하기 해 1X assay buffer 6 ml를 가하고 거

품이 생기지 않게 잘 녹인 후 3 ml를 취해 3 ml의 assay 

buffer와 섞어 희석시켰다. Antibody는 1X assay buffer 

6 ml로 희석시킨 후 거품이 생기지 않게 잘 녹여 2 ml를 

취해 4 ml의 assay buffer에 희석시켰다. 1X assay 

buffer 3.9 ml에 Stock standard 100 ul를 섞은 후 2.5, 5, 

10, 20,40, 80, 160 pg으로 희석하여 goat-anti mouse IgG

가 coating 된 96 well plate에 loading하 다.

7.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측정 

TNF-α는 LPS 처치 후 18시간에 당량의 배지를 취

하여 1/100로 희석하고, Diasource TNF-α ELISA Kit 

(Diasource Cat No. CMC3013) protocol에 따라 측정하

다. Antibody는 4～8℃에서 overnight (16시간 이상)하여 

코 하고, 상온에서 1시간 blocking 하 다. Sample 

detection antibody는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mouse HRP 1시간 처리하 다. 기질(TMB sol) 100 ul를 

처리한 후 20분간 암소에서 배양시켜 정지용액을 100 ul 

처리해 주고 상온에서 30분 이내로 배양한 후 ELISA 

reader 450 nm에서 측정하 다. 

8. 통계처리

모든 측정 결과는 3회 반복의 독립 인 실험에서 도출

된 표값의 평균(mean)과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간의 차이는 Graph Pad 

Prism program의 Student t-test를 수행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RAW 264.7 cell의 ROS 생성에 미치는 

  향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 ROS 생성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KCNS-001 10, 25, 50, 100 ug/mL의 농

도로 처리하여 생성되는 ROS 양을 측정하 다. LPS군에

서는 control군에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KCNS-001 처리군에서 유의하게 ROS 생성을 억제하

다(Fig. 1).

Fig. 1. Effect of KCNS-001 on LPS-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production in RAW 264.7 macrophage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eatment with LPS alone (* : p < 0.05, ** :  p < 0.01 vs LPS alone).

2. NO 생성에 미치는 향

KCNS-001의 10, 50, 100 ug/mL을 처리한 Raw 264.7 

cell에서 NO 생성억제 효과를 살펴 본 결과 27% (10 

ug/mL), 59% (50 ug/mL)  62% (100 ug/mL)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

Fig. 2. Effect of KCNS-001 on LPS-induced nitric oxides 
production in RAW 264.7 macrophage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KCNS-001 and the cells were 
further incubated for 16 hr. The concentration of nitric oxide in culture 
medium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the methods section.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eatment with LPS 
alone (* : p < 0.05, ** : p < 0.01 vs LPS alone).

3.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향

KCNS-001에 의한 RAW 264.7 cell의 ROS  NO 생

성감소가 세포독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10, 50, 100 ug/mL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MTT assay를 

실시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 조군에 

비하여 92% (50 ug/mL)  96% (100 ug/mL)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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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KCNS-001 on viability of RAW 264.7 
macrophage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KCNS-001 and the cells were 
further incubated for 48 hr.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shown as percentage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the untreated control cells. 

4. COX-2 억제에 미치는 향

Arachidonic acid cascade에서 prostanglandin 등 염증

매개인자를 생성하는 주요 인자인 COX-2의 억제에 KCNS- 

001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LPS에 의해 유도된 

COX-2를 KCNS-001의 처치에 의해 35% (10 ug/mL), 

81% (50 ug/mL)  87% (100 ug/mL) 억제하 다(Fig. 4). 

Fig. 4. Effect of KCNS-001 on COX-2 activity in LPS-induced 
RAW 264.7 macrophages 

The activity of COX-2 were measured at 18 h after treatment of 
cells with or without KCNS-001.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eatment with LPS alone (* : p < 0.05, 
** : p < 0.01, and *** : p < 0.001 vs LPS alone).

5. TNF-α 생성에 미치는 향

TNF-α는 macrophage와 mast cell에서 분비되는 염증

매개인자이며, tumer cell에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 LPS

에 의해 유도된 TNF-α는 KCNS-001 100 ug/mL 농도에

서만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Fig. 5).   

Fig. 5. Effect of KCNS-001 on TNF-α release in LPS- 
induced RAW 264.7 macrophages 

Production of TNF-α was measured in the medium of Raw 264.7 
cells cultured with or without KCNS-001.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eatment with LPS alone (* : p < 
0.05 vs LPS alone).

고  찰

KCNS-001을 구성하는 주요 약물인 하수오(何首烏)는 

마디풀과에 속한 다년생 목인 하수오(Polygonatum 

multiflorum)의 덩이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보익정 (補益

精血), 윤장통변(潤腸通便)의 효과로, 피부탈색 등에 활용

하 으며
10), 작약(芍藥)은 paeoniflorin을 주성분으로 항염

증, 항고 압 활성 등의 약리작용이 알려져 있다
11). 은

화(金銀花)는 인동과에 속한 다년생 반상록 덩굴성 목

인 인동(Lonicera japonica) 는 그 변종의 꽃 오리를 

건조한 것으로, 청열해독(淸熱解毒), 풍열해독(風熱解毒)

이 알려져 있고, 염증매개인자의 억제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12)
, 당귀(當歸)는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를 주성분으로 하여 항암, 항당뇨 효

과 등이 보고된 바 있다
13). Cinnamaldehyde를 포함하는 계

지(桂枝)는 해열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
14), 콩과에 속한 다

년생 본생이며 glycyrrhizin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감 (甘草)(Glycyrrhiza glabra)는 보비익기(補脾益氣), 청열

해독(淸熱解毒), 윤폐지해(潤肺止咳), 완 지통(緩急止痛)의 

효능으로 이미 아토피 치료에 리 활용되고 있다
15).

본 실험에서는 라멜라 액정 화장품으로 비  임상에

서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찰된 KCNS-001 한약조성

물이 Raw 264.7 cell에서 염증성 매개인자들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KCNS-001 처치 후 ROS의 억

제 활성을 확인한 결과 25, 50, 100 ug/mL에서 농도의존

 활성이 찰되었으며, NO 생성 억제활성에서도 약재 

처치 후 16 h에서 유의한 활성이 찰되었다. ROS  

NO 생성감소가 세포독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한 MTT assay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지 않아, 

KCNS-001의 항산화  NO 생성억제 효과는 세포독성

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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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는 과량생성에 따른 노화16), 암 생성  이17), 

뇌 질환 등의 요 질환에 여하고 있는 것이 리 

알려져 있고, 특히 염증반응에 있어서 NO 생성과 함께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8). ROS는 xenobiotics에 

의해 생성되고 superoxide dismutase (SOD)에 의해 과산화

수소(H2O2)로 변환되며,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에 의해 물(H2O)로 환되어 라디칼이 소거된다. 한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산화철 등에 의해 hydroxyperoxide

가 형성되면 DNA, protein, lipid 등에 산화  손상을 입

히게 된다
19). NO의 사에는 NADPH 의존  효소인 

endothelial NOS (eNOS), neuronal NOS (nNOS)  

inducible NOS (iNOS) 등이 여하는데 특히 iNOS는 염

증자극에 있어서 지속 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0). 세균 등의 외인성 인자의 침입에 의해 macrophage

에서의 TNF-α, INF-γ 등의 생성은 iNOS를 유도하게 

된다
21). ROS와 NO의 생성억제 효과가 찰된 KCNS-001

이 식세포와 활막세포 등 염증 련세포에서 arachidonic 

acid cascade에 여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COX-2

의 발 을 EIA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arachidonic 

acid cascade의 과정에는 COX-1, COX-2, 5-lipoxygenase 

등의 효소들이 염증매개 지질들인 prostaglandin  

leukotrien 합성에 여한다
22).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staphylococcus, 집먼지 진드기 등 외인성 인자에 

의해 protease activated receptor-2 (PAR-2)가 활성화되

고 이에 따라 피부의 ceramide 장벽이 붕괴된다
23). 피부

장벽의 붕괴는 Th1과 Th2 면역조 의 불균형을 유발하

게 되며 이 과정에서 ceramide 유도체들이 arachidonic 

acid cascade과정을 거쳐서 염증 매개인자를 생성하게 된

다. LPS 처치에 따라 증가된 COX-2는 KCNS-001 처치

에 따라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 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helper T 세포의 autoimmunity 

(Th1)의 TNF-α, INF-γ와 humoral immunity (Th2)의 

IL-4, 5, 13 등 cytokines의 불균형에 기인하는데, IL-4 

등은 IgE와 histamine을 증가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24)
.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는 염

증을 매개하는 인자이기도 하지만, 피부장벽의 보호물질

인 ceramide를 생성하는 데도 요한 역할을 한다. LPS

에 의해 유도된 TNF-α는 KCNS-001에 100 ug/mL에서

만 약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한방조성물인 KCNS-001의 NO, 

COX-2 등 염증매개인자의 억제효과를 확인하 으며, 하

수오, 작약, 은화, 당귀, 계지, 감  등 그 구성인자와 

paeoniflorin, cinnamaldehyde, glycyrrhizin 등 구성성분의 

활성효과는 지속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한방조성물인 KCNS- 

001이 Raw 264.7 cell에서 LPS로 유도된 ROS, NO와 

arachidonic acid cascade의 염증 매개인자인 COX-2, 그

리고 macrophages의 염증 매개 cytokine인 TNF-α의 억

제효과를 확인하 다. KCNS-001은 ROS와 NO를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하 고, COX-2의 발 을 억제하 다. 

TNF-α는 고농도에만 약한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

의 결과는 KCNS-001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기   

항염증과 한 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피부

보호효과, 항균효과 등을 수행함으로써 그 기 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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