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3048/jkm.1301254

COPD 동물 모델에서 소청룡탕 흡입제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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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microparticles of Socheongryong-tang (SCRT) 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n a mouse model. 
Methods: The inhalable microparticles containing SCRT were produced by spray-drying with leucine as an excipient, 
and evaluated with respect to the aerodynamic properties of the powder by Andersen cascade impactor (ACI). Its 
equivalence to SCRT extract was evaluated using lipopolysaccharide (LPS) and a cigarette-smoking (CS)-induced 
murine COPD model.
Results: SCRT microparticles provided desirable aerodynamic properties (fine particle fraction of 49.6±5.5% and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of 4.8±0.3 ). SCRT microparticles did not show mortality or clinical signs over 14 
days.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weight, organ weights or serum chemical parameters between 
SCRT microparticle-treated and non-treated groups. After 14 days the platelet count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e non-treated group, but the values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Inhalation of SCRT microparticles decreased 
the rate of neutrophils in blood, granulocytes in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 and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and level of TNF-α and IL-6 in BALF on COPD mouse model induced by LPS plus CS. This 
effect was verified by histological findings including immunofluorescence staining of elastin, collagen, and caspase 
3 protein in lung tissue. 
Conclusions: These data demonstrate that SCRT microparticles are equivalent to SCRT extract in pharmaceutical 
properties for COPD. This study suggests that SCRT microparticles would be a potential agent of inhalation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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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7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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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 원인 4위에 이르는 주요 

질환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증가하는 위험요소로 인

해 2020년에는 사망 원인 3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2). COPD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며, 위해 입자

에 대한 직업적 또는 환경적 노출, 영양 결핍, 유소아 

시기의 감염, 유전적 성향, 기도 과민성의 증가, 천식 

등이 발병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3). COPD의 병태

생리학적 특징은 비가역적 기류제한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나4) 아직까지 이를 늦추거나 소기도 또

는 폐실질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만족할 만

한 약제는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5). 따라서 COPD 
환자의 질병 경과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제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COPD에 대하여 , , , 

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 
하거나 , , 하는 치법을 응용

하고 있다6). 또한 COPD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평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Chungsangboha 
-tang (Qingshangbuxia-tang)에서 유래된 PM014가 

lipopolysaccharide (LPS)와 elastase로 유도한 COPD 
동물모델에서 관련 면역세포와 cytokine의 발현을 감

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며7), LPS 또는 elastase로 

유발한 COPD 모델에서 다양한 처방과 약물의 효과

를 평가한 연구들이 있었다8,9). 
한편 아직까지 거의 모든 한약 처방들은 탕약 형

태의 경구복용으로만 투여되어왔는데10), 일반적으로 

경구약은 병소에 직접 도달하지 못하므로 효능을 발

휘하기 위한 전신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복용량

이 많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11). 흡입제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전달 경로로 주목

받고 있으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서는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2). 따라서 호흡기질환에 사

용되는 한약 처방의 흡입제형 개발은 한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흡입제형 개발의 대상으로 선정한 

Socheongryong-tang (xiaoqinglong-tang, SCRT)은 
13)의 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 하

고 하는 효능이 있어 의 치료와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기종 등의 급성발작의 증상

에 활용되고 있다6). 또한 SCRT에 대한 연구로는 천

식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관 cytokines에 대한 실험 연

구들14,15)과 환자 대상 임상연구들16,17)이 이루어졌으

며, elastase로 유도한 COPD 모델에서 폐손상과 관련

된 단백질의 발현과 염증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효

과가 있다는 보고8)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RT 흡입제형의 COPD에 

대한 효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spray drying 방법으로 

microparticle을 제작하여 공기역학적 특성을 측정하

였고, SCRT microparticle의 독성을 건강한 생쥐에서 

평가하였으며, LPS와 표준담배 추출물 (Cigarette 
smoking: CS)로 유도한 COPD 생쥐 모델에서 관련 

면역세포와 cytokine 및 폐손상에 연관된 단백질 인

자들의 생성수준에 대하여 각각 유세포분석,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및 면역형광

염색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SCRT 흡입제

형은 적합한 공기역학적 특성과 폐손상에 대한 염증

억제 및 보호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재료와 방법

 1. 재료

1) 동물

실험동물은 BALB/c 계열의 수컷 생쥐로서 고형 

사료와 물을 어떠한 제약 없이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온도는 22-24oC, 습도는 50±10%가 유지되도록 하고, 
조명은 밤낮 주기 (12시간 주/야)가 조절되는 실험실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본 실험은 대전대학교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승인번호: 
DJUARB2012-016).

2) 약재

SCRT의 구성 약물은 (주) 휴먼허브(Gyeongbuk, 
Korea)에서 지원받아 사용하였으며, 1첩의 내용과 용

량은 table 1과 같다. SCRT 2첩 분량 (80 g)에 70% 
ethanol 800 를 가하여 환류 추출기에서 3시간 동

안 가열하여 얻은 액을 여과하였다. 이를 감압 증류

장치 (Buchi B-480, Switzerland)로 농축하고, 다시 

동결 건조기 (Eyela FDU-540, Japan)를 이용하여 완

전 건조한 추출물을 냉동 (-84oC) 보관하면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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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name Pharmacognostic name Lot No. Country of origin Amount (g)
Mahwang Ephedrae Herba M011005 China 6.0
Baekjakyak Paeoniae Radix J031008 Gyeongbuk, Korea 6.0
Omija Schizandrae Fructus A151008 Gyeongbuk, Korea 6.0
Banha Pinelliae Tuber B031003 China 6.0
Sesin Asiasari Radix et Rhizoma S381004 China 4.0
Geongang Zingiberis Rhizoma K021008 Chungnam, Korea 4.0
Gyeji Cinnamomi Cortex K031006 Vietnam 4.0
Gamcho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K370910 China 4.0
Total amount 40.0

(314)

였다. 최종적으로 SCRT의 초기 약재 320 g으로부터 

50 g의 추출물을 얻어 15.6 %의 수율을 나타내었다. 

3) 시약

본 실험 사용한 lipopolysaccharide (LPS)는 Sigma
사에서 구입하였으며, 1 / 의 농도로 증류수에 녹

여 사용 전까지 -20 에서 보관하였다. 그 밖에 

mouse TNF-α (eBioscience, USA), mouse 
Interleukin-6 (IL-6) (eBioscience, USA), Harris 
Hematoxylin solution (Sigma-Aldrich, USA), Eosin 
Y solution (Sigma-Aldrich, USA), anti-elastin rabbit 
polyclonal antibody (Calbiochem, USA), monoclonal 
anti-collagen (Sigma-Aldrich, USA), cleaved caspase 
3 (Cell Signaling, USA), fluorescein goat anti-mouse 
IgG (Invitrogen, USA), rhodamine red-X goat 
anti-rabbit IgG (Invitrogen, USA), Hoechst 33258 
(Invitrogen, USA) 등을 사용하였다.

2. 방법 

1) 흡입용 microparticle의 제조 및 공기역학적 특

성 파악

SCRT extract를 leucine (Sigma, USA)과 4:1의 조

합으로 70% ethanol에 용해시켜 spray dryer 
(LabPlant SD-05, Lab-Plant사, UK)를 이용하여 

microparticle을 제작하였다. 용액은 17-20 /min의 

유속으로 공급하였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1 
nozzle로 분무하였으며, 주입시 온도는 150˚C로 하였

다. 
Microparticles의 lower airways 분포는 8단계 

Mark II Anderson Cascade Impactor (이하 ACI, 

Copley Scientific,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8). 우
선 spray dryer로 제작한 microparticle 10 을 hard 
gelatin capsules (size 3)에 적재한 다음 rotahaler를 

이용하여 방출하고 8.5초 동안 유속 28.3 L/min로 작

동하는 ACI를 통해 흡입시켰다. 개별 impaction 단계

에서 입자의 침착량은 각 단계에 설치한 glass filters 
(for the filter stage, pore size <1 , ThermoFisher; 
for all other stages, pore size 1 , Pall Corp.)의 무

게에서 차이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각 단계별 효과

범위의 공기역학적 지름은 0단계는 9 µm; 1단계는 

5.8 µm; 2단계는 4.7 µm; 3단계는 3.3 µm; 4단계는 

2.1 µm; 5단계는 1.1 µm; 6단계는 0.65 µm; 7단계는 

0.43 µm이다. Fine particle fraction (FPF)은 rotahaler
에 적재된 최초 총 powder (nominal dose: ND, 
11.1±1.7 )로 나눈 공기역학적 크기가 < 4.7 (3
단계 이하에서 침착된 입자)인 powder의 양으로 정하

였다. 방출량으로서 emitted dose (ED)는 powder를 

적재한 rotahaler의 흡입 전후 중량의 차이를 통하여 

구하였다. ACI에서 회수된 총량 (collection dose: 
CD)의 백분율로서의 효과범위 지름보다 작은 

powder의 누적량은 효과범위 지름과 반대의 곡선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MMAD)는 이 그래프에서 50번째 백분위

수를 지나가는 선상의 입자크기로 정하였다19).

2) SCRT microparticle의 독성평가

(1) 투여용량의 설정 및 투여방법

본 실험에서는 240 / (SCRT 192 / 과 동

등)의 SCRT microparticle 투여군을 한계용량군으로 

설정하였고, 공기를 투여한 대조군과 무투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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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으며, 각 군당 7마리의 수컷 

BALB/c 생쥐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투여경로는 기

관 삽관 투여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동물은 투여 

전 24시간동안 절식시킨 후, 마취하여 기도투여용 금

속제 sonde를 이용하여 기도 내로 강제 기도투여를 

시행하였다. 투여 당일의 체중을 기준으로 240 /
을 단회투여 하였다.

(2) 일반 임상증상 및 사망동물 관찰

투여 당일에는 투여 후 매 시간 일반상태의 변화, 
중독증상, 운동성, 외관 등을 관찰하였다. 투여 후 14
일 동안 매일 1회씩 일반 임상증상 및 사망동물의 유

무를 관찰하였다.

(3) 체중 측정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개시 직전과 투여 후 5, 
10 및 14일째에 체중을 측정하였다.

(4) 실험동물의 부검 및 장기중량 측정

시험기간 종료 후, 모든 동물은 ethyl ether로 마취

한 후 심장천자법으로 혈액을 채취하였고, 내부 장기

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상세히 관찰한 후, 간과 신

장을 적출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다.

(5) 혈액학적 검사

부검 하루 전 절식시킨 동물을 실험 1일과 14일에 

ethyl ether로 마취한 후 심장천자법으로 혈액을 채취

하였다. 혈액학적 검사는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GB), hematocrit 
(HCT), platelet (PLT) 등을 자동혈구분석기 

(Hemavet; CDC Technology, USA)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6) 혈액 생화학적 검사

부검 하루 전 절식시킨 동물을 실험 1일과 14일에 

ethyl ether로 마취한 후 심장천자법으로 혈액을 상온

에서 40분 동안 방치하여 응고시킨 후, 3000 rpm에

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serum으로 사용하였다. 
혈액 생화학적 검사는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lkaline phosphatase (ALP), creatinine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혈액생화학분석기 (AU400; 
Olympus, Japan)를 사용하였다.

3) COPD 모델 효능 평가

(1) 폐손상 모델

7주령 BALB/c 수컷 생쥐에 대해 LPS 100 / 와 

표준담배 추출물(Cigarette smoking: CS) 4 / 을 

1:1로 섞어 주 1회씩 3주간 코로 100 흡입시켜 

COPD를 유발시켰다. LPS와 표준담배 추출물은 마취

를 약간만 시킨 후 움직임이 없을 때 생쥐의 앞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코로 흡입시켰다. 실험군은 (i) 아
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정상군 (Intact), (ii) LPS와 표

준담배 추출물을 처리한 대조군 (Control), ( ) LPS
와 표준담배 추출물을 처리 후 dexamethasone (0.5 

/ , p.o) 투여한 대조군 (Positive control), ( )LPS
와 표준담배 추출물을 처리 후 SCRT 추출물 (160 
/ , p.o) 투여군 (SCRT p.o), ( )LPS와 표준담배 추

출물을 처리 후 SCRT microparticle (50 / , 100 
/ i.t, 각각 SCRT 40 / , 80 / 과 동등) 투

여군 (SCRT-MP) 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은 14일간 

공기만 기관지 내로 투여하였으며, 각각의 실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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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약물을 매일 경구투여하였고, SCRT 
microparticle은 3일에 한 번씩 기관 삽관 투여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각 군 생쥐의 혈액, 기관지폐포 세척

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및 폐조직을 

분리하였다.

(2) 혈액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는 혈액 내 neutrophil %를 자동혈구

분석기 (Hemavet; CDC Technology, USA)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3) 기관지폐포 세척액 분리

실험 마지막 날 채혈 후, 개흉하여 기도를 노출시

켜 DMEM 배지 1 을 넣은 주사기를 기도내로 삽

입하고 끈으로 묶어 고정한 후 기관지 폐포세척을 하

고, 세척액을 얻었다. 기관지폐포 세척액을 4 , 
2,000 rpm,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은 cytokine
을 측정하기위해 냉동보관하고, BALF에서 분리한 

세포는 ACK 용액을 3분 동안 처리하여 적혈구를 용

해시키고 다시 1% FBS가 첨가된 PBS로 세척한 후, 
hemocytometer를 사용하여 총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4) 유세포분석 

분리한 말초혈액 단핵세포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와 BALF에서 분리한 세포

를 4 에서 면역 형광염색 (immunofluorescence 
staining)을 실시하였다. 각각에 anti-CD11b-FITC, 
anti-Gr-1-PE를 넣고, 30분간 4 에서 반응시켰다. 반
응 후 3회 이상 인산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flow cytometer의 Cell Qu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D11b+/Gr-1+ 세포수를 백분율 (%)로 분석한 후 총

세포수를 적용하여 각 조직에서의 절대 세포수 

(absolute number)를 산출하였다.

(5)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기관지폐포 세척액 내의 TNF-α, IL-6의 양을 측정

하기 위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수행하였다. Capture antibody를 coating 
buffer에 혼합하여 각각의 well당 100 씩 넣고, 4
에서 overnight한 후,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하였

다. Assay diluent를 well당 200 씩 넣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을 한 후,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하였다. 각 실험군의 혈청 및 standard를 assay 
diluent 용액에 2-10배의 농도로 희석한 후, 각각의 

capture antibody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100 
씩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하고, biotin-conjugate antibody 
reagent를 각각의 well에 100 씩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4회 세척한 다음, 
streptavidine-HRP solution을 각각의 well에 100 씩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substrate 
solution을 100 씩 처리하여 5-30분간 반응시킨 후, 
50 의 stop solution을 처리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뒤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기관지폐포 세

척액 내의 TNF-α, IL-6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mouse TNF-α (eBioscience, USA), mouse Interleukin 
-6(IL-6) (eBioscience,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Hemotoxylin & Eosin 염색

폐조직은 -20°C에서 냉동시킨 후 cryostat를 이용

하여 20 의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에 붙였다. H&E 
staining을 실시하기 위하여 슬라이드를 hematoxylin
에 1분 동안 담가 둔 후 흐르는 증류수에 여러 번 세

척 후 eosin에 30초간 담그고 흐르는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였다. 그 다음 70% 95% 100% ethanol에 

여러 번 씻으며 염색을 적당히 제거한 후 xylene에 1
분간 담가두었다. 마지막으로 mounting medium 
xylene을 이용하여 cover-slide를 영구 부착하였으며, 
이러한 샘플들은 광학현미경 (Light  microscope, 
Nikon, Japan)을 통해 관찰하였다.

(7) 면역형광염색 

생쥐 폐조직은 -20°C에서 냉동시킨 후 cryostat를 

이용하여 20 의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에 부착시켰

다. 이중 면역형광 염색법 (double 
immunofluorescence staining)을 수행하기 위해, 4% 
paraformaldehyde, 4% sucrose가 혼합된 인산완충용

액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45분 동안 슬

라이드를 넣어 조직을 고정하였다. 비특이적 결합을 

막기 위해 blocking buffer에 담근 후 4 에서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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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 FPF† of CD‡ (%) FPF of ED (%) FPF of ND∮ (%) MMAD∥ (㎛)
89.0±18.0 49.6±5.5 27.8±6.5 25.4±9.7 4.8±0.3

*ED: Emitted dose, †FPF: fine particle fraction, ‡CD: collection dose, ∮ND: nominal dose (11.1±1.7 ㎎), ∥MMAD: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317)

동안 반응시켰다. 1차 항체는 2.5% BSA, 2.5% horse 
serum을 함유하고 있는 blocking buffer에 정해진 비

율로 혼합하여 처리한 후, 실온에서 4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1차 항체 반응이 끝난 후 PBST (PBS plus 
0.1% triton X-100)로 조직을 씻어내고, 2.5% BSA, 
2.5% horse serum을 함유하고 있는 blocking buffer
에 Fluorescein-goat anti-mouse antibody (green)와 

Rhodamine-goat anti-rabbit antibody (red)를 1:400으

로 혼합하여 암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2차 항체 처

리를 수행하였다. 2차 항체 처리 후 3회에 걸쳐 

PBST로 세척을 수행하였다. Hoechst 핵 염색을 수행

하는 경우 1회 세척 후 0.25% Hoechst 33258 형광염

료를 함유한 PBST 용액으로 처리 후 다시 PBST 용
액으로 세척하였다. 2차 항체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

에 반응시간 동안 암실에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gel mount medium을 이용하여 cover-slide를 영구 부

착하였으며, 염색된 세포들은 형광현미경 (Zeiss 
fluorescent microscope)을 통해 관찰하였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모든 images는 Adobe  Photoshop 
(version 7.0)을 이용하여 green과 red의 밝기와 강도

를 같은 비율로 조절하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Photoshop program의 Layer blending mode options
를 이용하여 images를 중복시켜 관찰함으로써 각 단

백질의 발현 위치를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1
차 항체는 anti-elastin rabbit polyclonal antibody 
(1:500, Calbiochem, Germany), monoclonal anti- 
collagen (1:400, Sigma, USA), 그리고 cleaved 
caspase-3 antibody (1:500, Cell Signaling, USA) 등 

이었다.

(8) 조직 sample의 현미경 분석

면역형광조직 및 H & E 염색조직은 Nikon 형광현

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현미경에 부착된 디지털 

카메라로 이미지를 포착하여 ACT-1 software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중첩이미지는 Photoshop 프로그램 

상의 image blend 모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통계분석

실험 집단 간 수치 데이터는 SPSS software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에서 독

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p 값이 

0.05, 0.01 혹은 0.001 보다 작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

석하였으며 각 경우에 해당 시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SCRT microparticle의 공기역학적 특성

SCRT microparticle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 캡슐에 탑재한 11.1±1.7 중 emitted dose는 

89.0±18.0%이었고 그 중 하부기도에 도달한 fine 
particle fraction은 25.4±9.7%이었으며, MMAD는 

4.8±0.3 로 나타나 흡입에 적합한 범위로 측정되었

다 (Table 2).

2. SCRT microparticle의 독성평가

1) 일반 임상증상 및 사망동물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과 대조군을 

14일 동안 관찰한 결과, 보행장애, 행동이상, 설사, 부
종, 구토, 마비 등 모든 동물에 있어 SCRT 
microparticle 투여에 의한 독성증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

2) 치사율 및 LD50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과 대조군을 

14일 동안 관찰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시험물질에 

기인한 사망이 관찰되지 않아 SCRT microparticle의 

LD50 값은 240 /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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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weight (g)
Intact* Mock† SCRT-MP‡

0 day 22.54±0.27 21.69±0.28 22.14±0.20
5 day 23.29±0.46 22.00±0.31 22.57±0.30
10 day 24.43±0.37 23.36±0.39 23.64±0.34
14 day 24.58±0.49 23.64±0.53 24.00±0.6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7). *Intact: negative, not inhaled; †Mock: inhaled air; ‡SCRT-MP: inhaled SCRT microparticle 
(240 ㎎/㎏).

　 Intact* Mock† SCRT-MP‡
Liver (g) 1.35±0.06 1.26±0.11 1.12±0.06

Kidney (g) 0.35±0.02 0.32±0.01 0.31±0.0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7). Intact: negative, not inhaled; †Mock: inhaled air; ‡SCRT-MP: inhaled SCRT microparticle (240 
㎎/㎏).

　 Intact* Mock† SCRT-MP‡
1 Day 14 Day 1 Day 14 Day 1 Day 14 Day

WBC (103/㎣) 3.93±2.23 5.99±2.14 4.06±2.33 4.55±1.55 6.02±1.03 6.49±1.84
RBC (106/㎣) 7.96±1.52 9.02±0.84 8.75±0.06 8.03±2.46 7.19±4.20 9.02±1.30
HGB (g/㎗) 9.83±2.11 10.80±0.93 10.47±0.86 9.66±3.11 8.40±5.29 10.28±2.46
HCT (%) 41.50±7.62 45.49±4.11 44.23±0.68 40.52±12.39 35.37±21.10 44.28±7.44

PLT (103/㎣) 467.00±139.86 598.14±83.23 524.00±128.64 604.20±204.95 411.67±285.63 1,015.20±142.2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7). *Intact: negative, not inhaled; †Mock: inhaled air; ‡SCRT-MP: inhaled SCRT microparticle 
(240 ㎎/㎏).
*: p<0.01�compared to Intact by T-test.

(318)

3) 체중 변화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과 대조군을 

투여개시 직전과 투여 후 5, 10 및 14일째에 체중 변

화를 관찰한 결과, 투여 후 SCRT microparticle 투여

군과 대조군 모두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투여개시 직

전, 투여 후 5일, 10일 및 14일 모두 대조군과 SCRT 
microparticle 투여군 간의 유의적인 체중 변화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4) 부검시 육안소견

실험 종료시, 모든 동물을 부검하여 주요 내부 장

기의 육안적 소견을 관찰한 결과,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심장, 폐, 흉선, 간, 신장, 위, 비장, 대장 등 주요 내부 

장기에 대한 외관상의 어떠한 이상 병변도 발견되지 

않았다.

5) 장기의 중량 변화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과 대조군 모

두 간과 신장의 중량을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6) 혈액학적 검사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과 대조군을 

투여 후 1일 및 14일째에 채혈하여 시행한 혈액학적 

검사 결과, 투여 후 1일째에는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투여 후 14일째에는 혈소판수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최대 1,208 × 103/ 으로 

정상범위 (668 ~ 1,543 × 103/ )20)를 벗어난 개체는 

없었다 (Table 5).

7) 혈액 생화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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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act* Mock† SCRT-MP‡
1 Day 14 Day 1 Day 14 Day 1 Day 14 Day

GOT (IU/L) 10.00±3.43 19.29±6.66 7.57±1.78 14.86±2.48 11.29±2.78 10.00±5.08
GPT (IU/L) 0.33±0.56 8.86±3.93 0.00±0.00 2.00±0.38 0.14±0.14 1.17±0.48
ALP (IU/L) 9.17±1.05 7.29±1.29 10.29±1.04 6.71±0.89 8.57±1.15 6.17±0.60

Creatinine (IU/L) 0.05±0.02 0.00±0.00 0.04±0.02 0.00±0.00 0.04±0.02 0.00±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7). *Intact: negative, not inhaled; †Mock: inhaled air; ‡SCRT-MP: inhaled SCRT microparticle 
(240 ㎎/㎏).

*: p<0.05 †: p<0.01�compared to COPD-CT by T-test.

‡: p<0.05 compared to Intact by T-test.

(319)

간독성지표인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와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lkaline phosphatase (ALP)  신장독성지표인 

creatinine을 측정한 결과, 투여 후 1일 및 14일 째 

SCRT microparticle 240 /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

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3. COPD 모델에 대한 영향

1) 혈액 내 neutrophil 비율에 대한 영향

COPD를 유발한 대조군의 neutrophil은 

21.01±1.61%로 나타나 정상군의 13.56±0.13%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

성대조군은 18.58±2.33%, COPD 유발 후 SCRT 경

구투여군은 12.08±0.88%,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군은 각각 14.21±0.90%, 15.83±2.60%
로 나타나 SCRT 경구투여군과 SCRT microparticle 
50 /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Fig. 2).

2) PBMC 내 CD11b/Gr-1 세포 및 기관지폐포 세

척액 내 CD11b/Gr-1 세포 비율에 미치는 영향

COPD를 유발한 대조군의 PBMC 내 granulocyte
의 비율은 32.5%로 나타나 정상군의 19.1%보다 증가

하였으며,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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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 p<0.05 †: p<0.01�‡: p<0.001 compared to COPD_CT by T-test.

∮: p<0.001 compared to Intact by T-test.

(320)

22.3%, SCRT 경구투여군은 25.1%,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군은 각각 23.7%, 
18.4%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Fig. 3A). 한

편 COPD를 유발한 대조군의 기관지폐포 세척액 내 

granulocyte의 비율은 3.82%로 나타나 정상군의 

2.25%보다 증가하였으며,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은 2.25%, SCRT 경구투여군은 3.62%,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군은 각각 

3.09%, 4.82%로 나타나 SCRT microparticle 100 /
처리군을 제외하고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Fig. 3B).

3) 기관지폐포 세척액 내 염증 cytokine 생성에 미

치는 영향

COPD를 유발한 대조군의 TNF-α는 300.92±40.50 
pg/ 로 나타나 정상군의 150.93±3.03 pg/ 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은 230.89±56.45 pg/ , COPD 유발 후 SCRT 
경구투여군은 221.67±65.29 pg/ ,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군은 각각 2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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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152.41±18.02 pg/ 로 나타나 SCRT 
microparticle 100 /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4A). COPD를 유발한 대

조군의 IL-6는 345.83±7.51 pg/ 로 나타나 정상군의 

149.17±5.42 pg/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은 111.67±7.78 
pg/ , COPD 유발 후 SCRT 경구투여군은 159.17± 
27.47 pg/ ,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

군은 각각 208.33±58.00, 194.58±25.27 pg/ 로 나타

나 SCRT microparticle 100 / 처리군에서 대조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4B). 

4) 조직학적 변화

COPD 유발군에 SCRT microparticle 처리에 의한 

폐조직을 H&E 염색을 통해 비교하였다.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정상군에서는 작은 크기의 폐포가 균일

하게 관찰되었으나, COPD 유발시킨 대조군의 경우 

폐포의 형태가 균일하지 않고, 확장된 형태가 관찰되

었으며, 폐포주변으로 세포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대조

군은 폐포의 형태가 균일하게 유지되었으며, COPD 
유발 후 SCRT 경구투여군과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군의 경우 폐포 부분은 확장된 형태이

나 대조군에 비해 다소 크기가 작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A). 한편 COPD 유발군에 SCRT 
microparticle 처리에 의한 폐조직상에서 casp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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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n, collagen 단백질의 생성 및 분포를 면역형광

염색방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

은 정상군에서는 caspase 3 단백질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COPD 유발시킨 대조군의 경우 폐포 주변

을 중심으로 뚜렷한 caspase 3 단백질 신호가 탐지되

었고,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대조군, SCRT 경
구투여군 및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

군의 경우 caspase 3 발현이 약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lsatin과 collagen의 경우 아무것도 처리

하지 않은 정상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폐포 주변에 일

정한 수준으로 elastin과 collagen 단백질이 관찰되었

으나, COPD 유발시킨 대조군의 경우 폐포 주변의 

elastin과 collagen 단백질 신호도 약하게 관찰되었다. 
Dexamethasone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 SCRT 경구투

여군, SCRT microparticle 50, 100 / 처리군의 경

우 elastin과 collagen 단백질의 생성수준은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로 폐포 주변에 일정한 수준으로 관찰되

었다 (Fig. 5B).

고 찰

임상 및 실험연구에서 특정한 질환에 유효한 효과

를 나타내는 한약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거의 모든 

한약 처방의 투여 경로는 경구복용의 형태이다10). 경
구 복용은 간편하고 복약 순응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

으나 개인마다 각기 다른 흡수정도와 대사정도를 거

치게 되므로 일정한 농도유지가 어렵고, 병소에만 직

접 도달하지 못하므로 전신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복용량이 많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11). 이러한 제

한점을 극복하고 약물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발휘되

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적부위로의 약

물 전달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

한 부위지향성을 확보하는 것은 약물전달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의 하나이다21). 호흡제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전달 경로로 주목받고 있으며 호흡

기질환의 치료에서는 주요한 치료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흡입치료는 높은 폐 침착, 경구 투여에 비하여 

높은 bioavailability, 폐체류시간의 최대화라는 약동

학적 특성을 얻을 수 있고, 수용체 선택성을 높임으

로써 폐의 선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력학적 특성

을 얻을 수 있다22). 
Global Initiative for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가이드라인은 COPD 치료에서 전신부작용

을 피하여 병소에 약물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장점으

로 인해 흡입제형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23). 약물전

달에서 흡입제형은 크게 nebulizer, metered dose 
inhaler (MDI), dry powder inhaler (DPI)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DPI는 휴대성, 잔여

량 확인, 사용의 용이성, 폐 침착률에서 장점을 가지

고 있다24). 또한 COPD를 포함한 낮은 폐기능을 가지

고 있는 환자에서도 충분한 흡입 기류를 보일 수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5).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

는 한방 처방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효과와 작용 속도 

및 안전성을 높이면서 환자의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

는 inhalable microparticle 한방제제의 개발은 COPD 
환자의 장기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spray drying 방법을 이용하여 흡입 가능한 dry 
powder로서의 microparticle을 제작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26,27)이 있었으나 한약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주증상으로 기도의 변형과 

폐쇄 및 폐실질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COPD는 한

의학의 하고 하는 과 한 

및 하는 의 범주에 속한다6). 
은 과 에 다용되는 처방으로 많

은 실험 연구들14,15)과 임상연구16,17)에서 그 유효성을 

보고하고 있어 흡입제형으로 개발하면 의미 있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Spray dryer를 이용하여 제작된 SCRT 

microparticle은 ACI를 이용하여 물리적 특성을 측정

한 결과, 캡슐에 탑재된 총량의 25.4±9.7%가 하부기

도에 도달하였으며, MMAD는 4.8±0.3 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흡입에 적합한 MMAD의 범위는 0.5
에서 5 사이를 목표로 하므로28) SCRT 
microparticle은 흡입제형으로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CRT microparticle의 독성 평가는 Azarmi 

등29)의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건강한 생쥐에 

SCRT microparticle을 단회 투여한 다음 14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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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으며 각각 1일 후와 14일 후에 혈액학적 검

사와 혈액 생화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임상증상, 
사망 개체, 체중변화, 장기의 육안소견 및 중량 변화, 
혈액 생화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

나 투여 14일 후 시행한 혈액학적 검사에서 혈소판수

가 정상범위 이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CRT microparticle이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

을 보여주고 있으나 과량을 사용할 경우 혈소판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향후 투여용량을 달리하여 반복투여 독성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독성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은 COPD의 주된 원인으로 담배연기로 인하

여 발생한 만성적인 염증은 기도저항의 증가와 폐실

질의 파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폐 탄성이 소실되어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를 가져온다30). COPD의 주요 

병리기전으로는 만성 염증에 의한 염증세포의 폐 유

입, 단백분해효소와 항단백분해효소의 불균형, 산화

성 부하 및 apoptosis가 제시되고 있다31). 모든 흡연

자가 COPD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흡연자

에서 폐염증의 소견이 관찰되며32), 담배 연기에는 자

유기와 산화물질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산화 스트

레스의 증가를 가져온다33). 이에 따라 COPD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 담배연기를 이용한 동물모델이 COPD
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4). 
그러나 담배연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도의 

COPD만 유발된다는 제한점이 있다35).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표준담배 추출물과 동시에 LPS를 처리하였

다.
SCRT microparticle의 COPD에 대한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LPS와 표준담배 추출물을 이용하여 

COPD를 유발한 후 혈액 내 neutrophil 비율의 변화, 
혈액과 BALF 내에서 granulocyte 비율의 변화, 
BALF 내 염증 cytokine 생성 변화, 폐조직의 형태적 

변화, 폐조직 손상과 관련된 단백질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최근 corticosteroid가 COPD 환자에서 악화율, 
삶의 질 및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36) 양성대조군으로 

dexamethasone을 사용하였다.
COPD 환자의 기도에서는 LTB4, IL-8 등 호중구 

화학주성물질의 증가가 관찰되며37), 호중구는 

elastase, cathepsin G, proteinase 3, MMP8, MMP9와 

같은 단백분해효소를 분비하여 폐조직 파괴에 기여

함으로써 COPD 병인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38). 
COPD를 유발한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neutrophil 비율이 2배 증가하였으며, COPD 유발 후 

SCRT microparticle 50 / 을 처리한 저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말초혈액 단

핵세포 및 BALF에서 과립구의 분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neutrophil이 관련된 염증 반응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염증반응에 빠르게 반응하는 

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는 TNF-α, IL-1β, IL-8 
같은 cytokine의 분비를 일으켜 다른 대식세포, 호중

구, 폐포 상피세포, 혈관 내피세포, 섬유 모세포 등을 

자극하게 된다. 이로 인해 후기 염증반응에 분비되는 

IL-2, IL-4, IL-6 같은 cytokine을 분비하여 염증 반응

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OPD 
유발 모델에서 LPS에 의해 염증반응 경로가 활성화

되므로 대표적인 염증성 cytokine인 TNF-α와 IL-6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COPD 유발 후 SCRT 
microparticle 100 / 을 처리한 고농도에서 TNF-α
와 IL-6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학적 변화의 관찰에서 COPD를 유발한 대조

군은 폐포 공간이 뚜렷하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LPS와 표준담배 추출물 투

여 동물모델이 COPD의 조직학적 특성을 잘 나타내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직학적 변화와 함께 

폐포 주변을 중심으로 뚜렷한 caspase 3 단백질의 양

성반응이 나타나 apoptosis와 연관되어 COPD와 유사

한 기전의 손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poptosis는 COPD의 진행에 중요한 병리기전의 하

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caspase 3는 폐기종으로의 진

행을 예방하기 위한 target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39). 
이러한 손상 반응에 대해 SCRT microparticle 처리가 

폐포의 확장과 caspase 3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

타나 LPS와 표준담배 추출물로 유발된 폐조직세포의 

병리학적 손상에 대해 보호작용을 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SCRT을 대상으로 elastase로 유발한 

COPD 모델을 이용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8).
COPD 발병기전은 단백분해효소의 증가와 항단백

분해효소의 감소로 인한 결합조직의 손상이 주된 원

인으로 여기서 말하는 결합조직의 손상은 폐포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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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구성성분인 elastin의 손상이다. Elastin은 폐조

직의 탄성을 유지하는 물질로 이러한 elastin이 분해

되면 폐조직의 탄성이 감소하게 된다31). COPD 유발

시킨 대조군에서는 elastin이 손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SCRT microparticle 처리군의 경우 elastin 
단백질의 생성수준은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로 폐포 

주변에 일정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폐손상의 회복과 관련되는 collagen 단백질은 

조직 손상시 주로 섬유아세포에서 생성이 증가되나 

기존 손상조직에 존재하는 collagen 섬유의 분해반응

도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40). COPD 유발시킨 대조

군에서는 폐포 주변부 조직 전체에 collagen 섬유의 

분해반응으로 인해 약하게 관찰되었으나, SCRT 
microparticle 처리군의 경우 collagen 단백질의 생성

수준은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로 조직 전체에 걸쳐 고

르게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SCRT microparticle은 

240 / 을 흡입 투여하고 관찰한 단회투여 독성시

험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COPD에 의한 폐손

상의 병리기전에서 SCRT 경구 투여의 경우와 유사

하게 관련 염증 cytokine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결합

조직의 손상을 복원시킴으로써 폐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어 새로운 COPD 치료제형으로서의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결 론

SCRT 흡입제형의 COPD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spray drying 방법으로 제작한 microparticle의 

공기역학적 특성, 건강한 생쥐에서의 독성, LPS와 표

준담배 추출물로 유도한 COPD 생쥐 모델에서 관련 

면역세포와 cytokine 및 폐손상에 연관된 단백질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CRT microparticle은 흡입제형으로 적합한 

fine particle fraction과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를 나타냈다.

2. SCRT microparticle은 건강한 생쥐를 대상으로 

240 / 을 단회 투여 후 14일간 관찰한 임상

증상, 치사율, 부검소견, 체중변화, 장기 중량 

변화, 혈액 생화학적 및 혈액학적 검사에서 독

성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3. SCRT microparticle 50 / 투여군은 COPD 

유발 동물모델에서 경구투여군과 유사하게 

neutrophil의 증가를 억제시켰다.
4. SCRT microparticle 50 / 및 100 / 투여

군은 COPD 유발 동물모델의 말초혈액 단핵세

포 중에서 granulocyte 증가를 경구투여군과 유

사하게 억제시켰으나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는 

50 / 투여군에서만 억제시켰다.
5. SCRT microparticle 100 / 투여군은 COPD 

유발 동물모델에서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6의 생성을 경구투여군과 유사하게 억제시

켰다.
6. SCRT microparticle은 COPD 유발 동물모델에

서 폐의 조직학적 손상을 경구투여군과 유사하

게 감소시켰다.
7. SCRT microparticle은 COPD 유발 동물모델에

서 caspase 3, elastin 및 collagen의 감소를 경구

투여군과 유사하게 억제시켰다.

이상의 결과로 SCRT 흡입제형은 COPD 유발 동

물모델에서 폐손상을 억제시키고,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과 염증세포의 증식을 조절함으로써 COPD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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