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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Heating process is the traditional processing method that has been applied to reduce the toxicity of dried
resin of Toxicodendron vernicifluum (Anacardiacea) used as Geon-chil (乾漆, Lacca Rhois Exsiccata or Toxicodendri
Resina). Urushiol, which is found in the plants of Toxicodendron genus, is a toxic compound that is absorbed into the
skin and induces allergic dermatitis by being contacted. Hence, the reduction of urushiol level by heating processing
of Geon-chil is crucial method for its medicinal application.
Methods : Due to lack of Geon-chil processing-related articles, the articles researching the processing of lacquer (漆),
as a coating material,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hange of urushiol during heating
process.
Results :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resin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sap of T. vernicifluum tree was dried
under warm and humid conditions repeatedly. During primary drying process, the laccase, a copper-containing
enzyme in the resin, participated in the formation of urushiol polymers and thereafter urushiol-related toxicity could
be reduced by making a lacquer harder and more stable. Moreover, heating a lacquer over 200℃ could cause thermodegradation of urushiol polymers, and vaporized thermally degraded urushiol monomers and their by-products, which
were determined using pyrolysis/GC-M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pport that heating process being performed over 200 ℃, such as stir-frying (炒) or
calcination (煅), reduces the urushiol content in Geon-chil and hence, its medicinal use can be more stable without
urushiol-related allergic reactions.1)
Key words : Toxicodendron vernicifluum, Geon-chil (乾漆), Urushiol, Toxicodendri Resina, Lacca Rhois Exsiccata,
Hea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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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乾漆은

옻나무科(Anacardiacea)에
딸린
옻나무
Toxicodendron vernicifluum (Stokes) F.A. Barkley [=

Rhus verniciflua Stokes]의 줄기에 상처를 입혀 흘러나온
1)

樹液을 건조한 덩어리로 , 破血祛瘀, 消積, 殺蟲의 효능이 있어
婦女經閉, 癥瘕, 瘀血, 蟲積腹痛에 응용하는 活血祛瘀藥이다 2).
옻나무 樹脂에 직접 접촉할 경우 강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3)

유발되기 때문에 , 樹脂를 채취 후 일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건조하여 1 차 가공을 마친 乾漆을 2 차적으로 炮製 후 약용

에서는 대부분 塗料로 사용되는 漆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화학적 변화를 살펴본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약재로서 乾漆에
관한 연구는 乾漆의 독성 10) 및 항염 11)에 관한 문헌 연구, 항암
12)

연구
등으로, 乾漆 炮製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한 urushiol 에 대한 열처리 및
그에 따른 화학적 변화에 관한 내용은 乾漆의 炮製에도 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乾漆의 건조
및 가열(炮製) 과정에서 발생하는 urushiol 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 문헌을 정리하여 乾漆의 炮製가 urushiol 의 화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한다.
Urushiol 은 옻나무(T. vernicifluum)를 비롯하여 poison
oak (T. diversilobum), poison ivy (T. radicans), poison

Ⅱ. 연구방법

sumac (T. vernix) 등의 樹脂에 함유된 유기화학 성분의 혼
합물로, 이러한 식물의 樹脂에 접촉 시 피부로 흡수되어 항원
(urushiol antigen)으로 작용함으로써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urushiol-induced contact dermatitis)을 일으키는 주요
4,5)

1. 문헌 검색사이트 및 검색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kiss.
kstudy.com), 구글학술검색(scholar.google.co.kr), Pubmed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
Urushiol 은 catechol 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benzene

(www.ncbi.nlm.nih.gov/pubmed), 国立情報学研究所論文
情報(ci.nii.ac.jp),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www.cnki.net) 등의

ring 의 3 번 탄소에 0~3 개의 불포화결합(이중결합)이 포함

학술검색

된 탄소개수 15 개(C15)~17 개(C17)의 alkyl 사슬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Scheme 1).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함유된

Toxicodendron vernicifluum, Rhus verniciflua, urushiol,

사이트에서

‘옻나무,

옻,

건칠,

乾漆,

漆,

lacquer’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urushiol alkyl 사슬의 포화/불포화여부 및 탄소개수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 옻나무에는 주로 탄소 15 개의 alkyl 사슬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6-8).

2. 문헌 선정 기준
검색된 문헌 중 옻나무 樹脂에 대한 가열, 건조 및 urushiol의
화학적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문헌을 선정하여 정리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문헌에서 가구나 목재에 칠하는 도료
(lacquer)로서 옻나무 樹脂를 건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구 중 乾漆의 炮製와 연관
시킬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문헌을 정리하여, 건조와 가열에
의한 urushiol의 화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Scheme 1. Chemical structures of urushiol (catechol and alkyl
chains) (modified from reference 5 and 6).

Ⅲ. 결과 및 고찰
1. 古文獻에 기록된 乾漆의 炮製法

특히, urushiol 의 alkyl 사슬 내 존재하는 탄소-수소의 불
포화결합의 정도에 따라 알러지 반응의 발현정도나 유발의 심
한 정도가 결정되는데, 불포화결합이 2 개 이상 존재하거나,
alkyl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알러지 유발 정도가 증가하는 것
9)

으로 보고되었다 . 이러한 urushiol 의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옻나무 樹脂를 채취하여 1 차적으로 건조하는 과정 동안
일정 습도와 산소의 영향 하에서 urushiol 의 산화(oxidation)
와 중합(polymerization)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안정한 형태의 漆이 만들어지고, 인체에 대한 자극도 감
소하게 된다.
乾漆의 炮製 방법은 옻나무 樹脂로 인한 독성(알러지성 피
부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주로
urushiol 의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열을 가하는 방법(炒製,
煅製)이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보고된 연구 문헌

실험 연구를 통한 乾漆의 화학적 변화를 확인하기에 앞서
역대 본초서적에 기록된 乾漆의 炮製 방법을 정리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炮製 방법의 변화와 주안점를 고찰하였다.
乾漆이 본초서에 기재된 것은 1-3 세기의 《神農本草經》이
최초이나 ‘生漆去長蟲’13)과 같이 효능비교가 있을 뿐 乾漆의
제조법에 대한 기술은 없었다. 그 후 5-6 세기의 陶弘景은
14)

《名醫別錄》에서 ‘夏至後採 乾之’ 한다고 하였고, 《本草經集
註 c 에서 ‘生漆毒烈 人以雞子白和服之 去蟲’15)이라고도 하였
으나, 위 두 문헌에서 구체적인 乾漆의 제조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7 세기의 《新修本草》에 ‘其諸處漆桶上蓋裹 自
然有乾者 狀如蜂房 孔孔隔者為佳’16)라 하여 이 시기까지는 자연
건조한 것을 乾漆로 칭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0 세기의 《日華子本草》에 ‘入藥須搗碎炒熟 不爾損人腸胃
若濕漆 煎乾更好’17)라고 하여 딱딱하게 굳은 것을 파쇄하여

Urushiol의 화학적 변화를 통한 乾漆의 炮製法 고찰

충분히 볶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내용은 《嘉祐
本草》에 ‘臣禹錫等謹按蜀本注云 ... 日華子云 ... 入藥須搗碎
炒熟 不爾損人腸胃 若是濕漆 煎乾更好’18)이라고 인용된 뒤로
19)

《證類本草》와 같은 후대의 본초서에도 인용되었다 . 그러나
12 세기의 《本草衍義》에 ‘乾漆 若濕漆 藥中未見用 凡用者 皆
乾漆耳’20)이라 하여 乾漆과 濕漆(현재의 生漆로 추정)의 구분이
여전히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炒熟’이라는 炮製법이 五代에
시작되었긴 했으나 宋代까지도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1)

이후 16 세기의 《本草品彙精要》에서 ‘搗碎炒令煙盡’ , 《本
草蒙筌》에서 ‘搗作碎砂 炒以文火’22)라고 기재한 이래, 17 세기
《雷公炮製藥性解》에서 ‘炒令煙盡用’23), 《本草彙言》에서 ‘取乾
24)

25)

者 搗碎微炒熟’ , 《本草乘雅半偈》에서 ‘搗碎炒熟’ , 《本草備
要》에서 ‘炒令煙盡入藥 或燒存性用’26), 《本草述》에서 ‘抑用之
必須炒熟’27), 《本經逢原》에서 ‘炒令煙盡’28), 《本草易讀》에서
29)

‘女人經閉 繞臍疝痛 乾漆一兩 炒煙盡 爲末’ 등으로 기재되어,
‘炒熟’에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연기가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炒하는 ‘炒令煙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은 炒炭이나 悶煅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은 18 세기의
《本草從新》에서 ‘炒令煙盡為度 或燒存性’30), 《得配本草》에서
31)

‘炒煙盡 不宜存性’ , 19 세기의 《本草述鉤元》에서 ‘須搗碎炒
熟入藥 不爾損人腸胃 若是濕漆煎乾更好 亦有燒存性者’32), 《本
草求原》에서 ‘炒令烟盡 或燒存用’33) 등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燒存性’에 대한 언급을 통해 炮製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乾漆의 炮劑法 중 대부분은 ‘가열’이었는데 이는
옻으로 인한 독성(알러지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의 ‘볶는다(炒熟)’에서 그 뒤로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볶는다(炒令煙盡)’로 기술이 변하였고, 18 세
기 문헌의 기록은 현대의 炒炭이나 悶煅과 마찬가지로 燒存性
을 고려하며 고열로 가열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3

2. 漆液의 건조에 따른 화학적 변화
옻나무의 삼출물(sap)은 유화액(emulsion)과 같은 액상형
태로 glycoprotein (2~3%)이 함유된 urushiol (55~60%)
포함층과 polysaccharide (6~7%; galactose, arabinose,
rhamnose, xylose, uronic acid 등으로 구성)가 함유된 수
분(20~25%) 포함층으로 크게 나뉘며, 건조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화학반응을 촉매하는 laccase 는 이 두 층 양쪽에 모두
7)

존재한다 .
樹脂를 채취한 후 실온과 45℃ 사이에서 2~5 시간 동안 교반
과정을 통해 수분이 3%로 감소된 漆(lacquer)이 만들어지고,
이를 목재에 도포한 후 실내온도 20~25℃, 상대습도
70~80%의 건조실에서 건조를 반복하면 漆器가 완성된다 7).
한약재 乾漆의 건조 과정에서는 漆液과 같은 교반과정이 수반
되지 않으나, 건조과정이라는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
화는 유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Laccase 는 활성부위(active site)에 4 개의 구리원자(Cu)를
함유하고 있는 산화환원제(p-quinol-O2 oxidoreductase)로
식물이나 균류, 박테리아 등에서 발견되는데, 다양한 방향족
기질(phenolic substrates)을 산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자
간 교차결합(cross-linking)을 형성하는 일종의 중합성 촉매
(polymeric catalyst)이다 33).
漆의 건조 과정 동안 진행되는 laccase 촉매반응(laccasecatalyzed reaction)을 통해 산화과정을 거치면서 urushiol 의
catechol 구조가 semiquinone (hydroquinone) 구조로 변경
되고, 이어서 biphenyl, benzoquinone, 또는 dibenzofuran
7,8,35,36)

구조를 형성한다
. 이 중간체들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urushiol 과 반응하여 oligomeric urushiol 을 형성하고, 이후
산화적 중합반응(oxidative polymerization)을 통해 benzene
ring-alkyl 사슬 결합 및 alkyl 사슬-alkyl 사슬 결합 등의
교차결합(cross-linking)이 이루어져 urushiol 고분자중합
체가 형성된다 7,8,35,36) (Scheme 2).

Scheme 2. Laccase-mediated formation of cross-linked urushiol polymers (modified from reference 34, 35, and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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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분자 중합체 형성은 Nagase 등의 연구에서 生漆을
20~22℃, 상대습도 70~75% 조건에서 5 시간 건조하는 경우,

가열된 칠막 시료를 분석한 결과, urushiol 중합체의 말단
(terminal group)으로부터 분해되어 urushiol monomer 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urushiol monomer 의 함량은 약 80%

3-pentadecylcatechol(MW 320), 3-pentadecenylcatechol

에서 약 20%로 감소하고, dimer 와 oligomer 는 약 20%에서
약 60%로 증가 후 약 40%로 다시 감소하며, polymer 는 약

(MW 318), 3-pentadecadienylcatechol(MW 316) 등이 생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

0%에서 약 35%정도로 증가하고, 동시에 漆液의 점도도 증가
37)

Ma 등의 연구에서는 열분해/GC-MS 를 이용하여 칠막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漆液은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적 중합반응

분석한 결과, urushiol 은 280℃ 이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500℃ 정도에서 칠막의 분해가 확인되었다 39). 그리고 발생

으로 인해 그 경도가 증가하고 안정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기체량분석(evolved gas analysis) 결과, 300~500℃에서

生漆로 인해 유발되는 피부자극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옻나무 樹脂를 건조시켜 乾漆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urushiol 의 열분해산물로 추정되는 peak 들(m/z=108, 123)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500℃ 이상의 온도에서는 해당 성분들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peak 가 확인되지 않았다 39).

3. 乾漆의 가열에 따른 urushiol의 화학적 변화

박 등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발생기체량분석(evolved gas analysis)을 이용하여
건조된 칠 시료를 100~800℃ 온도로 열분해 한 결과 200℃

위 본초 문헌 고찰을 통해 乾漆에 대한 가열 강도를 증가하는
과정을 통해 乾漆의 독성을 제거하고 약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근처에서 기체 발생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450℃ 근처에서
최대증가량을 보였고, 500℃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乾漆을 가열하는

하였다 40). 그리고 열분해/GC-MS 를 이용하여 500℃로 가

과정에서 옻의 주요 독성 성분인 urushiol 의 화학적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연구 문헌 역시 도료로

열된 건조 옻 시료에서 urushiol 중합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catechol 골격이나 1-tetradecene 등이 검출되어

사용된 漆을 가열하여 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이 대다수였기 때

주로 C15 의 alkyl 사슬을 가지는 urushiol 중합체가 분해된

문에, 해당 문헌에서 보고된 결과를 통해 乾漆의 炮製에 따른
화학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었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대부분의 열분해산물들이 400~
700℃의 온도범위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검출량이 증가하는

Niimura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열중량/시차열분석법

40)

것으로 보고하였다 40).

(thermogr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sis)을 통해
건조된 칠막(漆膜, lacquer film)을 50~900℃의 온도에서

위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건조된 漆에 200℃ 이상의 온
도를 가할 때 urushiol 의 중합체가 분해되기 시작하며, 끓는

가열할 때, 200℃ 근처에서 칠막이 열분해되기 시작하였고,

점(boiling point)이 200℃인 urushiol 및 이의 열분해산물

38)

400~500℃에서 열분해율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열분해 산물을 확인하기 위해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

들이 200℃ 이상에서 기화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Scheme 3).

래피-질량분석기(pyrolysis/GC-MS)를 이용하여 400℃로

Scheme 3. Thermal degradation of urushiol polymers (modified from reference 38 and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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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乾漆을 일정온도 이상(2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乾漆 내 urushiol 의 함량이 감소하여 이로 인한 독성
반응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41). 이는 Kawai

5. Ma XM, Lu R, Miyakoshi T. Recent advances in
research on lacquer allergy. Allergol. Int. 2012 ; 61
: 45-50.

등의 연구에서 건조된 漆을 140℃에서 2 시간, 170℃에서 4
시간 가열한 결과, 가열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건조 漆

6. Lee WJ, Kang JE, Choi JH, Jeong ST, Kim MK,
Choi HS. Comparison of the flavonoid and urushiol

시료에서 urushiol monomer 함량은 감소하였고, 인체 피부에

content in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Stokes

대한 알러지 유발 반응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

grown in Wonju and Okcheon. Korean J. Food Sci.
Technol. 2015 ; 47(2) : 158-63.
7. Kumanotani J. Enzyme

Ⅳ. 결

론

catalyzed durable

and

authentic oriental lacquer: a natural microgel-printable
coating by polysaccharide-glycoprotein-phenolic

옻나무 樹脂로부터 획득한 漆을 건조, 가열하는 가공 공정을

lipid complexes. Prog. Org. Coat. 1998 ; 34 : 135-46.

통해 乾漆의 炮製 방법에 따른 urushiol의 화학적 변화를 고

8. Yang J, Deng J, Zhu J, Liu W, Zhou M, Li D.
Thermal polymerization of lacquer sap and its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ffects on the properties of lacquer film. Prog. Org.
1. 生漆의 건조 과정에서 laccase의 작용에 의해 漆의 알
러지성 접촉 피부염 유발 성분인 urushiol이 중합체를
형성하여 漆이 경화 및 안정화되고 독성이 감소하였다.
2. 건조된 漆을 2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urushiol
중합체가 열분해되어 漆 내 urushiol의 함유량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at. 2016 ; 94 : 41-8.
9. McGovern TW, Barkley TM. Botanical dermatology.
Int. J. Dermatol. 1998 ; 37(5) : 321–34.
10. Koo JS, Lee SN, Seo BI. A philological study on
poisoning of herbal medicines used to activate
blood flow and remove blood stasis(活血祛瘀藥).
Kor. J. Herbol. 2010；25(2)：21-39.
11. Ha H, Kim Y, Kweon K, Kim J. Review of the

이러한 내용은 乾漆을 가열함으로써 독성을 제거하고 약용

domestic research trends in the study of Korean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본초학적 炮製 방법에 대한 근거로 활

herbal medicine with anti-inflammation effects.
Kor. J. Herbol. 2011；26(4)：15-22.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2. Choi HS. MicroRNA expression in leukemia cell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지속가능한 한약표
준자원 활용기술 개발」(KSN2012320)의 지원을 받았기에 이
에 감사드립니다.

line(K562 cell) using Rhus verniciflua Stokes. Kor.
J. Herbol. 2019；34(6)：71-8.
13. unknown.

Shennongbencaojing[神農本草經].

Han

period, 25-220. In: Ma GH, ed. Shennongbencaojing
Jijiao[神農本草經輯注]. Beijing, China: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3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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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질환 동물모델에서 평위산(平胃散)의 염증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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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Efficacy Study of Pyeongwi-san(Pingwei-san) of
Digestive Tract Disease Model in Rat
Seyoung Jung1#, Sung Eun Jung2, Ji Hye Kim2, Seong Ho Ham2, Woong Mo Yang3
Bo-In Kwon1,4*
1 :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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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Pyeongwi-san is widely used in Korean medicine for acute indigestion or gastrodynia. As a therapeutic
agent for digestive diseases of modern people, in order to confirm the mechanism of Pyeongwi-san on digestive tract
disease and the difference of therapeutic efficacy between its formulation, a comparative efficacy test was conducted
on digestive tract disease animal model.
Methods : For LPS enteritis animal model, male SD rats were intraorally treated with different formulation types of
Pyeongwi-san, and then intraperitoneally administered LPS one hour later to induce enteritis. After 5 hours, blood
was collected and TNFα, IL-1β
, IL-6 and PGE2 were confirmed by ELISA. For acute gastritis animal model, male
SD rats were intraorally treated with different formulation types of Pyeongwi-san according to the prescribed
concentration, and then intraorally administered 60% ethanol and 150 mM HCl one hour later to induce acute gastritis.
After 5 hours, blood was collected and TNFα,IL-6 were confirmed by ELISA.
Results : In the LPS-administered enteritis animal model, Pyeongwi-san decreased TNFα
, IL-1β, PGE2 and especially
IL-6. Pyeongwi-san also decreased IL-6 in acute gastritis animal model.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fficacy between the two formulations when compared with inflammatory markers.
Conclusions : The efficacy of Pyeongwi-san was confirmed in the inflammatory markers related to digestive
inflammatory diseases, and the efficay between two formulations of Pyeongwi-san was relatively similar.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new applicability of Pyeongwi-san on different inflammatory diseases that have
similar inflammation markers identified in this experi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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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6.9%), 위궤양(peptic ulcer, 5.4%), 맹장질환(Disease of

론

appendix, 5.0%), 위-식도 역류 질환 (gastroesophageal
평위산(平胃散)은 창출(蒼朮), 진피(陳皮), 후박(厚朴), 감초

reflux disease, 4.1%), 과민성대장증상(Irritable bowel

(甘草), 생강(生薑), 대조(大棗)로 이루어진 처방이며 “동의보

syndrome, 2.1%), 변비(constipation, 1.5%) 순으로 나타

감”에서는 “비위에 습사가 울체되어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났다.

없으며 온 몸이 무겁고 명치 밑이 트적지근하면서 헛배가 부

따라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소화기질환 치료제로서 평위산의

르고 때로 구역질을 하며 트림이 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소화기 질환

쓴다.”고 하였으며, 이 약은 “결렬하고 모산(耗散)하는 약으로

동물모델에서 평위산의 염증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제는 보위(補胃)하는 약이 아니고, 다만 토기(土氣)의 탁한

본 연구에서는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의 설명에 따라 우선 암은

증세를 씻어주고 위를 편안히 해주는 것이므로 위기(胃氣)가

배제하되 상부 및 하부 소화기질환을 대상으로, 평위산 혼합

1)

편안할 때에는 자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방

단미엑스산 및 평위산 혼합연조엑스 두 제제에 대한 비교효력

약합편”에서는 “비위를 고르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위기가

실험을 실시하여 항염증 작용 기전과, 제제 간의 효력 차이를

2)

조화되면 더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

확인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평위산(Hirai-san, Pingwei-san)의 효능에 대해 국내외
연구를 조사한 결과 11개 문헌 중 사람에서 변증 설문지와 생
체신호의 상관성 연구에서 위전도 power ratio 및 빈맥과의
상관성이 성립됨에 따라 소화기 평활근의 교감신경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고3), 동시에 실험동물에서 위산분비억제 효

Ⅱ. 재료 및 방법

과가 확인되었다4). 한편 정상 백서에게 평위산을 투여하였을
때 48시간 후 위점액(뮤신단백으로 추정) 분비량이 크게 증가

1. 시약

5)

한다고 보고되었는데 , 정상적인 사람에게 평위산을 투여하
였을 때 오히려 점액분비를 통하여 더부룩함을 유도할 수 있
으므로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에서도 위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투약을 중지한다고 한 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위산 제제가 소화기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면역
학적 기전에 있어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다.
평위산의 구성 요소의 효능을 각각 조사한 결과, 평위산은
크게 소화관 평활근에 대하여 무스카린수용체, 히스타민수용체,
도파민수용체, Ca-channel과 PGE2 억제를 통하여 진경, 진토
및 급성위염의 개선 효과를 가진 제제라 여겨진다. 여기에는
창출에서 유래하는 hinesole6), β
-eudesmole7,8), 진피에서
유래하는

D-limonene,

β-pinene,

β
-myrcene

및

평위산혼합단미엑스산(Pyeongwi-san(P)) 및 평위산혼합
연조엑스(Pyeongwi-san(Ex))는 한풍제약(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각각 단미엑스산혼합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제조번호는 다음과 같다(평위산단미엑스 제조번호:
15007, 평위산연조엑스 제조번호: 13002). 평위산혼합단미
엑스산은 1회용량 2.18 g 중 창출엑스산 0.95 g, 진피엑스산
0.56 g, 후박엑스산 0.10 g, 감초엑스산 0.20 g, 생강엑스산
0.03 g, 대추엑스산 0.3 4 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위산혼
합연조엑스는 1회용량 9.81 g 중 창출연조엑스 0.85 g, 진피
연조엑스 0.91 g, 후박연조엑스 0.15 g, 감초연조엑스 0.29 g,
생강연조엑스 0.04 g, 대추연조엑스 0.40 g으로 구성되어 있다.

hesperidin99~13), 후박에서 유래하는 magnolol과 honokiol
14~17)
18,19)

, 감초에서 유래하는 glycyrrhizin와 carbenoxolone

, isoliquiritigenin , 생강으로부터 유래하는 6-gingerol

21~28)

2. LPS성 장염에 대한 비교효력실험

20)

이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인의 질환에 있어서 소화기계 질환은 상당 부분을 차
지하며 세부 질환 역시 다양하다. 현대인의 소화기 질환 중에서
정 등29)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소화기 암(cancer)이 36.5%로 가장 많고, 이어 상부 및 하부
소화기질환이 각각 18.4, 18.5%였으며, 그 뒤로 간과 췌장
및 출혈성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4~2014년까지 22대분류에 의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진료
비와 급여비의 합계가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고, 순환기질환(5.0%에서 6.4%로 증가),
암 등 신생물(4.9%에서 5,5%로 증가), 근골격계(5.8~5.7%로
유지), 호흡기계(6.6%에서 5.5%), 소화기계(6.9%에서 5.1%),
비뇨생식기계(3.5%에서 3.1%)로 통계되고 있다30). 이 중 소화
기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위염(gastritis,

체중 250~270 g의 웅성 SD 랫트 5 마리를 1 군으로 하여
24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시험약(평위산혼합단미엑스산) 및
대조약(평위산 혼합단미연조엑스)을 각각 zonde를 써서 경구
투여한 다음 1 시간 후 LPS (E. coli,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5 ㎎/㎏이 되도록 복강주사하고 5 시간
후 각각 채혈하여 TNFα(R&D DY510), IL-1β(R&D DY501),
IL-6 (R&D DY506), PGE2 (Enzo Life Sciences ADI900-001)를 ELISA 법으로 정량하였다. 이 때 각 약물 투여
량은 성인기준 평위산혼합단미엑스산은 성인(60 ㎏ 기준) 1 회
2.18 g(36.3 ㎎/㎏), 평위산혼합연조엑스는 1 회 9.81 g
(163.5 ㎎/㎏)으로서 랫트에게는 각각 그 상용량과 3배, 15배
분량을 개체마다 경구투여 하였다. 따로 공시험군에는 정제수를
경구투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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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IL-6, PGE2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며, 두 제제가 그

3. 급성위염에 대한 비교효력실험
수컷 SD rat 6마리를 1군으로 하여 36시간 절식 시킨 후
평위산혼합단미엑스산 및 평위산 혼합단미연조엑스를 각각
경구 투여하고 1시간 후에 60% ethanol과 150mM HCl
(400 ㎕)를 경구 투여한 다음 1시간 후에 CO2 chamber에서
사망시킨 다음 혈장 중 TNFα(R&D DY510) 및 IL-6 (R&D
DY506) 농도를 ELISA법으로 정량하였다. 이 때 각 약물 투여
량은 성인기준 평위산혼합단미엑스산은 성인(60 ㎏ 기준) 1 회
2.18 g(36.3 ㎎/㎏), 평위산혼합연조엑스는 1 회 9.81 g
(163.5 ㎎/㎏)으로서 랫트에게는 각각 그 상용량과 3배, 15배
분량을 개체마다 경구투여 하였다. 따로 공시험군에는 정제수를
경구투여 하였다.

중에서도 IL-6와 PGE2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and Figure 1). 이는 기존 연구와 같이

39)

평

위산이 LPS성 염증 모델에서 PGE2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평위산의 염
증성 장염에 대한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평위산 혼합단미엑스산 및 혼합단미연조엑스를 한약재
처방량으로서 동량이 되도록 투여하여 그 염증마커를 서로 비
교한 결과, 같은 사용량에서 LPS성 염증개선에 대해서는 두
제형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비교적 P
값이 0.2 이상으로서 그 효력이 투여량별로 완벽하게 일치하
지는 않았으나, 두 제형 간 효력차이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통계적 검증

2. 급성위염에 대한 비교효력실험 결과

실험결과는 SPSS 10.0으로 분석하였으며 mean ± SD로
나타내었으며, 처치 군 간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 검정
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05 및 P < 0.01로 하였다.

랫트에 에탄올성 염산용약을 경구투여 하면 에탄올 흡수과정
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산 자극으로 점막이 손상
되어 위염을 일으키며, 이러한 질환 모델은 알콜자극, H. pylori
등 ROS와 관련한 위염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40). 본 실험
모델은 에탄올성 ROS에 의한 세포사에 의한 것이며, 실험 방법
에서 사전에 약물을 경구 투여 한 후 에탄올-염산 용액으로

Ⅲ. 결

자극하여 위조직 중 염증인자를 조사한 실험이므로 제제가 에

과

탄올성 위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효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1. LPS성 장염에 대한 비교효력실험 결과
H. pylori에 의한 위염 및 위궤양31)과 전반적인 소화기질환

실험 결과 평위산이 IL-6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킴으로써 급성
위염에 대한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and
Figure 2).

(장염, 간염, 췌장염 등 포함)을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구토와

또한 평위산 혼합엑스산제와 혼합연조엑스의 위염 보호효

관련한 도파민수용체 및 세로토닌수용체 자극성 장운동 항진을

과를 비교해 보면 두 제형 간 결과 차이가 유의성 있게 크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LPS성 소화기질환 모델32~38)에 대하여

않았다(Table 2).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효력을 발

평위산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평위산

휘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험 예를 더 늘린다면 효력의 동등성

산제(P)와 연조엑스(Ex) 모두 농도와 상관 없이 TNFα, IL-1

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1. Effect of Pyeongwi-san on inflammatory cytokines in plasma of LPS-induced enteritis rat model.
제제 (㎎/㎏)

LPS (㎎/㎏)

Normal

Pyeongwi-san
(Ex)

IL-1β(pg/㎖)

IL-6 (pg/㎖)

PGE2 (pg/㎖)

41.01 ± 17.01

112.48 ±

40.00

34.52 ± 14.30

47.67 ± 20.23

5

164.43 ± 11.87

610.27 ±

98.75

236.75 ± 63.25

313.65 ± 36.94

218

5

128.92 ± 18.00

382.08 ±

36.92

88.57 ± 18.68

199.97 ± 29.02*

654

5

113.2

± 25.32

385.90 ±

41.41

64.82 ± 24.26

180.08 ± 16.58*

3,270

5

113.2

± 19.36

322.24 ± 103.29

61.58 ±

188.36 ±

981

5

126.73 ± 25.00

348.33 ±

82.11

86.90 ± 24.96

165.89 ± 15.21*

2,943

5

106.21 ± 27.83

386.25 ±

61.02

84.25 ± 23.39

170.49 ± 15.16*

14,715

5

101.55 ± 36.11

272.15 ±

70.96*

80.62 ± 26.81

165.02 ± 46.17*

-

Pyeongwi-san
(P)

TNFα(pg/㎖)

8.93

7.86*

SD rats (male, 250 ~ 270 g) were administerated orally with Pyeongwi-san (P) and Pyeongwi-san (Ex) respectively. After 1 hour, rats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LPS (5 ㎎/㎏). After 5 Hours, blood was collected and inflammatory cytokine (TNFα
, IL-1β
, IL-6,
PGE2) in plasma were measured and compared. (mean±SD, n=5)

10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5 No. 2, 2020

(TNFα)

(IL-1β
)

(IL-6)

(PGE2)

*P < 0.05
Figure 1. Effect of Pyeongwi-san on inflammatory cytokines in plasma of LPS-induced enteritis rat model.
SD rats (male, 250 ~ 270 g) were administerated orally with Pyeongwi-san(P) and Pyeongwi-san(Ex) respectively. After 1 hour, rats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LPS (5 ㎎/㎏). After 5 Hours, blood was collected and inflammatory cytokine (TNFα
, IL-1β, IL-6, PGE2) in
plasma were measured and compared. (mean±SD, n=5)

Table 2. Effect of Pyeongwi-san on inflammatory cytokines in plasma of acute gastritis rat model.
Pyeongwi-san
(㎎/㎏)

EtOH+HCl
(㎖/rat)

Normal

Pyeongwi-san
(Ex)

4602.35 ±

IL-6
(pg/㎖)

P

P

799.28

1901.59 ± 531.07

0.4

6420.91 ± 1699.73

3034.32 ± 421.15

218

0.4

5334.56 ± 2090.70

2321.73 ± 321.83

654

0.4

5205.35 ± 1451.10

2336.02 ± 496.57

3,270

0.4

5419.49 ± 1350.38

1873.29 ± 226.12

981

0.4

5297.62 ± 1189.31

0.4863

a)

1909.12 ± 410.04

0.4559

2,943

0.4

5519.10 ± 1506.75

0.2600b)

1737.22 ± 285.00

0.4077b)

14,71
5

0.4

5564.30 ± 1079.75

0.4311

c)

1696.02 ± 229.74

0.4046

-

Pyeongwi-san
(P)

TNFα
(pg/㎖)

a)

c)

SD rats (male, 250 ~ 270 g) were administerated orally with Pyeongwi-san(P) and Pyeongwi-san(Ex) respectively. After 30 minutes, rats
were administerated orally with 60% ethanol and 150mM HCl (400 ㎕). After 1 Hours, blood was collected and inflammatory cytokine
(TNFα
, IL-1β
, IL-6, PGE2) in plasma were measured and compared. (mean±SD, n=5)
a)
b)
c)

Comparison between Pyeongwi-san(P)(218 ㎎/㎏) treated group and Pyeongwi-san(Ex)(981 ㎎/㎏) treated group.
Comparison between Pyeongwi-san(P)(654 ㎎/㎏) treated group and Pyeongwi-san(Ex)(2943 ㎎/㎏) treated group.
Comparison between Pyeongwi-san(P)(3270 ㎎/㎏) treated group and Pyeongwi-san(Ex)(14715 ㎎/㎏)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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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

(IL-1β
)

Figure 2. Effect of Pyeongwi-san on inflammatory cytokines in plasma of acute gastritis rat model.
SD rats (male, 250 ~ 270g) were administerated orally with Pyeongwi-san(P) and Pyeongwi-san(Ex) respectively. After 30 minutes, rats
were administerated orally with 60% ethanol and 150 mM HCl (400ul). After 1 Hours, blood was collected and inflammatory cytokine (TNFα
,
IL-1β
, IL-6, PGE2) in plasma were measured and compared. (mean±SD, n=5)

Ⅳ. 고

찰

해본 결과, 평위산 산제와 평위산 연조엑스 모두 소화관 질환
관련 염증 인자인 TNFα
, IL-1β
, IL-6, PGE2를 모두 유의성

평위산(平胃散)은 서론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의보감

있게 감소시켰다. 특히 그중에서도 IL-6, PGE2가 정상군과

(東醫寶鑑)”에서 비위(脾胃)에 습사(濕邪)가 울체(鬱滯)되어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되었다. 에탄올성 염산용액을 경구투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온 몸이 무겁고 명치 밑이 트

여하는 급성 위염모델에서의 평위산의 제제 비교효력실험에

적지근하면서 헛배가 부르고 때로 구역질을 하며 트림이 나거

서도 IL-6가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신물이 올라오는 데 쓴다고 하였으며, 이 약은 결렬(決烈)

소화관 질환 중 이러한 proinflammatory cytokine이 상승

하고 모산(耗散, 산을 줄이는 작용)하는 약으로 실제는 보위

되는 원인으로는 미생물성 염증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 위염,

(補胃)하는 약이 아니고, 다만 토기(土氣)의 탁한 증세를 씻어

만성 위축성 위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과 궤양성 질환이 있

주고 위(胃)를 편안히 해주는 것이므로 위기(胃氣)가 편안할

다 . 다만 질환의 원인에 따라 치료제의 선택은 다양할 수

때에는 자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1). 따라서 이 약은 급

있으나 이러한 소화관 질환에 평위산을 사용함으로써 염증개

체(急滯) 내지 위경련에 이용되는데, 위기가 편안해지면 더

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약의

면역학적 관점에서 IL-6는 일반적으로 염증 상황에서 나

사용은 오히려 소화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타나는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다. 소화기 염증 질환

추측되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예측되는 작용기전으로는

중에서 일반적으로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점막고

소화기 평활근 이완 및 산분비 억제로 관련 질환을 개선하지만,

유층의 Th1세포와 Th17세포 위주의 염증 면역 반응이 나타

정상 시에는 소화력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난다. 장관이 손상된 병리적인 상황에서는 대식세포와 주변

상세한 작용기전과 관련 성분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 세포에서 IL-6가 분비되며 , IL-6는 도움 T 세포 분화

41)

사료 된다 .

43)

+

작용에도 관여를 하며 TGF-β
와 함께 숫 CD4 T 세포를
44)

평위산, 그리고 평위산 구성 한약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Th17 세포로 분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 Th17 세포는

문헌 조사를 한 결과, 종합해 보았을 때 평위산은 소화기 평

IL-6와 TGF-β
에 의해서 분화되지만, 또한 IL-23에 의해서

활근에 대해 무스카린수용체, 히스타민수용체, 도파민수용체,

활성화 되며 IL-17을 분비해 다양한 세포로부터 케모카인과

Ca-channel과 PGE2 억제를 통해 이완시키고 산 분비를 억

다른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유도시켜 호중구 등의 염증 면역세

제해 진경, 진토 및 급성위염 등의 소화기 관련 질환을 개선

포를 해당 염증 부위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 .

45)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5). 따라서 관련

이와 같이 IL-6 분비를 통해 유도된 Th17 세포는 만성적인

기전을 확인할 수 있는 LPS성 소화기질환 모델과 급성 위염

염증 면역 질환과 류머티스 관절염, 크론병과 같은 자가 면역

모델, 그리고 아세틸콜린성 위산분비 모델을 활용해 평위산이

질환의 병리기전에 주요 역할을 한다. 평위산의 IL-6 분비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제제에 따른 효력의 차이 여부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Th17 세포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제 만성적인 소화기의 염증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

LPS성 장염모델에서 평위산의 제제 비교효력실험을 진행

동물 실험 모델에서도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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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자인 IL-23과 Th17 세포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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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續斷과 韓續斷의 기원에 관한 문헌 고찰
신상문1#, 도의정2, 송호준1,2, 박성주1,2, 이금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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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erature Review on the Origin of Dipsaci Radix and Phlomidis Radix
Sangmun Shin1#, Eui-Jeong Doh2, Ho-Joon Song1,2, Sung-Joo Park1,2, Guemsan Lee1,2*
1 :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2 :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change in the origin of Sokdan(續斷) by diachronically analyzing literature
data from Korea and China.
Methods : Literature records describing the origin(synonyms, location of production, description) of Sokdan were
collected, records were divided into periods. The main contents were included in the results, and original texts were
edited and summarized in the table.
Results : Sokdan, whose leaves resemble Jeoma(苧麻)(SJ), was first recorded in 《Xinxiubencao(新修本草)》, and described
in detail in 《Bencaotujing(本草圖經)》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ies in China. In modern times, SJ was assumed
to be genus Phlomoides or Lamium; however, records of the plant have decreased. Finally, SJ was not included in the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Sokdan. However, 《Diannanbencao(滇南本草)》, 《Diannanbencaotushuo
(滇南本草圖說)》, 《Zhiwumingshitukao(植物名實圖考)》 described Sokdan of dian(滇). It was assumed genus Dipsacus.
From the 1950s onwards, Sokdan is described in the literature as a member of the genus Dipsacus. In korea, SJ
was recorded in 《Hyangyakjipseongbang(鄕藥集成方)》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modern times, the genera Phlomoides and Lamium were mostly recorded as the origin of Sokdan.
Conclusions : Several species have been described as Sokdan over the years in China, but since the 1950s, the genus

Dipsacus was noted as the origin of Sokdan. In Korea, SJ was used in the past, thus Sokdan was recorded as P. umbrosa
in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KHP)·1985》. However, 《KHP·1998》 referred to P. umbrosa as Hansokdan
and D. asperoides as Sokdan.1)
Key words : Dipsaci Radix, Dipsacus asper, Dipsacus asperoides, Phlomidis Radix, Phlomoides umbrosa, Phlomis

umbrosa.

Ⅰ. 서

론

續斷은 補肝腎, 續筋骨, 調血脈한 효능으로 腰背酸痛, 足膝
無力, 胎漏, 崩漏, 帶下, 遺精, 跌打損傷, 金瘡, 痔漏, 癰疽瘡
腫 등을 치료하는데 주로 쓰이는 약물이다1). 《五十二病方》2)에

처음 기록되었을 만큼 사용 연원이 깊지만, 비슷한 효능을 가
지는 다양한 식물들이 續斷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대한민국3)과 중국4), 대만5)은 공정서에 인동과
(Caprifoliaceae)에 속한 천속단(川續斷) Dipsacus asperoides
C.Y.Cheng & T.M.Ai [=D. asper Wall. ex DC.]의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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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續斷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은 川續斷은 인정치 않고
큰속단 Phlomis maximowiczii Regel 만을 ‘속단뿌리’라고

54)

《植物名實圖考長篇》 , 《植物名實圖考》
∙ 近現代 : 《清稗類鈔》56), 《漢藥實驗談》57),

55)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3)은

《最新實驗藥物學正編》58), 《中國藥物學集成》59),

꿀풀과(Lamiaceae)에 속한 속단 Phlomis umbrosa
Turczaninow [=Phlomoides umbrosa (Turcz.) Kamelin

《藥物圖考》 , 《實用藥性字典》 , 《植物圖譜》 ,
《河南省藥品標准》63), 《國藥提要》64),

& Makhm.]의 뿌리를 ‘韓續斷’이라는 별도의 약물로 규정하고

《中國北部之藥草》65), 《本草用法研究》66),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續斷(이하 川續斷)과 韓續
斷 2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韓續斷의 기원 식물명 ‘속단’7)과

《中國藥用植物誌第3冊》 , 《中藥新編》 ,
《藥用植物圖說》69), 《現代實用中藥》70),

천속단의 약명 ‘續斷’3)의 발음이 같아 유통 상의 혼란이 있다.

《科學注解本草概要》71), 《獸醫常用中藥》72),

이러한 연유로 처방에서 川續斷과 韓續斷 중 어느 것을 選用
하여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獸醫國藥及處方》 , 《土產資料彙編》 ,
《中醫學概論》75), 《中藥學概論》76), 《常用中藥知識》77),

續斷의 기원에 대한 문헌 연구로 王8)의 ‘續斷의 본초고증’과

《實用中藥學》78), 《藥材資料彙編》79), 《中藥學》80),

60)

61)

62)

67)

68)

73)

9)

74)

81)

82)

《中药材品种论述》 의 ‘川續斷과 韓續斷에 관한 품종 비교’,
Namba 등10)의 ‘續斷과 大薊를 비교하여 고증한 논문’ 등이

《中藥志》 , 《四川中藥材生産技術》 ,
《山西野生植物》83), 《藥材學》84), 《辭海試行本》85),

있었다. 또한, 續斷으로 사용된 약물의 도 등11)의 외부형태감별,

《重慶中藥》86), 《陝西中藥志》87), 《湖南藥物志》88),

12)

13)

89)

이 의 내부형태감별, 윤 등 의 지표성분 분석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續斷의 기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 분석

90)

《四川中藥志》 , 《蘭州植物通志》 ,
《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63年版》91)

에 사용된 문헌의 종류가 적거나, 淸代 이후의 기원변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으며, 한반도의 상황을 반영치 못하였다.
또한 牡蠣14), 砂仁15) 등의 기원과 형태에 관한 문헌고찰과

2) 한반도

같은 연구에 비해 국내에서 續斷의 기원에 관한 고문헌연구는

《東醫寶鑑》
∙ 近現代 : 《朝鮮植物名彙》95), 《朝鮮藥物學》96),

수행된 바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을 통시적으로 정
리하여 續斷의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 朝鮮代 : 《鄕藥集成方》92), 《朝鮮王朝實錄 世宗地理志》93),
94)

《土名對照 鮮滿植物字彙》97), 《朝鮮植物鄕名集》98),
99)

100)

101)

《本草學》 , 《申氏本草學》 , 《現代韓方藥物學》
《原色本草維新》102), 《藥品植物學各論》103),

Ⅱ. 문헌 및 방법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1985年版》104)

1. 문헌조사
《운곡본초학》1), 《본초서의 계통과 본초학 발전사》16), 《강좌
17)

2. 분석방법

18)

중국의학사》 , 《한의학통사》 를 교차 조사하여 얻은 本草書
名을 정리하여 문헌을 확보하였다. 近現代 문헌은 本草書 외

중국 문헌을 秦漢魏晉南北朝代, 唐宋代, 明淸代, 近現代 순
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강좌 중국의학사》17)를 참고하여 秦

에도 續斷의 기원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수집하였다. 그 중 續

漢魏晉南北朝代는 265~580년, 唐宋代는 581~1279년, 明

斷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異名, 産地, 性狀 등)이 존재하는 문
헌을 정리하여 중국 문헌 73개, 한반도 문헌 13개를 선발하

淸代는 1368~1911년, 近現代는 1912년 중화민국 건국시기
부터 續斷이 1963년 약전91)에 첫 수록되기 이전시기인 1963

였다. 단, 북한의 문헌은 공정서외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년까지로 1912~1963년으로 설정하였다. 단, 金元代에 本草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書
에는 續斷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포함
하지 않았다.

105-108)

한반도의 문헌은 朝鮮代와 近現代로 분류하였으며 朝鮮代

1) 중국
19)

20)

∙ 秦漢魏晉南北朝代 : 《神農本草經》 , 《名醫別錄》 ,
21)

22)

《本草經集注》 , 《雷公炮炙論》
23)
∙ 唐宋代 : 《新修本草》 , 《本草拾遺》24), 《蜀本草》25),
26)

27)

였다.
28)

《開寶本草》 , 《日華子本草》 , 《嘉祐本草》 ,
29)

30)

34)

35)

《本草圖經》 , 《證類本草》
∙ 明淸代 : 《滇南本草》31), 《本草集要》32), 《本草品彙精要》33),
36)

《本草蒙筌》 , 《本草發明》 , 《本草綱目》 ,
37)

38)

1392~1910년, 近現代는 일제 강점기부터 續斷이 1985년에
규격집104)에 수록되기 이전시기인 1911~1985년으로 설정하
시대별로 기원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결과에 정리하였으며,
원문은 기원에 관한 내용만 편집하여 각각의 표(Table 1~5)로
정리하였다. 단, 원문의 표기법 및 오탈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중국어 간체자는 번체자로 변경하였다.

39)

《本草原始》 , 《本草正》 , 《本草彙言》 ,
《神農本草經疏》40), 《藥品化義》41), 《本草乘雅半偈》42),
《本草彙箋》43), 《本草彙》44), 《本草崇原》45),
46)

47)

Ⅲ. 결

48)

《本草易讀》 , 《本草備要》 , 《本草述》 ,
《本草從新》49), 《本草求眞》50), 《滇南本草圖說》51),

1. 중국에서의 續斷

《本經續疏》52), 《本草述鉤元》53),

1) 秦漢魏晉南北朝代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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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魏晉南北朝代의 續斷 기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은 표(Table 1)에 정리하였다.

또한 첫째로 서술된 續斷외에 《範汪方》을 인용하여 다른 續
斷에 대해 서술하였다. ‘馬薊로 불렸던 것으로, 小薊와 닮았

《神農本草經》19)에 續斷의 異名으로 龍豆, 属折가 기록되어

지만 크며, 잎은 旁翁菜와 닮고 약간 두터우며, 가시가 있다.

20)

있다. 《名醫別錄》 에는 異名이 接骨, 南草, 槐이며 常山에서
생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꽃은 자색으로 越州續斷(Fig. 1-A)과 유사하다’라고 하였다.
2종의 續斷에 대한 서술 후 續斷은 여러 종이 있으며 醫人

《本草經集注》21)에서는 《桐君藥錄》을 인용하여 다음의 5종

들은 ‘節節斷·皮黃皺者為真’이라고 하여, 마디마디가 끊어지고

류의 續斷을 소개하였다.

겉에 황색 주름이 있는 것을 진품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또한,
續斷을 묘사한 越州續斷(Fig. 1-A), 晋州續斷(Fig. 1-B), 絳

① 잎이 가늘고 줄기는 들깨(荏)와 같은 것

州續斷(Fig. 1-C) 3종의 그림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本草

② 桑上寄生으로 불렸으며 잎과 줄기를 사용한 것
③ 接骨樹로 불리며 잎이 蒴藋와 닮고 金瘡 치료에 사용되

圖經》 본문에는 馬薊의 꽃이 越州續斷과 가 유사하다는 언급
외에 晋州續斷, 絳州續斷에 대한 서술은 없었다.

29)

던것
④ 廣州지방에서 諾藤이라 불리던 것
⑤ 虎薊로 불리던 것
22)

《雷公炮炙論》 에서는 “勿用草茆根 緣真似續斷”라 하여 續
斷은 草茆根과 닮았다고 하였다.
Table 1. Origin of Sokdan in Wei(魏), Jin(晉) and Northern and
Southern(南北朝) dynasties.
Title
神農本草經

Contents
… 一名龍豆 一名属折.

Table 2. Origin of Sokdan in Tang(唐) and Song(宋) dynasties.
Title(Year)

Contents

新修本草
(659)

謹案 此藥 所在山谷皆有 今俗用者是. 葉似苧而莖方
根如大薊 黃白色. 陶注者 非也.

本草拾遺
(738)

續斷 中有水者 謂之含水藤

蜀本草
蜀本圖經云 葉似苧 莖方 兩葉對 花紅白色 根如大薊
(934~965) 一株有五六枝.
日華子本草
(908-923)

…又名大薊·山牛蒡.

名醫別錄

… 一名接骨 一名南草 一名槐. 生常山. 七月·八月
採 陰乾. …

開寶本草
(974)

[新修本草 引用]

加祐本草
(1060)

… 又名大薊·山牛蒡.

本草經集注

案《桐君藥錄》云 續斷生蔓延 葉細 莖如荏 大根本 黃
白有汁 七月·八月采根. 今皆用莖葉 節節斷 皮黃皺
狀如雞脚者 又呼爲桑上寄生 恐皆非真. 時人又有接
骨樹 高丈餘許 葉似蒴藋 皮主治金瘡 有此接骨名
疑或是. 而廣州又有一藤名續斷 一名諾藤 斷其莖
器承其汁飲之 治虛損絕傷 用沐頭 又長髮. 折枝插
地即生 恐此又相類. 李云是虎薊 與此大乖 而虎薊
亦自治血爾.

本草圖經
(1061)

續斷 生常山山谷 今陜西·河中·興元府·舒·越·
晉州亦有之. 三月以後生苗 幹四棱 似苧麻；葉亦類
之 兩兩相對而生；四月開花 紅白色 似益母花 根如
大薊 赤黃色. 七月·八月采. 謹按《範汪方》云∶續
斷即是馬薊 與小薊菜相似 但大於小薊耳. 葉似旁翁
菜而小厚 兩邊有刺刺人. 其花紫色 與今越州者相
類. 而市之貨者 亦有數種 少能辨其粗良.醫人用之
但以節節斷·皮黃皺者為真.

證類本草
(1116)

…陶隱居云∶[本草經集注 引用] 臣禹錫等謹按蜀本
圖經云∶[蜀本草 引用]
藥性論云∶… 日華子云∶[日華子本草 引用] 圖經
曰∶[本草圖經 引用] 雷公云∶[雷公炮炙論 引用]
外台秘要∶治淋 取生續斷絞取汁服之 馬薊根是. 子
母秘錄∶…

雷公炮炙論

雷公云 凡使 勿用草茆根 緣真似續斷 若誤用 服之
令人筋軟. 凡采得後 橫切 剉之 又去向裏硬筋了 用
酒浸一伏時 焙乾用.

2) 唐宋代
唐宋代의 續斷 기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은
표(Table 2)에 정리하였다.
(1) 《新修本草》의 續斷에 대한 기록
23)

唐代의 《新修本草》 에는 ‘잎이 모시풀(苧)과 닮고 줄기가
각지며 뿌리는 大薊와 유사하며 黃白色’으로 기록 되어 《本草
經集注》21)의 내용과 다른 형태의 續斷을 제시하였다.
(2) 《本草圖經》의 續斷에 대한 기록
《本草圖經》29)에서는 《新修本草》23)에서 제시한 續斷의 특징이
자세히 서술되었다. 産地(今陜西·河中·興元府·舒·越·
晉州), 지상부가 올라오는 시기(三月以後生苗), 개화시기(四
月開花), 채집시기(七月·八月采)가 기록되어있고, ‘幹四棱
似苧麻；葉亦類之 兩兩相對而生；四月開花 紅白色 似益母花
根如大薊 赤黃色’ 줄기, 잎, 꽃, 뿌리 등 외형적인 형태가 서술
되었다.

(A) 《本草圖經》
越州續斷

(B) 《本草圖經》
晉州續斷

(C) 《本草圖經》
絳州續斷

Figure 1. Illustration of Sokdan on Bencaotujing(《本草圖經》)
(A) Illustration of Yuezhou Sokdan in Bencaotujing.
(B) Illustration of Jinzhou Sokdan in Bencaotujing.
(C) Illustration of Jiangzhou Sokdan in Bencaotu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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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金元代
105)

106)

金元代의 本草書 《珍珠囊》 , 《湯液本草》 , 《本草衍義補
107)
108)
遺》 , 《日用本草》 를 조사한 결과 續斷이 수록되지 않았다.

要》 에서는 ‘뿌리가 기름기가 있고 윤기가 있으며 비대한 것이
좋고 玄蔘과 質이 비슷하다’라고 하였다. 《本草綱目》36)에서는
‘川지역에서 유래한 續斷은 붉고 말랐으며 절단 시 煙塵이 나는
37)

것이 좋다’라고 서술하였다. 《本草原始》 에서는 續斷과 川續
斷의 약재 성상에 관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약재 그림을 수록

4) 明淸代
明淸代의 續斷 기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은
표(Table 3)에 정리하였다.
(1) 明淸代 續斷 기원서술의 특징
明淸代의 本草書는 《本草圖經》29) 혹은 《本草綱目》36)에 기록

하였다. 《本草正》38)에서는 ‘川續斷은 色이 灰黑하다’라고 서
41)

술하였다. 《藥品化義》 에서는 ‘色이 淡紫微黃(鮮靑)하다’고
서술하였다. 《本草崇原》45)에서는 ‘曬乾시 黑色이 된다’고 서
술하였다.

된 續斷의 특징을 인용한 문헌이 많았으며, 그 외 서술된 내

(3) 滇지역의 續斷에 대한 기록

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지에 대한 것으로 ‘蜀
川者佳’, ‘陝蜀最盛’, ‘川產者良’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續斷이

明代의 《滇南本草》31), 淸代의 《滇南本草圖說》51), 《植物名

33,34,38,39,42-50)

품질이 뛰어난 산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 둘째,

29)

《本草圖經》 의 진품 구별법에 대한 것으로 ‘節節斷, 皮黃皺
者爲真’ 혹은 ‘狀如雞腳者爲上 節節斷 皮黃皺者方真’와 유사한
문장이 서술되어 그 쓰임이 확인되었으나, 여러 종의 續斷 중
32,34,35,37,41,42,

어떤 종의 감별법인지 직접 기술된 바가 없었다
44,47-50,52,53)
. 셋째, 《本草綱目》36)에서 ‘川에서 유래한 續斷은
색이 붉고 말랐으며 절단 시 煙塵이 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36)

55)

實圖考》 은 滇지역(현재 雲南지역)의 續斷에 관한 기록으로
동시대의 本草書와 비교했을 때 기술된 내용이 차이점이 있었다.
明代 《滇南本草》31)에서 ‘鼓槌草, 和尚頭’라는 異名이 기록
51)

되어있으며, 淸代의 《滇南本草圖說》 에는 ‘獨苗對葉 苗上開
花似錘’의 서술이 추가되었다. 《植物名實圖考》55)에서는 식물
性狀에 대해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져 ‘今滇中生一種續斷 極似
芥菜 亦多刺 與大薊微類 梢端夏出一苞 黑刺如球 大如千日紅
花 苞開花白 宛如蔥花 莖勁 經冬不折’라는 특징을 자세히 묘사

기술하였는데, 《本草綱目》 이 출간된 이후 여러 서적에서 인용
되었다37,39,43,45,46,48,53).

했으며 그림(Fig. 2-A)을 수록하였다. 위 3권의 공통점은 滇

(2) 續斷의 약재 性狀에 대한 기록
明淸代이전 性狀을 인용한 기록을 제외하고, 明淸代 續斷의

‘花似錘’, 《植物名實圖考》55)에서는 ‘黑刺如球 大如千日紅花’로

지방의 續斷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고, 球形의 꽃의 모양을
《滇南本草》31)에서는 ‘鼓槌草. 和尚頭’, 《滇南本草圖說》51)에서는
기록하였다.

약재 性狀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本草品汇精

Table 3. Origin of Sokdan in Ming(明) and Qing(淸) dynasties.
Period

Title(Year)

Contents

滇南本草
(1436)

續斷 一名鼓槌草 又名和尚頭. …

本草集要
(1492)

…節節斷, 皮黃皺者爲真.…

本草品彙精要
(1505)

…[苗] 《圖經》曰 : [本草圖經 引用] [地] 《圖經》曰 : 生常山山谷 今陝西 河中 興元府 舒越·晉绛州. 道地 : 蜀川者佳.
[時] 生:春生苗. 采:七月·八月取根. [收] 陰乾. [用] 根脂潤·肥大者爲好. [質] 類玄參而黃皺 [色] 赤黃. … [臭] 香. …

本草蒙筌
(1565)

… 陝蜀最盛 三月才生. 似苧麻葉 苗幹四棱. 類大薊根 皮色黃赤. 資之入藥 取根於秋. 多有粗良 務擇精細. 但認狀如
雞腳者爲上 節節斷皮黃皺者方真. 去向裏硬筋 以醇酒浸宿.…

本草發明
(1578)

… 狀如雞腳者爲上; 節節斷 皮黃皺者方真. …

明代
本草綱目
(1578)

…《別錄》曰︰續斷生常山山谷 七月⋅八月采 陰乾.
普曰︰出梁州 七月七日采. 弘景曰︰[本草經集注 引用] 恭曰︰[新修本草 引用] 頌曰︰[本草圖經 引用] 時珍曰︰續
斷之說不一. 桐君言是蔓生 葉似荏. 李當之·范汪並言是虎薊. 《日華子》言是大薊 一名山牛蒡. 蘇恭·蘇頌皆言葉似
苧麻, 根似大薊 而《名醫別錄》復出大小薊條, 頗難依據. 但自漢以來 皆以大薊爲續斷 相承久矣. 究其實 則二蘇所云
似與桐君相符 當以爲正. 今人所用 以川中來 色赤而瘦 折之有煙塵起者爲良焉. 鄭樵《通志》謂范汪所說者乃南續斷,
不知何據? 蓋以別川續斷耳.…
《本草綱目 ⋅ 序例下⋅藥名同異》 馬薊 朮ㆍ大薊
《本草綱目⋅卷十五⋅大薊⋅小薊⋅釋名》 曰馬者, 大也
《本草綱目⋅卷十五⋅漏蘆⋅集解》 今人以馬薊似苦芺者爲漏蘆

本草原始
(1612)
本草正
(1624)

[本草圖經 引用] …. 續斷 《本經》 上品. 《本經》云 : 狀如鷄腳 節節斷皮黃皺者真也. 續斷 市之貨者 形類山玄參
色皂而瘦 折之有烟尘起者爲良. 狀如雞腳赤黃色 節節斷皮多皺者 極少難得. 川續斷 皮微白 肉微皂 一根二三枝及五
六枝. 今入藥惟用川.…
川者 色灰黑 尖瘦多蘆 形如鷄脚 皮斷而皺者是. … 用川者良. …

川續斷과 韓續斷의 기원에 관한 문헌 고찰

Period

明代

Title(Year)

Contents

本草彙言
(1624)

…蘇氏曰：續斷生陝西·河中·舒·越·晉·絳諸州，江南諸郡皆有之. 三月生苗 幹有四棱 葉似苧麻 兩葉對生. 四
月開花·紅白色 似益母花. 根如大薊，赤黃色.出川中者 味兼甘 更佳. 色赤而瘦 折之有煙塵起者. 無者爲南續斷 非川
產也. 功少不及. 《藥錄》云：喜延蔓 葉細 莖如荏 根黃白有汁. 今用莖葉 節節斷 皮黃皺 如雞腳者. 八月采根 橫切剉
之. 去向裏硬筋 酒洗 曬乾用. 又一種草茅根 真似續斷 誤服令人筋軟 須辨之.…

神農本草經疏
(1625)
藥品化義
(1644)
本草乘雅半偈
(1674)
本草彙箋
(1660)
本草彙
(1666)

…莖方 葉以苧 相對生…
…[色] 淡紫微黃 (鮮靑) …狀如雞腳 皮黃皺者佳. 酒浸一宿 曬乾用.…
核曰∶川蜀江南皆有 出川蜀者最良. 蘇恭曰∶[本草圖經 引用] 時珍曰∶[本草綱目 引用]. 藥錄云∶樂延蔓 葉細 莖如
荏 根本黃白有汁 今用莖葉節節斷 皮黃皺 如雞腳者. 斅曰: 采得其根 橫切銼之 去向裏硬筋 酒浸一伏時 焙乾用; 又云
∶草茆根 真似續斷 誤服令人筋軟.…
…出蜀中者良 色赤而瘦 折之有煙塵者是.…
…陝蜀最盛. 狀如雞腳者爲上 節節斷 皮黃皺者方真.…

本草崇原
(1674)

…續斷始出常山山谷 今所在山谷皆有 而以川蜀者爲勝. 三月生苗 四月開花紅白色 或紫色 似益母草花 根色赤黃 曬乾
則黑. 續斷氣味苦溫 根色赤黃 曬乾微黑 折有煙塵…

本草易讀
(1694)

…所在山谷皆有. 苗幹四梭似苧麻，葉兩兩相對. 四月開花似益母花 根如大薊. 自漢以後 皆以大薊爲續斷 相承久矣.
又曰色赤而瘦 折之有煙塵起者爲良 川產者爲勝.…

本草備要
(1694)

…川產良. 狀如雞腳 皮黃皺節節斷者真.…

本草述
(1699)
淸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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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珍曰：[本草綱目 引用]… [愚案] 續斷 在昔相承謂即是大薊 而盧氏又言産於川者爲續斷 南中産者大薊 唯因其地以
別形質功用. 雖然 据形質 薊與續斷其莖葉大有差別 時珍之致疑也良是 但据其功用有相近者 是昔人謂即是大薊之故
歟? 在之頤亦因此而强作解歟? 抑功用相近者云何?… [修治] 出川中. 皺皮黃色 狀如雞腳 折之煙塵起者良. 用酒浸一
伏時 捶碎去筋 焙乾用.

本草從新
(1757)

…川産良. 狀如雞脚皮黃皺. 節節斷者眞…

本草求眞
(1769)

…川產者良 狀如雞腳皮黃皺節節斷者真.…

滇南本草圖說
(1773)
本經續疏
(1832)
本草述鉤玄
(1842)

鼓錘草 獨苗對葉 苗上開花似錘. …
…續斷三月以後生苗 幹四稜似苧麻 葉兩兩相對而生 四月開花 紅白色似益母花 根如大薊 黃白色 節節斷 皮黃皺. …
自漢以來 皆以大薊爲續斷 至蘇恭蘇頌幷言根似大薊 葉似苧麻 而別錄複出條 究其實則二蘇所云 當以爲正 今用川產
色赤而瘦 折之有煙塵起者爲良.…
[論]大薊與續斷莖葉有別…. [辨治] 川中來者 皮皺色黃 狀如雞腳 折之煙塵起者良.…

本草經 : …. 別錄 : …. 陶隱居云 : …. 唐本草注云 : …. 圖經 : …. 救荒本草 : 大薊 今鄭州山野間有之. 苗高三四
植物名實圖考長
尺 莖五稜 葉似大花苦苣菜葉. 莖葉具多刺 其葉多皺 葉中心開淡紫花 味苦 根有毒. 採嫩苗葉煠熟 水淘去苦味 油鹽調
篇 (1848)
食. 本草綱目 李時珍曰 : …
植物名實圖考
(1848)

續斷《本經》上品. 詳《唐本草》注及宋《圖經》. 今所用皆川中產.範汪以爲即大薊根 恐誤.但大薊亦無馬薊之名 或別一種.
諸說既異 圖列兩種 又無蔓生似苧·兩葉相當者. 此藥習用 並非珍品 不識前人何以未能的識. 川中所產 往往與《本草》
剌戾 今滇中生一種續斷 極似芥菜 亦多刺 與大薊微類 梢端夏出一苞 黑刺如球 大如千日紅花 苞開花白 宛如蔥花 莖勁
經冬不折. 土醫習用. 滇蜀密邇 疑川中販者即此種 繪之備考 原圖俱別存. 大薊既習見有圖 原圖亦 不甚肖大薊也.

(A)《植物名實圖考》 續斷
Figure 2. Illustration of Sokdan on Zhiwumingshitukao(《植物名實圖考》). (A) Illustration of Sokdan in Zhiwumingshitu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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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近現代
近現代의 續斷 기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은
표(Table 4)에 정리하였다.
科名이 직접 명시되어있거나 性狀으로 科名을 유추 가능한
67-69,70,72,73,75,77,79,

경우를 분류한 결과 Dipsacaceae가 18건
80-86,88,89)
으로 가장 많았고 Lamiaceae가 5건57,59,60,78,87),
64,71)

Dipsacaceae&Lamiaceae가 2건

58,62)

, Asteraceae가 2건

순을 이루었다. 이를 활용하여 科별 특징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1) 川續斷科(山蘿蔔科) Dipsacaceae
195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문헌에서 Dipsacus屬 식물을
續斷의 기원으로 삼았다64,67-73,75,77,79-86,88,89). 특히 1959년
81)

《中藥志》 에서 續斷의 기원식물로 川續斷 Dipsacus asper,
續斷 D. japonicus를 정의하였고, 식물 性狀과 약재 性狀을

(2) 脣形科 Lamiaceae
脣形科 식물을 續斷의 기원으로 기재한 서적은 《漢藥實驗
談》57), 《中國藥物學集成》59), 《藥物圖考》60), 《國藥提要》64),
71)

78)

87)

《科學注解本草概要》 , 《實用中藥學》 , 《陝西中藥志》 이다.
1926年 《漢藥實驗談》57)에서 Lamium album var. barbatum가
脣形科 續斷으로 처음 기재되었고 1935년 《藥物圖考》60)에서는
잎이 苧麻와 닮은 續斷을 野芝麻로 추정하였다. 1950년 《國
藥提要》64)에서는 Dipsacus屬 식물과 함께 L. album, L.

petiolatum을 기재하였다. 1950년 《中國北部之藥草》65)에서는
잎이 苧麻와 닮은 續斷을 Phlomis maximowiczii와 Lamium
album으로 추정했다. 1959년 《中藥志》81)에서는 Dipsacus
asper와 D. japonicus가 기원식물로 수재되어있지만, P.
umbrosa도 四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62년
에는 省都별로 출판된 中藥志86-89) 중 《陝西中藥志》87)만 續斷의
기원을 糙蘇 P. umbrosa로 기재하였다.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어 1962년 지역별로 출판한 中藥志에서
87)

86)

88)

《陝西中藥志》 를 제외한 《重慶中藥》 , 《湖南藥物志》 , 《四
川中藥志》89)에서 Dipsacus屬 식물을 續斷으로 정의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63年版91)에 川續斷 D. asper과 續斷

D. japonicus의 뿌리를 續斷으로 규정하였다.

(3) 菊花科 Asteraceae
1930년대 서적 중 《最新實驗藥物學正編》58), 《植物圖譜》62)는

Sonchus asper를 기원으로 하였다. 《土產資料彙編》74)에 기
재된 학명은 S. asper이나 科名은 脣形科로 기재하여 불명확
한 자료이므로 菊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Table 4. Origin of Sokdan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of china.
Title(Year)
清稗類鈔(1918)
漢藥實驗談(1926)

Contents
續斷, 野生. 莖高三四尺中空有稜. 葉羽狀深裂. 如薊. 春夏之交開紫色花. 根入藥.
基本 : 屬脣形科. 爲 Lamium album. L. var. barbatum, Fr. et sav.之根
形態 : 爲赤黃色細長之根. 叢生於一莖. 其乾燥者. 皮膚呈黃色. 有皺襞. 破切發粉塵,

最新實驗藥物學正編
(1935)

菊科 Sonchus asper Vill オエブクシ 異名南草 接骨 極似芥葉刺 類大薊 梢端夏出一苞 黑刺如毬 大如千日紅花. 苞
開白花 宛如蔥花. 莖勁經冬不折. 葉似旁翁菜而小厚 兩邊有刺刺人. 根粗 類薊 乾者皮黃有皺襞破折則發粉塵.

中國藥物學集成(1935)

屬脣形科. 爲多年生草. 野生. 莖高三四尺. 中空有稜. 葉羽狀深裂如薊. 春夏之交. 開紫色花. 根色赤黃. 入藥. 以四川
産者爲佳. 狀如雞腳. 皮黃皺節節斷者真.

藥物圖考(1935)

産地 : 産於四川陝西浙江等處. 形態 : 脣形科續斷屬多年生草本…
考證 : 續斷莖直立非桐君所謂之蔓生也李當之與范汪及日華子云是虎薊(卽大薊)實誤蓋大薊葉爲長椭圓形葉綠缺刻生
刺針秋日開頭狀花其根粗者如杯或有朽爛之孔續斷葉爲心藏形葉綠鋸齒夏日開脣形花其根細如指而古人多以大薊誤爲
續斷殊不思大薊係別錄時收入豈能與本經所載之續斷同爲一物也陶弘景云接骨樹與一藤疑爲續斷者非也惟唐本草與圖
經本草及新本草綱目所言爲眞蓋續斷又名野芝麻因其花類之芝麻花故名之其葉卽二蘇所云如苧麻葉者是矣.

實用藥性字典(1935)
植物圖譜(1936)

別名 : 南草. 槐生. 接骨. 屬折. 龍立. 龍豆. 續斷藤.
産地 : 産我國山西陝西四川一帶.爲原野自生多年生草. 其根細長. 作赤黃色. 立藥.
續斷 Sonchus asper Vill 菊科 道旁·曠野之多年生草. 莖·葉均壯大;葉綠之缺刻變成細刺;梗莖生多數腺毛 沿葉脈
有白斑. 供藥用.

河南省藥品標准(1944) 糙蘇片 本品爲糙蘇經提取制成的片劑 處方 : 糙蘇 520g…
國藥提要(1950)

山蘿蔔科 DIPSACACEAE…. 拉丁名 : Dipsacus chinensis Bat(1) D. asper wall.(2) D. japonicus Miq.(3)
Lamium album(4) L. petiolatum Royle(5) …

中國北部之藥草
(1950)

今日在東北區·北京及朝鮮之藥肆 均可見稱爲續斷之乾材 惟關於此物來源 向來諸家之說頗不一到. 著者曾謂蘇恭所
稱之苧麻續斷及韓保昇·蘇頌所稱之續斷相當於 Phlomis maximowiczii 及 Lamium album 名醫別錄所述之接骨
木. 陶弘景所云之接骨樹相當於 Sambucus類 李當之虎薊及范汪之薊續斷相當於 Cirsium類 吳其濬圖述之續斷爲
Dipsacus類. 東北區之藥肆中 又有川續斷卽四川所産之續斷. 小野蘭山謂川續斷卽日本之踊子草 由中國連來者 其中
尙有形似薊根之南續斷. 著者於北及營口購得之續斷 則具有與 Dipsacus 相近之形質.

本草用法研究(1951)

品狀 : 濕草類極似芥葉多刺. 類大薊. 梢端夏出一苞. 黑刺如球. 大如千日紅花. 苞開花白花. 宛如葱花, 莖勁經冬不
折. 葉似旁翁菜而小厚. 兩邊有刺刺人. 根粗類薊. 乾者皮黃有皺襞. 破折則發粉塵. 七月八月採根陰乾. 川産者良. 狀
如鷄脚. 皮黃皺. 節節斷者眞.

中國藥用植物誌第3冊
(1953)

(山蘿蔔科 Dipsacaceae) Dipsacus japonicus Miq., Ann. Mus. Bot Lugd-Bat. Ш. 114(1867). Dipsacus
gmelini Maxim., Fl. Pek. in Prim. Fl. Amur. 472 (1859), non Bieb.…

中藥新編(1955)

原植物 (1) Dipsacus asper wali. (2) D. Chinensis Batal. (山蘿蔔科)藥用部分爲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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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Year)

Contents

藥用植物圖說(1955)

屬山蘿蔔科. 自生山地 我國江蘇·浙江·安徽·江西以至山西·河北均産. 多年生本草 高1公尺. 有刺粗糙. 羽狀全裂葉.
夏秋開花 紅紫色 由多數集成頭狀.

現代實用中藥(1956)

異名 : 接骨·川斷 學名 : 山蘿蔔科植物 自生於原野 多年生草本. …

科學注解本草概要
(1956)
獸醫常用中藥(1956)
獸醫國藥及處方(1957)
土產資料彙編(1958)

品類 : 本經上品 綱目濕草類. 科屬 : 爲山蘿蔔科或脣形科多年生草 入藥用其根.…
續斷 RADIX DIPSACI 本品爲産蘿卜科(Dipsacaceae) 植物續斷(Dipsacus japonicus Miq.)的乾燥根.…
續斷主産於我國山西·陝西及四川一帶. 屬四川一帶産者又稱川續斷. 系采集山蘿蔔科植物之根乾燥者. 味甘 根細長
呈赤色者爲藥用.
川斷 Sonchus asper vill. (拉丁) 一· 槪況 : 屬脣形科 續斷的根. 爲原野多年生草. …

中醫學槪論(1958)

爲川續斷科植物川續斷 Dipsacus asper Wall. 或續斷 D. japonicus Miq.的根.…

中藥學概論(1958)

産地 : 主産於湖北之資邱·沙市 四川之涪陵·秀山等地. 形態 : 本品爲多年生草本 入藥用其根. …

常用中藥知識(1958)
實用中藥學(1958)
藥材資料彙編 (1959)

續斷是山蘿蔔科多年生初本植物續斷或川續斷的根. 因它能治損傷 古人形容它能接續斷骨 所以名叫續斷. 將續斷淸炒
至微焦叫炒續斷.
別名 : 川斷·六旦·續斷藤·南草·槐生·接骨·屬折·龍立·龍豆.
科名 : 屬脣形科植物的多年生初本; 入藥用其根.…
二·科目形態 山蘿蔔科 多年生草本.…

中藥學(1959)

續斷(本經)… [科屬形太] 山蘿蔔科 多年生草本 山野自生. …

中藥志(1959)

[原植物] 1. 川續斷 別名:滋油菜(四川峨嵋山);六汗(四川);黑老鴉頭(湖北)
Dipsacus asper Wall.-山蘿蔔科 Dipsacaceae… 2. 續斷 別名: 小血轉·惡鷄婆(貴州) Dipsacus japonicus
Miq.-山蘿蔔科 Dipsacaceae… 附註 : 除上述二種植物以外 尙有同屬植物 Dipsacus chinensis Bat. 在介別地區
也作爲續斷代用品. 此外 四川省介別地區尙有用脣形科植物 Phlomis umbrosa Turcz. 的根作續斷的.

四川中藥材生産技術
(1960)

續斷 [植物形態] 續斷 Dipsacus japonicus. 山蘿蔔科多年生草本植物.…

山西野生植物(1960)

續斷(山蘿蔔科) 別名 : 鍋菜·南草·龍頭·接骨·屬析.…

藥材學(1960)
辭海試行本(1961)
重慶中藥(1962)

續斷 Radix Dipsaci [別名]川續斷. [來源]本品系山蘿蔔科(Dipsacaceae)植物續斷 Dipsacus japonicus Miquel的
乾燥根.…
續斷(Dipsacus japonicus) 川續斷科.… 別種川續斷(D. asper)的根也作續斷用
[槪述] 重慶銷售的續斷 均系四川所産. 藥用量較大 爲中等藥材. 來源與形態-本品系山蘿蔔科植物 …

陝西中藥志(1962)

續斷 (Radix Phlomis) 原載神農本草經. 本草綱目列入草部濕草類
來源 : 本品爲脣形科(Labiatae) 植物糙蘇(Phlomis umbrosa Tarcy.) 的根.…

湖南藥物志(1962)

學名 Dipsacus japonicus Miq.-山蘿蔔科…

四川中藥志(1962)

[原植物] 續斷爲山蘿蔔科山蘿蔔屬植物1.川續斷 Dipsacus asper Wall. 2.續斷 D. japonicus Miq. 的根. 川續斷爲多年生草本, … 續斷-又名和尙頭(米易縣).…

蘭州植物通志(1962)

三. 糙蘇屬 PHLOMIS L.…2.糙蘇 Phlomis umbrosa Turcz. … 106. 川續斷科 DIPSACACEAE…一·川續斷屬
DIPSACS L.…1. 川續斷 Dipsacus asper Wall. …

中華人民共和國藥典196 續斷 Xùduàn RADIX DIPSACI [來源] 本品爲山蘿蔔科(Dipsacaceae)植物川續斷(Dipsacus asper Wall.)或續斷
3年版(1963)
(Dipsacus japonicus Miq.)的乾燥根部…

22)

29)

2. 한반도에서의 續斷

의 異名과 《雷公炮炙論》 의 서술, 《本草圖經》 의 내용 중

한반도의 續斷 기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은

잎이 苧麻과 닮은 續斷의 특징만을 인용하였다. 《東醫寶鑑》
에서는 《鄕藥集成方》92)과 식물에 대한 묘사는 거의 일치하나

94)

표(Table 5)에 정리하였다.

‘似益母花’가 누락되어있고, 진위 구별법인 ‘節節斷, 皮黃皺

1) 朝鮮代
92)

94)

朝鮮代의 《鄕藥集成方》 , 《東醫寶鑑》 에서는 식물의 형태
93)

를 수록하였으며, 《世宗實錄 地理志》 에서 産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鄕藥集成方》92)에서는 《神農本草經》19), 《名醫別錄》20)

者, 爲眞’과 품질판별에 대한 내용 ‘節節斷, 有烟塵起者佳’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鄕藥集成方》92)과 《東醫寶鑑》94)에서 서
29)

술한 續斷은 《本草圖經》 의 잎이 苧麻와 닮은 續斷이며, 《本
29)

草圖經》 에서 서술된 馬薊와 3종 續斷圖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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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近現代
1920~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쓰인 문헌들의 기록은 다
음과 같다.
《朝鮮植物名彙》95)에서 續斷으로 기록된 것은 Lamium album,

Phlomoides maximowiczii, Dipsacus japonicus 3종이다.
《朝鮮藥物學》96)에서는 續斷을 검산풀뿌리로 칭하며 기원은
オドリコソウ로 하였다. 《土名對照 鮮滿植物字彙》97)에서는
기원을 Leonurus macranthus로 하였고 P. maximowiczii
또한 언급되었다. 《朝鮮植物鄕名集》98)에서는 P. koraiensis

를 산속단으로 P. maximowiczii를 속단으로 칭하였다.
1960대 이후 출간된 5권 중 4권인 《本草學》99), 《申氏本草
學》100), 《現代韓方藥物學》101), 《藥品植物學各論》103)에서 P.

umbrosa를 續斷의 기원으로 하였고, 이 중 2권인 《本草學》99)과
《現代韓方藥物學》101)는 L. barbatum 또한 續斷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原色本草維新》102)에서만 D. japonicus를 續斷
으로 기록하였다. 1985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初
版》104)에 續斷으로 P. umbrosa가 규정되었다.

Table 5. Origin of Sokdan in Joseon(朝鮮) dynasty and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of korea.
Period

Title(Year)

Contents

鄕藥集成方
(1433)

… 一名龍豆 一名屬折 一名接骨 一名南草 一名槐. 生山谷. 七月八月採陰乾. 地黃爲之使. 雷公云 凡使勿用草茆根 緣
眞似續斷 若誤用服之 3令人筋軟. 藥性論云 … 日華子云 … 圖經曰 三月以後生苗 簳四稜 似苧麻葉亦類之 兩兩相對
而生. 四月開花紅白色 似益母花 根如大薊 赤黃色

京畿 楊州都護府 積城縣. 京畿 鐵原都護府 長湍縣. 京畿 鐵原都護府 臨江縣. 京畿 鐵原都護府 麻田縣. 京畿 富平都
朝鮮代 世宗實錄 地理志 護府 江華都護府. 忠淸道. 慶尙道 晉州牧 宜寧縣. 全羅道 長興都護府. 黃海道 黃州牧 瑞興都護府. 黃海道 黃州牧 鳳
(1454)
山郡. 黃海道 黃州牧 谷山郡. 黃海道 海州牧 康翎縣. 黃海道 延安都護府 牛峯縣. 平安道 安州牧. 平安道 義州牧
嘉山郡. 咸吉道 咸興府.
東醫寶鑑.
(1613)

生山野 三月後生苗 簳四稜 似苧麻葉亦類 兩兩相對而生. 四月開花紅白色. 根如大薊赤黃色. 七月八月採根 陰乾. 以
節節斷 皮黃皺者 爲眞. 《本草》 … 節節斷 有烟塵起者佳. 酒浸焙乾用. 與桑寄生同功 《入門》

朝鮮植物名彙
(1922)

…Lamium album, Linné 金剛山, 狼林山, 冠帽山, 新浦, 鷺峰
Yezo-no-odorikoso ヱゾノォドリコサク 續斷, 野芝麻
…Phlomis maximowiczii, Regel 濟州島, 京城, 咸興, 智異山, 平壤, 富寧 Ohba-kisewata オホバキセワタ 續
斷, 속단(Soktan)…Dipsacus japonicus, Miquel 島岺 Nabena ナベナ續斷

朝鮮藥物學
(1931)

續斷 검산풀리[韓]… 基本 脣形科에 屬한 多年生草 ヲドリコサウ의 根이니 本品은 普通으로 原野에 自生하는 植物
이니라… 品種 續斷에는 二種이 有하야 一은 漢産으로서 莖이 厚하야 薊莖과 類似하나니 此를 南續斷이라 云하고
二는 本土産으로 根이 細長하나니 此를 川續斷이라 云하나니라…

土名對照
鮮滿植物字彙
(1932)

きせわたLeonurus macranthus, Max 朝鮮明 [續斷(草)]쇽단(초) Syok-tan(tcho). 支那明 [續斷(草)] Hsūtuan-(ts’ao).
解說 鮮滿到る處の山野水濕の地に遍く生ずる多年生草本なり。その根部を續斷と稱し·專ら婦人產前產後一切の病に煎用して効ありと
して珍重せらろ。「おほばきせわた」 Phlomis Maximowiczii,Rgl.の根部も亦同樣の目的に供せらろ。

朝鮮植物鄕名集 Phlomis koraiensis Nakai ミヤマキセワタ San-sogdan 산속단
(1937)
Phlomis maximowiczii Regel オホバキセワタ Sogdan 속단 續斷
本草學(1965)

近現代

申氏本草學
(1973)

續斷 Phlomidis Radix 속단, 검산폴뿌리
基本 : 紫蘇科(광대나물) Labiatae (新 Lamiaceae)에 屬하는 多年生草本으로서, 原野에 自生한다. …學名 :
Phlomis umbrosa Turczaninow 속단 Lamium barbatum S. et Z, 小續斷(광대수염) …
基源:脣形科(꿀풀과)에 屬한 多年生草本인 속단의 根이다.…
學名:Phlomis umbrosa Turczaninow…

續斷 [俗名:광대수염·검산풀]
現代韓方藥物學
學名: Phlomis umberosa Turczaninow…
(1974)
基源: 脣形科에 屬하는 多年生의 草本인 「광대수염」또는 「검산풀」의 뿌리다.
原色本草維新
(1979)

續斷 Radix Dipsace 起源 山蘿蔔科에 屬한 多年生草本인 續斷의 根이다.…
學名 Dipsacus japonicus Miquel…

속단 Phlomis umbrosa Turczaninow(=P. Maximowiczii Regel)
형태…. 동속식물로는 한국 특산으로서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의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산속단 Phlomis
藥品植物學各論 koraiensis Nakai이 있는데, 괴경이 비슷하므로 지역에 따라 약용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다.
(1983)
중국의 속단은 전혀 다른 종류인 산토끼과(Dipsacaceae)의 산토끼꽃 Dipsacus japonicus Miquel과 D. asper
Wallich, D. chinensis Bat. 등의 뿌리이다. 일본산 속단은 광대수염 Lamium barbatum Sieb. et Zucc.을 비롯
하여 엉겅퀴속 Cirsium sp. 및 Sonchus asper Vill.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1985年版
(1985)

속단(續斷) PHLOMIDIS RADIX
한속단(韓續斷), Korean Phlomis Root
이 약은 속단 Phlomis umbrosa Turczaninow(꿀풀과 Labiatae)의 뿌리줄기 및 뿌리이다.…

23

川續斷과 韓續斷의 기원에 관한 문헌 고찰

Ⅳ. 고

L. album, L. petiolatum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헌상의 특징29)만으로 P. umbrosa와 Lamium

찰

1. 중국에서의 續斷 고찰

屬 식물과의 확실한 구별이 어려워 혼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秦漢魏晉南北朝代의 續斷의 기원

《本草圖經》 에서 두 번째로 서술된 續斷은 《範汪方》을 인용
하여 馬薊로 불렸던 것이다. 馬薊에 대해 明代의 《本草綱目》36)

29)

19)

《神農本草經》 에서는 異名으로 ‘龍豆, 属折’를 제시된 것
이외에 기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名醫別錄》20)에서는
異名으로 ‘接骨, 南草, 槐’가 서술되었고, 常山에서 생산된다는
정보가 추가되었으나 식물의 외형적 특징이 기록되지 않아 기
원을 알기 어려웠다. 續斷 性狀에 관한 서술은 《本草經集注》21)
에서 최초로 기록되었으며, 《桐君藥錄》을 인용하여 5종류의
續斷을 제시하였다. 5종 중 첫째로 제시된 續斷은 당시 정품
으로 추정된 것을 서술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종에 대해
서는 ‘恐皆非真, 疑或是, 與此大乖’ 등으로 표현되었으므로 당시
續斷에 대한 기원 혼란이 상당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本草經集注》21)의 5종 續斷의 기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종은 ‘生蔓延 葉細 莖如荏 大根本 黃白有汁 七月·八
月采根’이라 하여 잎이 가늘고 줄기는 들깨(荏)와 같은 것이라
표현하였다. 明代 《本草綱目》36)에서 ‘桐君言是蔓生 葉似荏’이라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견해로 《新修本草》23), 《本草圖經》29)
의 잎이 苧麻와 닮은 續斷과 서로 부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本草綱目》36)에서 ‘葉似荏’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원문인 《本草經集注》21)의 문장 ‘葉細 莖如荏’과
36)

달라 《本草綱目》 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종은 桑上寄生으로 불렸으며 ‘잎과 줄기를 사용한 것
으로 닭발과 닮고 피부가 노랗고 주름이 있으며 마디마디가
21)

끊어진’ 그 외형적 특징이 묘사되었으나, 同書 에 ‘桑寄生을
續斷으로 부르며 혼용되어 쓰였고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없다’
고 서술되어 있어 서로 혼용되어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종은 接骨樹로 불리던 것으로 金瘡에 응용했다는 점에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近現代의 《中國北部之藥草》65)
에서는 이를 Sambucus屬 식물로 추정하였다. 넷 번째 종은
廣州지방에서 諾藤이라 불리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대에
언급된 바가 없어 어떤 종인지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21)

종은 虎薊로 불리던 것으로 同書 에 ‘大薊는 虎薊’라고 한
바와 같이 大薊와 續斷은 별개의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大薊가 續斷의 대용품으로 사용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雷公炮炙論》 에서 續斷은 草茆根과 닮았다고 하며 후대에
계속 인용되나 정작 草茆根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은
찾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秦漢魏晉南北朝에는 여러 종류의 續斷이 존재하
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기록이 대체로 모호하여 기원을
확정할 수는 없었다.

21)

《新修本草》 에서는 《本草經集注》 와 다른 續斷을 제시하
였으며, 《蜀本草》25)를 거쳐 《本草圖經》29)에서 性狀 묘사가 완성
되었다. 잎이 苧麻와 닮고, 꽃이 益母草와 닮은 이 續斷에 대
9)

8)

하여 現代에 연구된 《中藥材品種論述》 과 王 의 ‘續斷의 본
초고증’에서는 Phlomoides umbrosa로 추정하고 있으나, 近
57,64)

現代의 기록

것을 칭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또한 ‘苦芺와 馬薊는 닮았다’
고 하였다. 李時珍이 언급한 苦芺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李 등109)에 의하면 綠薊 Cirsium chinense라고 하였고, 《本
29)

36)

草圖經》 의 馬薊의 性狀과 《本草綱目》 馬薊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면 馬薊는 Cirsium屬 식물로 추정된다. 다만 《本草圖
經》29)에 당시 유통되는 것이 여러 종 있다고 했으며, 현대의
109)

《常用中藥名與別名手冊》 을 참고하면 四川지방에서는 續斷을
馬薊로 칭하였고, Dipsacus屬 식물의 잎도 가시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川續斷 혹은 동속근연종을 이 시대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本草圖經》29)에서 처음으로 ‘節節斷 皮黃皺’한 것이
진품이라는 구분점을 제시하였다. 이 구절은 《本草經集注》21)의
21)

소개된 5개의 續斷 중 두 번째로 소개된 桑上寄生 의 莖葉의
묘사 ‘節節斷 皮黃皺 狀如雞脚者’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本草圖經》29)에서는 소개된 2종 중 어떤 續斷에 관한
특징인지 기술되지 않았으며, 明淸代에 많은 本草書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만 했을 뿐 구체화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32,34,35,37,41,42,44,47-50,52,53)

. 참고로 明代의 《本草元始》37)에서는

‘狀如雞腳赤黃色 節節斷皮多皺者 極少難得’이라고 하였으며,
이 구분법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또한 《本草圖經》29)에는 越州續斷(Fig. 1-A), 晋州續斷(Fig.
1-B), 絳州續斷(Fig. 1-C)와 같은 3종류 續斷의 도록이 수재
되어 있다. 묘사된 越州續斷은 Cirsium屬 추정할 수 있으나
晋州續斷, 絳州續斷은 同書의 본문에서 언급된 바가 없었고,
29)

《本草圖經》 상의 서술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 3종의 도록은
《證類本草》30), 《本草品彙精要》33) 등에도 그대로 쓰였지만 이
그림에 대한 서술은 찾을 수 없었다.
30)

위와 같이 唐宋代의 《證類本草》 에는 續斷에 대한 《神農
本草經》19), 《名醫別錄》20), 《本草經集注》21), 《雷公炮炙論》22),
《新修本草》23), 《蜀本草》25), 《日華子本草》27), 《本草圖經》29)의
기술이 종합되었으나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기원에 대한 혼
란은 여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明淸代의 續斷의 기원
明淸代에는 宋代 《本草圖經》29)의 기술이 다수 인용되었으나
37)

대체로 내용의 변화는 없었으며, 本草書에 따라 《本草原始》
처럼 全文을 인용하거나, 《本草蒙筌》34)처럼 잎이 苧麻와 닮은
續斷의 특징만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明代 《本草綱目》36)에서는

2) 唐宋代의 續斷의 기원
23)

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朮과 大薊의 異名이며, 大小薊 중 큰

을 참고하면 Lamium album var. barbatum,

첫째, 宋代이전 續斷 기원의 기록에 대한 해석, 둘째, 大薊는
위품으로 기재, 셋째 四川지역 續斷의 특징, 넷째, 南續斷에
대한 기록 등이 있어 기원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明淸代의 本草書는 《本草圖經》29) 혹은 《本草綱目》36)을 인
용한 후 상품이 생산되는 곳, 진품의 구별법, 품질판별법을
후첨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효능 서술이 주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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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에도 이 3가지에 대한 기록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川蜀産 續斷의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기술된 서적33,34,

의 全草 혹은 根을 淸熱解毒 止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最新實驗藥物學正編》58)에서 《植物名實圖考》55)의 性

38,39,42-50)

이 많고, 《本草綱目》36) 출간 이후로 ‘색이 붉고 말랐

狀을 인용하였으나 S. asper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식물

으며 절단 시 먼지가 난다’는 기술이 주요한 품질 판별법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四川에서 유래한 續斷의 종에

명인 續斷菊은 近代이전 本草書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1961년에 이르러서야 《上海野生食用植物》111)에서 續斷菊의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당시의 기원을 추정에는 어려움이

명칭이 확인되었다.

있다.
唐宋代에 기록된 續斷의 性狀23,29)은 ‘大薊와 닮았고 색은

續斷의 사용된 脣形科 식물은 최근의 기록일수록 Lamium
屬57,60,64,65)에서 Phlomoides屬65,81,87)으로 변화가 있었다. 그

黃白色, 赤黃色’이었던 것이 비해, 明淸代 서적에는 이전 시대와

러나 1950년 이후 Dipsacus屬이 續斷의 기원으로 제시되면서

다른 根 및 약재 性狀에 대한 서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明代
初 《本草品汇精要》33)에는 《本草圖經》29)의 性狀에 ‘[用] 根脂

Phlomoides屬식물은 續斷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중국에서 P. umbrosa는 糙蘇로 불리며 續斷과는 다른

潤·肥大者爲好’, ‘[質] 類玄參而黃皺’의 문장을 추가하였는데

별도의 약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110). 糙蘇의 유래에 대해 近

脂潤하며, 質類玄參한 특징은 현재의 川續斷의 약재 性狀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후 明代 《本草原始》37)에서 續

現代 이전 서적에서는 糙蘇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웠으며
1944년 《河南省藥品標准》63)에서 糙蘇의 명칭을 확인 할 수

斷과 川續斷으로 나누어 性狀을 기술하였는데, 川續斷의 특징

있었다. P. umbrosa는 1977년 《中華人民共和國藥典》112)에서

으로 ‘皮微白 肉微皂 一根二三枝及五六枝’라는 기술이 첨부되
었으나 현재의 川續斷을 기술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糙蘇로 수록되었으나 1985년판에서는 삭제되었다 .
반면에 《國藥提要》64)에서 Dipsacus屬 3종을 續斷의 기원

《本草正》38)의 ‘川者 色灰黑 尖瘦多蘆’, 《本草崇原》45)의 ‘根色

으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1950년 이후 대부분의 서적67-70,

赤黃 曬乾則黑’와 같이 黑色이라는 기록이 존재하였다.
반면 滇(현재의 雲南省에 해당하는 지역)의 본초서적인

72,73,75,77,79-86,88,89)

《滇南本草》31), 《滇南本草圖說》51)와 《植物名實圖考》55)에서 滇

D. asper과 D. japonicus가 처음 수재되었으며, 1977年版112)
에서는 D. asper 1종만 수재하기에 이르렀다.

21,29)

지방에서 관찰한 續斷의 형태는 明代이전에 서술된 續斷
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滇南本草》31), 《滇南本草圖說》
51)

113)

에서 Dipsacus屬 식물을 續斷의 기원으로
수록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63年版91)에 續斷으로

위와 같이 근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원의 혼란이 있었으나,

, 《植物名實圖考》55) 3권의 續斷은 滇지역의 續斷에 대한 기

대체로 1950년 이후 Dipsacus屬 식물의 뿌리가 續斷으로 취

록이라는 점과, 球形의 꽃모양을 의미하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급되어 현재의 川續斷과 같은 기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明初의 《滇南本草》31)에서 續斷의 異名은 북채라는 뜻의
‘鼓槌草’, 중머리라는 뜻의 ‘和尚頭’인데 이는 球形의 꽃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후대의 《滇南本草圖說》51)에서 철퇴와

2. 한반도에서의 續斷 고찰
한반도에서의 續斷에 대한 첫 기록은 1079년 《高麗史》114)

같은 꽃모양이라는 뜻의 ‘鼓錘草…花似錘’라는 異名도 같은

이었다. 宋나라에서 온 104종의 약재 중 定州續斷이 포함되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淸代 《植物名實圖考》55)에는 ‘極似芥菜 亦多刺 與大薊微類’

었다고 하였으나, 産地인 定州 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續斷의 기원은 알 수 없었다.

라는 잎의 형태, ‘梢端夏出一苞 黑刺如球 大如千日紅花 苞開

朝鮮代에는 《鄕藥集成方》92)에서 續斷의 性狀이 처음 수록

花白 宛如蔥花’라는 꽃의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 또한, 그림
(Fig. 2-A)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전 시대의 續斷의 그림에

되었으며, 《證類本草》 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고, 《本草圖經》29)의 내용 중 잎이

비해 묘사가 정밀하고 서술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 책에서의

苧麻와 닮은 續斷에 대한 性狀만 수록되어있어 당시의 續斷

서술과 묘사는 현재의 D. asper 혹은 동속근연종과 여러 면
에서 일치한다. 또한 ‘滇지역과 蜀이 가까워 川에서 파는 것이

기원에 대한 인식을 추측할 수 있었다. 《東醫寶鑑》 에서 《鄕
藥集成方》92)과 식물에 대한 묘사는 비슷하며, ‘以節節斷 皮黃

이 종으로 추측된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皺者 爲眞’과 같은 구분법, ‘節節斷 有烟塵起者佳’과 같은 품질

현재의 川續斷과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D. asper 혹은 동속근연종을 기원으로 하는 식

판별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된다. 《世宗實錄 地理志》 에
산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산지만으로 기원을 추정

물에 대한 기록은 1436년의 《滇南本草》31)에서, 약재에 대한

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東醫寶鑑》94)이후의 《本草精華》115)에는

33)

기록은 1505년의 《本草品汇精要》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川續斷이 사용된 시기는 明代初로 추정된다.

30)

94)

93)

續斷의 기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朝鮮代에는 續斷의 기원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으며 《鄕藥集成方》92)과 《東醫寶鑑》94)에서
묘사한 잎이 苧麻와 닮은 續斷을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

4) 近現代의 續斷의 기원변화
近現代에는 1963년 《中華人民共和國藥典》91)에서 續斷이
규정되기 전까지 續斷의 기원으로 여러 종이 제시되었다.
1920~1950년대에는 Lamium屬57,60,64)과 Sonchus asper 58,62)
등 현재 續斷으로 사용되지 않는 종이 續斷으로 기록되었다.
《中華本草》

110)

에서 ‘S. asper의 약명은 葉苣蕒菜이며 續斷菊

정된다.
일제 강점기인 1920~1930년대에 발행된 《朝鮮植物名彙》95)
와 《朝鮮藥物學》96), 《土名對照 鮮滿植物字彙》97), 《朝鮮植物鄕
98)

名集》 에서 續斷으로 기록한 것은 Lamium album, Phlomis
maximowiczii, Leonurus macranthus, P. koraiensis로
대부분 《鄕藥集成方》92), 《東醫寶鑑》94)에 기록된 性狀과 유사한
95)

脣形科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朝鮮植物名彙》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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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japonicus에 대한 첫 기록이 확인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감사의 글

없지만 《東醫寶鑑》94)이후에 편입되어 일부지역에서 續斷의
한 종류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9)

1960년대 《本草學》 에서는 續斷의 기원으로 P. umborsa를
續斷으로 규정하였고, L. barbatum을 小續斷이라 하여 여전히
100)

광대수염을 기원 식물의 하나로 수재하였다. 《申氏本草學》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지속가능한 한약표
준자원 활용기술 개발」(KSN2012320)의 지원을 받았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

103)

《藥品植物學各論》 에서는 P. umbrosa만을 기원으로 하였다.
특히 《藥品植物學各論》103)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續斷 기원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다. 공정서에 續斷이 수재된 것은
104)

1985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으로 ‘속단 P. umbrosa
의 뿌리줄기 및 뿌리’로 규정되었다. 이후 1998년에116) 續斷은
‘천속단 D. asperoides의 뿌리’로 韓續斷은 ‘한속단 P.

umbrosa의 뿌리’로 개정함으로써 續斷과 韓續斷을 나누어
규정 하였다. P. umbrosa의 공식 식물명은 속단7)이나 1998
년판116)에서는 약재 사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속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에 ‘잎이 苧麻와 닮았다’
는 續斷을 사용하였으며92,94), 근대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韓續
斷으로 추정되는 약재가 주로 사용되었음
할 수 있었다.

Ⅴ. 결

95,99-101,103)

을 확인

론

川續斷과 韓續斷의 기원에 대해 문헌을 연구한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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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감초탕의 추출용매에 따른 성분 분석 및 항피로 효능 비교
성윤영#, 육흥주, 김동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연구부

Comparison of Ingredient Quantities and Anti-Fatigue Effects of
Jakyakgamcho-Tang according to Extraction Solvent
Yoon-Young Sung#, Heung Joo Yuk, Dong-Seon Kim*
Herbal Medicin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054,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 : Jakyakgamcho-tang has been used as analgesic and spasmolytic for muscle pain. It has reported to
anti-diabetes, anti-inflammation, and neuro-protective effects. A clinical study of muscle fatigue and pain
improvement effect of Jakyakgamcho-tang has been reported with increasing frequency of clinical use. However,
the anti-fatigue effect of Jakyakgamcho-tang in animal model has not been studied. In this study, we compared
anti-physical fatigue effects of water and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Methods : The amounts of components contained in water and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were
compared by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ti-physical fatigue effects were evaluated using weightloaded forced swimming test. W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Jakyakgamcho-tang on the change of fatigue
parameters by blood biochemical analysis.
Results : The relative amount of components of Jakyakgamcho-tang were about 19-53% higher in the 30% ethanol
extract than in the water extract. In the swimming test, 30% ethanol extract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antifatigue effects than conventional water extract of Jakyakgamcho-tang. The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improved the exhausted swimming time (54%), and serum lactate dehydrogenase (48%) and lactic acid (60%) levels
compared with water extract of Jakyakgamcho-tang.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in the amounts of components by different extraction we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of anti-fatigue effect of Jakyakgamcho-tang. Thus, the 30% ethanol extraction method
could be applied to dose-reducing formulations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s.1)
Key words : Jakyakgamcho-tang, anti-fatigue, extraction solvent, lactic acid, swimming time

Ⅰ. 서

론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 Jakyakgamcho-tang,

Shaoyaogancao-Tang in Chinese)은 복통을 치료하는 대표
적인 본초인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Pallas)과 감초
(甘草, Glycyrrhiza uralensis Fisch) 두 개의 약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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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으로서 상한론(傷寒論)에 수재되어 있으며 한방(韓方)에

여과 후 검액으로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 사용된 acetonitrile

서는 유간지통(柔肝止痛), 양혈염음(養血斂陰), 평억간양(平

(ACN) 및 water는 J.T. Baker (Phillipsburg, NJ, USA)에서

抑肝陽) 등의 효능이 있어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사지 근육의

구입하였다.

1)

경련에 대한 진통(鎭痛), 진경(鎭痙)제로 사용되어 왔다 . 현대
약리작용으로는 작약감초탕의 항불안(不安), 항염증(炎症),
대장염 개선, 항당뇨(糖尿), 신경 보호 작용, 항혈전(抗血栓)
2,3,4,5)

등을 보고하였다

. 임상 연구에서는 작약감초탕의 운동

(運動) 및 근육 피로(疲勞), 통증(痛症)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
었다6,7).

2.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Quadrupole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UPLC-qTof/MS) 분석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 처방이 널리 상용화, 보급화 되기 위

작약감초탕의 지표성분 탐색을 위해 Waters ACQUITY

해서는 기존 탕약 복용의 불편함이나 부형제 첨가 등 복용량

UPLCTM system(Waters Corp.)에 장착된 Q-Tof Premier

과다로 인한 복용의 어려움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의약

ESI/MS(Waters MS Technologies, Manchester, UK)를

품으로서 유효성 및 품질 안정성이 보장된 새로운 제형 개발이

사용하여 대사체를 탐색하였다. 칼럼은 ACQUITY UPLC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탕액을 현대의약품 형태인

BEH C18(100×2.1 ㎜, i.d., 1.7 ㎛, Waters, Wexford,

정제, 연조엑스, 캡슐제, 과립제 등의 다양한 제형으로 단순

Ireland)을 사용하였다. 칼럼 오븐 온도는 30℃, 유량은 0.4

변환하기에 앞서 탕제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연구가 선행

㎖/min으로 설정하였으며, UV검출 파장은 210~500 ㎚의

되어야 한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성분 추출에 더욱 적합하고

각 피크의 λ
max(max plot) 크로마토그램을 선택하였고, MS를

유용한 용매를 찾기 위해 용매 종류에 따른 성분 변화 및 효능

통한 검출된 피크는 BPI (base peak intensity) 크로마토그

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동일 약재라 하여도

램으로 추출하였다. 이동상은 A(물 : 포름산＝99.9:0.1,

추출 용매에 따라 약재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과 함량, 효능

v/v)와 B(아세토 나이트릴 : 포름산＝99.9:0.1, v/v)를 사용

결과가 달라짐을 보고하였다8).

하였으며, 용매 구배조건은 B를 5%로 시작하여 1분 동안 유

Ⓡ

따라서 본 연구는 복용 용이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약 제형

지하였고, 12분까지 85%, 13분까지 100%로 증가시켰고

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처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

13.3분 까지 유지하였다. 13.4분까지 5%로 급격하게 감소시

제제 처방 중 용매별 성분 비교 및 효능 동등성 비교 연구를

키고 15분 까지 초기 농도구배 조건으로 안정화하였다(총 15

통하여 복용량이 감소된 제형 개발을 위한 기반 자료를 확보

분). 페놀산 유도체의 질량분석은 capillary 전압(2.5 kV),

하고자 하였다. 이에 임상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처방 중 하나

sampling cone 전압(50 V), extraction cone 전압(4.0 V)으

인 작약감초탕 물과 30% 에탄올의 두 용매로 추출한 추출물

로 분석하였다. Ion source와 desolvation 온도는 각각 110,

각각의 운동수행능력 개선 및 항피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350℃ 로 설정하였고, desolvation 가스 및 cone 가스 각각

마우스에 작약감초탕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후 강제유영부하

800, 50 L/h로 설정하였다. 질량 스캔 범위는 음이온 모드

시험을 통한 운동수행능력 및 피로 개선과 이에 관련된 요소

(nagetive ion mode)에서 m/z 50~1,500이었으며, 작약감

인 혈중 lactate dehydrogenase (LDH), lactate, glucose,

초탕의 개별 대사체들은 라이브러리에 제시된 질량 이온 패턴

free fatty acid (FFA) 함량을 관찰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동정되었다. 또한 동정된 개별 성분에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대해서는 문헌 치와 비교하여 잠정적으로 비교 동정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3. 피로동물모델에서의 효능평가
1) 실험동물

1. 실험재료 및 구성약재

6주령 ICR 마우스 수컷을 오리엔트바이오(주)(Seongnam,

본 실험에 사용된 작약감초탕의 구성 한약재인 작약(국산: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기본사료(AIN-

경북 영천) 및 감초(중국산: 내몽고)는 옴니허브(Daegu,

76A diet)와 물을 자유롭게 공급하면서 온도(25±2℃), 습도

Kore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정

(50±5%) 및 12시간 명암주기의 사육환경에서 1주일 동안

보포털(https://oasis.kiom.re.kr) 사이트에서 원료 약품 및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실험은 한국

분량(작약 15g, 감초 7.5g)을 참고하였고 물 및 30% 에탄올

한의학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EtOH)을 각각 추출용매로 하여 1시간 환류추출 한 후 Lee

(승인번호: KIOM-19-029).

9)

등의 방법에 의하여 농축·건조하였다 . 작약감초탕 물 추출
물의 경우 45.8%의 수율을, 30% 에탄올 추출물은 39.6%의

2) 실험방법

수율을 각각 나타내었다. UPLC 분석을 위하여 물 추출물과

순화된 마우스는 무작위로 작약감초탕 물 추출물(JGT-WE,

30% EtOH 추출물에 대하여 20 ㎎을 정확히 측정한 후 DMSO

400 ㎎/㎏) 투여군, 작약감초탕 30% 에탄올 추출물(JGT-EE,

넣어 2 ㎖로 맞춘 후 물로 10배 희석하여 0.2 ㎛ membrane

400 ㎎/㎏) 투여군, 양성대조군 토코페롤(sigma, USA)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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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100 ㎎/㎏) 그리고 대조군(control, 생리식염수)으로 분류

5) 혈액의 생화학 분석

하였으며, 각 군은 5마리로 하였다. 작약감초탕과 토코페롤의

혈청 내 lactate, LDH, glucose, free fatty acid (FFA),

투여량은 1일 인체 섭취량을 기준으로 체표면 면적을 기준으로

creatinine, blood urea nitrogen (BUN) 농도는 생화학분석

한 수식을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Animal dose (㎎/㎏) =

기기(AU480 chemistry analyzer, Beckman coulter Inc.,

Human dose (㎎/㎏) × conversion factor (12.3)]10), 건조

Brea,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말파우더를 생리식염수에 녹여 작약감초탕 400 ㎎/㎏, 토
코페롤 100 ㎎/㎏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4일간 시료를 경구
투여 한 후 탈진 수영 운동을 평가하였다.

4. 통계 처리
각 실험군 결과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실험

3) 탈진 수영 운동 평가

군간 통계적 유의성은 통계프로그램 GraphPad Prism 7.05

Moriura T 등의 중량부하 강제유영법(weight-loaded forced

(GraphPad Software Inc., USA)를 이용하여 ANOVA로 검정

swimming test)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11). 탈진

한 후, 사후검증(post-hoc tests)을 실시하였으며 p < 0.05

수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로서 지름 17 ㎝ 높이 27 ㎝

이하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규격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였고, 물을 채운 후 물의
온도는 27℃로 유지했으며, 수면의 높이는 20 ㎝로 마우스의
꼬리가 용기의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하였다. 수영실험은

Ⅲ. 결

체중의 5%에 해당하는 무게 추를 꼬리에 고정한 다음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경구 투여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시에 수영을
실시하였다. 수영종료는 코가 수면 아래로 5초간 진행될 때를
종료시점으로 적용하였다.

4) 혈액의 채취
4일 경구 투여 후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강제수영 운동
후 즉시 심장으로부터 채혈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혈액은
3,000 rpm, 4℃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다음 –70℃에 보관하였다가 분석하였다.

과

1. 추출 용매별 작약감초탕의 성분 분석
작약감초탕의

구성

약재

중

작약의

주요성분인

oxypaeoniflorin (1), albiflorin (2), paeoniflorin (3),
pentagalloylglucose (6), benzoyl paeoniflorin (10), 감초의
주요성분인 liquirtin apioside (4), liquirtin (5), isoliquirtin
apioside (7), isoliquirtin (8), liquirtigenin (9), glycyrrhizin
(11)을 분석 대상으로 0.1% formic acid가 함유된 이동상
(Water/ACN)을 기울기 용매 조건으로 하여 15분 이내에 분리
하였다. PDA 검출 파장은 max plot에서 검출 하였으며, 물
및 30% EtOH 추출물에 대한 주요 성분의 피크는 각각 용리
순서, UV스펙트럼, 질량 값, 이온화 패턴 등을 문헌 치와 비
교하여 동정 하였다(Fig. 1A and B).

Fig. 1. UPLC-PDA profiles of Jakyakgamcho-tang extracts from the two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examined; (A): 30% EtOH, (B): water.
oxypaeoniflorin (1), albiflorin (2), paeoniflorin (3), liquirtin apioside (4), liquirtin (5), pentagalloylglucose (6), isoliquirtin apioside (7), isoliquirtin
(8), liquirtigenin (9), benzoyl paeoniflorin (10), glycyrrhizi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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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지속 시간 증가율이 81% (약 2.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결과 albiflorin (2) 성분을 제외한 10 종의 성분(1: 20.1%,

있었다(p < 0.05, Fig. 3). 양성대조군인 토코페롤은 162.9%의

3: 19.2%, 4: 33.5%, 5: 25.3%, 6: 37.4%, 7: 53.0%, 8:

유영시간 증가율을 보였다.

37.2%, 9: 43.6%, 10: 36.1%, 11: 34.3%)에서 물 추출물
보다 30% 에탄올 추출물이 19%-53% 수준으로 주요성분의
상대적인 함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2).

Fig. 3. Effects of Jakyakgamcho-tang on the swimming time to
exhaustion of ICR mice. JGT-WE, water extract of Jakyakgamchotang; JGT-EE,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p < 0.05 compared with
the JGT-WE.

2) 피로 관련 인자에 미치는 효과
4일 경구 투여에 따른 작약감초탕의 항피로 효능을 평가하기
Fig. 2. Comparative change of individual marker peak contents
at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Calculation was based on the
area of UPLC analysis. The mean ± SD of measurements
carried out on three independent samples analyzed three times.

위하여 탈진 수영 운동 평가 후 혈액에서 피로물질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피로 누적 시 증가하는 혈중 LDH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30%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 JGT-EE 투여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control vs JGT-EE, 1576.71 ±

2. 작약감초탕에 의한 항피로 효과

113.30 ㎕ vs 559.00±100.40 ㎕; p<0.001), 이는 물 추출
물 JGT-WE(1084±75.00 ㎕)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1) 중량부하 마우스의 유영시간 연장에 미치는 효과

것을 확인하였다(p < 0.05, Fig. 4A). LDH 감소율은 대조군과

대조군 유영시간은 10.8 ± 1.46 min 으로 측정되었으며

비교하여 물 추출물 31.2%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64.5%의

물 추출물 JGT-WE는 16.25 ± 5.29 min, 30% 에탄올 추

높은 감소율을 보여 30% 에탄올 추출물의 LDH 감소 효과가

출물 JGT-EE는 25.0 ± 2.52 min, 양성대조군 토코페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투여군은 28.4 ± 7.08 min으로 측정되었다. 작약감초탕

혈중 lactate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JGT-EE 투여군

30% 에탄올 추출물(JGT-EE)은 대조군보다 131.5% 수준의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control vs JGT-EE, 75.23 ±

유영시간 증가율을 보였으며(p < 0.05), 물 추출물(JGT-WE)

6.01 ㎎/㎗ vs 31.06±4.07 ㎎/㎗ ; p < 0.01) 감소율은 58.7%

은 개체별 차이로 인해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은 없었지만

였으며, JGT-WE(77.55 ± 8.71 ㎎/㎗)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대조군보다 50.4% 수준의 유영시간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p < 0.05, Fig. 4B).

작약감초탕 30%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은 물 추출물 투여군보다

Fig. 4. Effects of Jakyakgamcho-tang on serum LDH and lactate levels in forced swimming ICR mice. (A) Serum levels of LDH. (B) Serum
levels of lactate. GT-WE, water extract of Jakyakgamcho-tang; JGT-EE,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p < 0.05,**p<0.01, and***p < 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p < 0.05 compared with the JGT-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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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개선관련 지표인 혈중 glucose의 농도는 30% 에탄올

하였으며(control vs JGT-WE, or JGT-EE, 2.08 ± 0.13

JGT-EE 투여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

mEq/ l vs 1.57±0.08 mEq/l or 1.56 ± 0.05 mEq/l; p <

였으며(control vs JGT-EE, 157.77±15.75 vs 230.66 ±

0.05, Fig. 5B), 각각 24.5%, 25.2%의 감소 효과를 보여 두

34.16 ㎎/㎗; p<0.05) 물 추출물 투여군(213.50±1.50 ㎎/㎗)

추출물에서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BUN, creatinine의 혈중

에서는 대조군 및 30% 에탄올 투여 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이

농도는 모든 투여 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차이가 없었다(Fig. 5A). 혈중 FFA의 농도는 작약감초탕 물,

(Fig. 6A and B).

30% 에탄올 투여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

Fig. 5. Effects of Jakyakgamcho-tang on serum glucose and free fatty acid levels in forced swimming ICR mice.. (A) Serum levels of glucose.
(B) Serum levels of lactate. GT-WE, water extract of Jakyakgamcho-tang; JGT-EE,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p < 0.05
and **p < 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Fig. 6. Effects of Jakyakgamcho-tang on serum blood urea nitrogen (BUN) and creatinine levels in forced swimming ICR mice. (A) Serum levels
of BUN. (B) Serum levels of creatinine. JGT-WE, water extract of Jakyakgamcho-tang; JGT-EE, 30% ethanol extract of Jakyakgamcho-tang.

따라서 수영지속시간 및 탈진수영운동 후 LDH, lactate,

그러나 기존에 현장에서 제품화되어 공급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glucose, FFA, BUN, creatinine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경우 많은 복용량으로 인해 복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작약감초탕 물 추출물보다 30% 에탄올 추출물이 수영지속시간

제형 개발에 앞서 제형에 혼합된 부형제 감소 및 추출법 최적화

54%, LDH 48%, lactate 60%의 상대적인 수준으로 피로개

등을 고려한 복용량 감소 기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선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약에 따라 유효성분의 추출에 필요한 최적의 용매 및 추출
법이 달라진다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12).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작약감초탕을 대한민국약전 또는 공정서에 수재되어

Ⅳ. 고

찰

전통적으로 한약 처방은 한약 처방을 구성하는 여러 한약

있는 정제수(물)로 전탕(煎湯)하여 여과하거나 에탄올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두 추출물의 성분 비교 분석과 함께 효능
동등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재를 물로 끓여 전탕액 형태로 복용되었지만, 현재에는 한약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생약)

처방의 대중화 및 편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제형에 대한 연구가

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2017. 8.)’에 따르면 물 추출물

진행되고 있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되어 공급되고 있다.

로서 기허가 의약품이 있는 생약을 사용하여 물 또는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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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까지의 에탄올로 단순 추출하여 제조한 경구용 의약품은 규

ATP 활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격이 다른 경우에도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기허가 의약품과

작약감초탕 30% 에탄올 추출물은 운동수행능력 개선 및 피로

유사 동등한 범위로 인정하여 새로운 조성의 의약품과 동일한

개선 효과가 작약감초탕 물 추출물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시험자료를 요구하지만, 30%를 초과하는 농도의 에탄올로 추

본 연구에서 작약감초탕의 성분 분석 결과 구성 약재 중 작

출한 경우는 신약과 동일하게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약의 주요성분인 oxypaeoniflorin, albiflorin, paeoniflorin,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발 한약제제의 허가

pentagalloylglucose, benzoyl paeoniflorin, 감초의 주요성

용이성을 고려하여 추출용매인 에탄올 농도를 허가 최대농도

분인 liquirtin apioside, liquirtin, isoliquirtin apioside,

인 30%로 설정하였다.

isoliquirtin, liquirtigenin, glycyrrhizin의 11종을 검출하

4일간 투여에 따른 작약감초탕의 항피로 효능을 평가하기

였으며, 상대적인 함량 분석 결과 albiflorin 성분을 제외한

위하여 운동수행능력 평가 및 혈액에서 피로물질을 조사하였다.

10종의 성분에서 물 추출물 보다 30% 에탄올 추출물이

운동 수행시간에 많이 노출된 근육은 glycogen 소모의 증가로

19%-53% 수준으로 주요성분의 상대적인 함량이 증가함을

혈중 대사산물을 증대시켜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13). 운동 시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약전의 표준 지표물질 중 하나인

무산소성 당 분해 작용에 의해 근육 내 pyruvate가 과량으로

paeoniflorin의 경우 항고지혈 효과, 허혈성 뇌질환을 개선하

존재하게 되며, pyruvate는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LDH에 의해

는 항염증, 신경손상 통증 경감 효과, 소양 억제 효과, 항우울

재 산화하여 NAD와 lactic acid로 환원되므로 운동 후 혈중

등 다양한 효능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으며20,21,22), Davis와

14)

LDH 농도는 상승하게 되고, 근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 운동

Hong 등은 작약 및 작약의 성분이 운동수행 후 피로회복에

중에 축적된 젖산의 농도는 정상치에 비해 0.4% 이상 증가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명확한 기전을 밝히

때 국소적인 산성증(metabolic acidosis)을 유발하여 근육통을

지는 못했지만 세로토닌(5-Hydroxytryptamine, 5-HT)의

15)

유발하게 되므로 , 운동 후 젖산 수치의 감소는 근육회복에

분비를 활성화 시켜 신체적 정신적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작약감초탕 30% 에탄올 추출

있다고 보고하였다23,24). HT22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작

물은 혈중 LDH 농도를 정상 군 수준으로 감소시켜 근피로 개선

약감초탕의 신경손상보호 및 항산화 작용을 밝힘으로써 작약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로 누적 시 증가하는 혈중 lactate

감초탕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 작약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작약감초탕 투여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초탕의 물과 70% 에탄올 추출용매에 의한 두 추출물의 동

감소하였으며, 피로 개선관련 지표인 혈중 glucose의 농도는

물모델에서의 진경(鎭痙) 효과를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 보다

작약감초탕 30% 에탄올 투여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70% 에탄올 추출물의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 물 추출물보다

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작약감초탕의 운동수행 능력과 관련한

70%

임상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작약감초탕을 24시간

isoliquirtin, glycyrrhizin의 함량이 높아짐을 보고하여 본

섭취하고 셔틀런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남자농구선수에는 혈중

연구와 유사하게 물 추출법보다 에탄올 추출법에 의해 작약감

혈당과 젖산의 유의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여성에서는 유의적인

초탕의 유효성분 함량들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6,7)

5)

25)

에탄올

추출물에서

paeoniflorin,

benzoic

acid,

. 이는 작약감초탕 혼합음료를

작약감초탕의 피로 개선 효능에 기여하는 유효물질을 밝히지는

이용한 24시간 단기 섭취를 통한 연구로써 30% 에탄올 추출

못했지만 물 추출물보다 30% 에탄올 추출물 중에 다량 함유

물을 4일간 동물에 투여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되어 있는 유효성분 함량과의 상관성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섬유나 지방세포에 저장된 triglyceride의 분해로부터 생

한편 작약(芍藥) 중 적작약(赤芍藥)과 백작약(白芍药)은 유사

성된 FFA는 주로 ATP 생산을 통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

한 효능을 보이지만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효능 차이가 있음을

하여 운동 시 민감하게 증가하게 된다16). 본 연구에서 물 추

보고한 바, 앞서 작약 및 작약감초탕의 항산화 및 피로 개선,

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은 강제수영 운동 직후 혈중

근 경련 완화 효과에 있어서는 백작약이 효과가 있음을 보고

FFA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과도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하였다

5,23,24,25)

.

소비하게 되면 대사산물이 증가하여 혈중 BUN, creatinine의

이에 따라 작약감초탕 30% 에탄올 추출물은 복용량 감소

함량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17) 본 연구의 모든 투여 군에서 통

한약 제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추출용매 변경에 따른 작용

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경옥고 600 ㎎/㎏을 4주간

기전 및 임상 연구에 대한 추가 심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헛개나무 추출물 200 ㎎/㎏을 10일간

료된다.

투여한

랫드에서

13,18)

다른

피로물질과는

달리

BUN,

creatinine에서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으며, 실험동물, 피로 유발기간, 약물 투여기간 등

Ⅴ. 결

실험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피로회복 효과를 판단

론

하기 위한 명확한 바이오마커로 BUN, creatinine을 적용하

본 연구에서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의 물과 30% 에탄올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장시간의 지구력

추출용매에 따른 두 추출물의 주요성분 함량의 비교 분석과

운동을 위해서는 간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유산소성 대

함께 운동수행능력 및 피로 개선 효과를 조사하였고 다음과

사과정을 통한 ATP 생성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함을 보

같은 결론을 얻었다.

19)

고한 바 있으므로 , 추후 동물모델에서의 간 조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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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 추출물 내 10종의 성분에서 물

lactate in college basketball player. The Korea

추출물 보다 30% 에탄올 추출물이 19%-53% 수준으로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1 ; 20(2) : 993-1001.

주요성분의 상대적인 함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8. Kim YJ, Kim OS, Seo CS, Lim HS, Yoo SR, J WY,
Jin SE, Shin IS, Kim JH, Shin NR, Kim SS, Lee

2.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 30% 에탄올 추출물은 피로 동

MY, J SJ, Ha HK, Shin HK. Study on comparison

물모델에서 물 추출물과 비교하여 강제 수영운동 지속

of ingredient quantitie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시간 54% 증가 및 혈중 LDH 48%, lactate 60%로 상

Galgeun-tang according to extraction solvent. Korean

대적인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 ; 269(6) :
908-14.

이상의 결과, 30% 에탄올로 추출하여 제조된 작약감초탕

9. Lee YS, Kim SH, HJ Yuk, DS Kim. Tetragonia

(芍藥甘草湯)은 기존의 물 추출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과 비

tetragonoides (Pall.) Kuntze (New Zealand Spinach)

교하여 주요성분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효능

prevents obesity and hyperuricemia in high-fat

또한 5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항피로 효능 및 운동 수행능력

diet-induced obese mice. Nutrients. 2018 ; 10(8) :

관련하여 최소한 기존의 열수 추출 한약제형 대비 30% 이상

1087.

복용량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Shin JW, Seol IC, Son CG. Interpretation of
animal dose and human equivalent dose for drug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2010 ; 31(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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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rends in patents on insect-derived medicinal materials for skin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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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 of patents registered prior to October 4, 2019, to understand the
industrial trends in insect-derived medicinal materials used for the treatment of skin diseases.
Methods: Using the WIPSON database, we collec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atents related to insect-derived
materials for treating various skin diseases.
Results: The patents registered prior to October 4, 2019, from Korea, Japan, the USA, China, and the EU, along with
those registered under PCT were selected. There were 195 patents related to the use of insect-derived medicinal
materials in treating various skin diseases such as psoriasis, inflammatory skin diseases, eczema, pruritus, and atopic
dermatitis. China is mostly superior in total number of registered patents compared with the other countries. Korea
was the major patent technology-holder for atopic dermatitis, but China dominated in the remaining categories of
skin diseases. Upon first patent registration in 1992, there had been a contin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Especially, patents related to eczema, psoriasis, inflammatory skin disease were markedly increased. Most frequently
used insect-derived medicinal materials was Scolopendra, Cicadidae Periostracum, Scorpions, Cantharides, and
Batryticatus Bombyx. The insect-derived medicinal materials were generally used as a combined preparation with
other medicinal materials in patents.
Conclusion: This study could help to establish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reating skin
diseases using insect-derived medicinal materials.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data, further study including analysis
of rejected patents is needed.1)
Key words : Insect; Skin Disease; Patent; Korean medicine

Ⅰ. 서

론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및 갈색거저리 애벌레 추출물의 피부
1,2)

광노화 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을 규명한 연구가 그 예이다

.

곤충이 미래의 식품 및 의약품 원료로 주목을 받으면서, 곤

또한 꿀벌의 봉독, 프로폴리스, 꿀, 밀랍 등이 화장품 원료로

충을 활용하여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사용되고 있고3), 달팽이가 분비하는 점액성 물질인 뮤신이 피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피부질환과 관련된 연구가 활

부의 건조함을 개선하는 기능성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4)

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장수풍뎅이 애벌레, 쌍별귀뚜라미,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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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산업에서도 피부개선에 대한 곤충의 기능성에 주목하고 제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품 개발에 활발히 응용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특허분석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학계의 특허정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곤충을 한약재로서 임상에 활용해
왔다. 《東醫寶鑑》 湯液篇의 蟲部에는 곤충을 비롯한 절지동물,

활용도를 높이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양서류, 파충류, 연체동물,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95
종의 충부약재의 임상적 효능 및 주치가 서술되어 있다5). 곤

Ⅱ. 재료 및 방법

충은 피부질환의 치료에도 활발히 응용되어왔는데, 白殭蠶을
기미와 흉터를 없애는 데 사용하고(滅黑䵟及諸瘡瘢痕), 白蜜을
화상을 치료에 사용했다는(湯火傷 及熱油傷) 《東醫寶鑑》의 기

1. 특허 검색

록에서 곤충의 임상 사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곤충

특허 검색은 WIPSON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일인

유래 한약재의 효능과 주치는 향후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기

2019년 10월 4일 이전까지 등록․공개된 모든 한국(KIPO), 중국

능성 소재 발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문헌적 기반이 된다.

(CNIPA), 일본(JPO), 미국(USPTO), 유럽(EPO) 및 PCT

연구로 발굴한 기능성 소재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WIPO)의 특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위해서는 특허의 등록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 검색에 사용한 핵심 검색어는 Table. 1과 같다. 특허

이에, 많은 산업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고자 연구개발에 특허

검색의 민감도 높이기 위하여 ‘피부’, ‘skin’ 및 ‘곤충’, ‘insect’

획득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당한 특허획득전략을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예비검색을 통해 ‘피부염’, ‘소양증’,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행특허의 분석정보가 필수적으로 반영

‘습진’, ‘건선’의 질환명 또는 임상증상이 특허에 다빈도로 등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했을 때

장함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피부질환에 대한 검색어를

연구개발비용을 11.2%, 연구개발기간을 21.2% 절감시킬 수

확장하였다. 곤충 관련 검색어에는 곤충유래의 생약 및 식품

있다는 통계도 보고된 만큼 연구의 효율성 및 개발품의 가격

원료로 등재된 소재를 추가하였다. 민감도를 보다 더 높이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허 정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

위해 곤충의 이명, 생약명, 학명 및 일반명을 추가하고, 외래어,

6)

다 . 하지만 한의학 분야에서는 특허 분석의 보고도 거의 이

외국어, 동의어, 유사어, 단수복수, 변화형, 하이픈 등의 여러

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허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현저히 뒤쳐

가지 표현을 활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한 후 본 검색을 실시하

져있는 실정이다.

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곤충 유래 한약재를 활용한 피부질환 개선

Table. 1. Main keyword for searching patents.
Subject

Main keyword
(한) 곤충, 귀뚜라미, 반묘, 백강잠, 노봉방, 맹충, 잠사, 선퇴, 상표초, 오공, 제조, 흰점박이 꽃무지, 꿀벌, 귀뚜라미,
메뚜기, 거저리, 맹충, 누에

Insect materials

(영) insect, orthoptera, cricket, white grub, neatus, mealworm, dragonflies, protaetia brevitarsis, cantharides,
bombycidae, mantis nest, Mantidis Oötheca, cicada shell, Holotrichia diomphalia vespae nidus,
tabanus, Cicandidae Periostracum, centipede, melolothidae
(한) 피부, 피부염, 아토피, 습진, 소양증

Skin diseases
(영) Skin,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Eczema, Pruritus

2. 유효특허 선별

하였다. 검색 결과, 총 195건의 특허가 유효특허로 선별되었다.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과 관련된 특허를 선별하기
위하여 국제특허분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를 활용하였다. 피부질환의 특성 상 외용제도 다용되는 바,
A61K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및 A61Q ‘화장품
또는 유사 화장품 제제의 특정한 용도’의 IPC 분류에 해당하는
특허를 유효 특허로 선정하였다.
해충 방제용 조성물, 동물모델 개발, 신품종 육성방법, 곤충
수집기, 곤충정자수집방법, 곤충 생산 시스템, 농약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문헌은 노이즈특허로 간주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

3. 기술군별 분류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의 개발 기술이
목표로 하는 질병에 따라 기술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
술군은 유효특허에 다빈도로 등장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아토피,
습진, 소양증, 건선, 염증성 피부질환, 그리고 상기 기술군에
특정되지 않는 기타 피부질환의 6가지로 설정하였다. 특허 기
술의 목표 질병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군간의 중복
분류를 허용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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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uplication between sub-groups.
Sub-groups
Atopic dermatitis

Eczema

Pruritus

○

○

Duplicated sub-groups

○

psoriasis

Inflammatory skin diseases

2
○

8

○
○
○
○
○

Other skin diseases

○

Number of
patents

○

1

○

2

○

1

○

○

4

○

○

1

Ⅲ. 결
1. 기술군별 분류
건선과 관련된 특허가 63건으로 28.3%의 가장 높은 점유
율을 차지했으며, 습진과 관련된 특허가 51건 (22.9%), 염증성
피부질환과 관련된 특허가 44건 (9.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
술군별로 분석했을 때, 한국이 주요 출원국인 아토피피부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술군에서 중국이 주요 출원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선, 습진, 기타 피부질환에 대한 특허는
중국에서만 출원되었다.

아토피 피부염 및 소양증과 관련된 특허는 각각 20건으로, 기타
피부질환은 25건으로 나타났다(Fig. 1).

3. 연도별 특허 동향
특허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다.
1992년 중국과 일본에서 최초로 특허가 출원된 뒤 불규칙적
이지만 지속적으로 특허 활동이 이어지다가, 2010년 이후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Fig. 3). 기술군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토피, 소양증 및 기타 피부질환에
대한 특허활동은 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이지만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습진 및 건선, 염증성 피
부질환과 관련된 기술의 특허출원은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

Fig. 1. Classification by sub-group.

4. 주요 출원인 분석
최다출원인은 중국의 Yang Jinshan으로 습진, 소양증 및
건선과 관련된 특허를 각각 1건, 2건, 1건 보유하고 있었다.
Hu Caifang은 습진 및 소양증 기술을 각각 2건, 1건 출원하

2. 국가별 특허 동향
특허가 출원된 국가 및 출원인의 국적을 통해 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하였다(Fig. 2). 분석대상의 특허 모두 출원
국가의 국적을 가진 출원인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에 출원된 특허가 169건 (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국에 출원된 특허가 21건 (10.7%), 일본에 출원된 특허는 5건
(2.6%), 미국에 출원된 특허는 1건 (0.5%)으로 나타났다. 기

였고, Shimeifen은 염증성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기술을 보
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시크릿허브코리아는 아토
피 및 염증성 피부질환과 관련된 특허를 각각 1건씩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대학교와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은 아토피와 관
련된 2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요 출
원인은 개인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한국의 주요 출
원인은 기관과 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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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by patent filing country.
KIPO, the patent filed in Korea; CNIPA, the patent filed in China; JPO, the patent filed in Japan; USPTO, the patent filed in United states.

Fig. 3. Classification by patent filing date.
KIPO, the patent filed in Korea; CNIPA, the patent filed in China; JPO, the patent filed in Japan; USPTO, the patent filed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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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assification by patent filing date and sub-group.

Fig. 5. Analysis of major applicant.

(Table. 3). 특허에는 총 22종의 곤충이 등장하였으며, 이 중

5. 패밀리특허 분석
패밀리특허는 특정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7)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특허를 말한다 . 분석대상 195건의
특허 중 패밀리특허는 단 1건도 조사되지 않았다.

蜈蚣, 蟬退, 全蝎, 斑猫, 白殭蠶이 특허에 다빈도로 사용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195건의 특허 중 191건의 특허는 곤충 및
기타 소재의 복합물을 활용한 특허였으며, 단일 곤충소재를
활용한 특허는 4건이었다. 단일 곤충소재에 대한 4건의 특허
는 모두 한국에 등록된 특허였으며, 갈색거저리를 활용한 특
허가 2건이었고 나머지는 蜈蚣과 누에를 활용한 특허였다. 일

6. 곤충 소재 활용현황
분석 대상 특허에 등장하는 곤충 소재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본에서 2012년 Sakaki Nobuo가 출원한 특허(특허번호;
JP2014-076956A)는 곤충 소재를 ‘벌목(Hymenoptera)’으로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어, 하기 Table. 3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4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5 No. 2, 2020

Table 3. Insect materials in patents.
No.

Materials

Frequency
of appearance

Sub-groups
Atopic
dermatitis

Eczema

Pruritus

psoriasis

Inflammatory
skin diseases

Other skin
diseases

1

蜈蚣

85

1

26

5

26

14

13

2

蟬退

69

5

20

9

13

13

9

3

全蝎

47

13

5

18

6

5

4

斑猫

40

8

4

19

5

4

5

白殭蠶

22

2

4

4

6

2

6

露蜂房

16

4

1

6

3

2

7

蠶

9

8

蟻

4

9

黄粉虫

3

10

蜂胶

3

11

九香虫

2

12

虫白蜡

2

13

蟋蟀

1

14

蜂毒

1

15

虻蟲

1

16

桑螵蛸

1

17

蜂王幼虫

1

1

18

云实虫

1

1

19

蠐螬

1

20

苍耳虫

1

21

虫瘿

1

22

虫蜕

1

4

7

2
1

1

1

1

1
2

2

1
2

1

1
1

1
1
1

1
1
1
1

Ⅳ. 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찰
지만 소수의 특허동향 분석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

9-13)

, 특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R&D에

동향에 대한 보고 및 활용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저조한

투자를 집중하며 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분석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년

활용하여 한의학 분야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8.7조원에서 2015년에는 18.9조원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필요하다.

8)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본 연구는 곤충소재를 활용한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D를 진행함에 있어

소재 개발과 관련된 특허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허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특허

국내 특허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및 PCT에 등록된

분석정보를 활용한다면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특허확보전략의

특허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수립이 가능하다. 특허분석정보는 기술 분야의 유망성을 판단

하였다. 또한 특허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질병을 중심

하고 연구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어, 연구결

으로 설정된 기술군을 기준으로 나누어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다.

과가 지식재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
8)

이다 .

검색일(2019년 10월 4일) 이전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 대상
으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총 195건의 특허가 분석 대상으로

한의학 분야에서도 특허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R&D의

선정되었다. 이 중 86.2%에 해당하는 169건의 특허를 중국

기획과 수행에 특허분석정보를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

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은 각각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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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5%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곤충소재를 활용한

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은 현재 중국이 선도하고

미래 주요 생물자원으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뒤를 이은 후발주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특허

반면 일본과 미국에서는 보유한 특허가 매우 적고 최근 5년간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보아 관련 기술 시
장의 형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허량 추이 분석을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연도별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중

특허의 양적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의 특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물론 양적성장에 치우쳐 특허의 질적 향상은 확보하지 못하였

었다. 중국은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는 등

다는 비평도 있으나, 중국의 전략적인 정책 활동이 지식재산권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장려 정책을 통해 특허의 양적 성장을

수준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관련 연구를

14)

이끌어냈다고 평가된다 . 곤충소재를 기반으로 한 피부질환

통해 보고된 사실이다14). 양적 성장을 이룬 중국은 특허의 질

개선 기능성 소재에 대한 특허 역시 동 시기에 증가한 것으로

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로세싱 등 일부 분

미루어볼 때 정책전략에 따른 증가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야에서는 특허의 질적 지표마저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

특허권 확보에 국가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었다14). 따라서 우리도 정부차원의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역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른 특허 발생이 점차 증가 추

량 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에 있다는 점에서 곤충 소재 기반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본 연구는 곤충 기반 한약재를 활용한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분야는 태동기 혹은 성장기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추정할 수

소재와 관련된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최초로 보고하였다는

있다.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질병에 따른 기술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차례로 건선,

의약용 제제 또는 화장품 제제에 관련된 특허로 제한적이고,

습진, 염증성 피부질환, 기타 피부질환, 아토피, 소양증 순으로

출원 후 거절된 특허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술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군에서는 중국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

출원한 특허가 가장 많은 반면, 특이하게 아토피피부염과 관

한다면 특허의 동향을 보다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련된 특허활동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판단된다. 추가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 설계의 기초 자료를

한국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아토

마련하고 한의학 분야의 특허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피피부염, 소양증, 기타 피부질환 기술군은 연도에 따른 경향

해야 할 것이다.

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건선, 염증성피부질환, 습진 기술군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특허의 출원량이 증가한 경향을 보

Ⅴ. 결

였다.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개인 출원인이 특허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관과 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전체 195건의 특허 중 단 1건도 패밀리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허에 활용된 곤충 소재는 총 22종으로, 그 중 蜈蚣, 蟬退,
全蝎, 斑猫, 白殭蠶이 특허에 다빈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곤충 단일 소재만을 활
용한 특허는 4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방제(方劑)를 활용하
거나 곤충소재와 기타 동‧식물성 약재의 복합물을 활용한 특
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곤충 소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등록된 특허는 195건이지만 활용된 곤충 소재는 22종에
불과해 소수의 곤충 소재가 특허에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론

특허 분석을 통해 곤충 소재를 활용한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분야의 특허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곤충소재 기반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특허를 수집한 결과, 총 195건의 특허가 수집되었다.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 건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 일
본 미국 순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연도별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곤충소재 기반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시장은 성장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질병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건선, 습진, 염증성 피부
질환 기술군의 특허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활용된 22종 이외의
새로운 곤충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신규성 확보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패밀리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
허는 속지주의를 원칙적으로 하므로 글로벌 시장 진입의 안정
성과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패밀리특허를 통한 지식재

4. 주요 출원인 및 출원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
에서는 개인출원인의 특허 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한국
에서는 기업 및 기관이 특허 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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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에 다빈도로 활용된 곤충 소재는 蜈蚣, 蟬退, 全蝎,
斑猫 및 白殭蠶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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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잠 추출물의 C57BL/6 마우스를 이용한 2주경구투여 독성시험
남현화1#, 서윤수1#, 문병철1, 이지혜1, 김용범2, 김중선1*
1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2 : 안전성평가연구소

Effects of a Two-Week-Oral-Toxicity Study of

Bombyx batryticatus L. Extracts on C57BL/6 Mice
Hyeon-Hwa Nam1#, Yun-Soo Seo1#, Byeong-Cheol Moon1, Ji-Hye Lee1, Yong-Bum Kim2
Joong-Sun Kim1*
1 :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11 Geonjae-ro, Naju-si,
Jeollanam-do 58245, Republic of Korea
2 :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Toxicopathology Center, 100 Jangdong, Yuseong,
Daejeon, 305-343,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 : Bombyx batryticatus L. is the dried larval form of the silkworm (Bombyx mori L.) infected by Beauveria
bassiania (Bals.) Vuill. It is used as a food and medicinal resource to treat asthma, headaches, epilepsy, and convulsions
in traditional Korean and Chinese medicines. However, the research of the toxicity about B. batryticatus is not enough
yet. Here,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tential subacute toxicity following the repeated oral administration of B.
batryticatus water extract to C57BL/6 mice, at various doses of 0, 50, 150, and 450 ㎎/㎏/day during a two-week period.
Methods : The following parameters were examined during the study period: body weight, gross findings, clinical
signs, organ weight, hematology, serum biochemistry, histopathology, and mortality. At the end of the treatment
period, all the mice were euthanized.
Results : No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body weights, gross findings, clinical signs, organ weights, and mortality
after two weeks of administration of the B. batryticatus extract. In addition, compared with the normal control group,
no noticeable treatment-related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hematological, serum biochemical, and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in the treated group following treatment with doses of up to 450 ㎎/㎏/day.
Conclusion :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clude that the treatment of mice with the water extract of B. batryticatus
did not cause considerable C57BL/6 toxicity, and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ed safe for further pharmacological
studies.1)
Key words : Bombyx batryticatus, insect, Two-Week-Oral-Toxicity Study

Ⅰ. 서

론

곤충은 오래전부터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동
의보감(東醫寶鑑)에는 약 95종,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1)

에는 106종이 기록되어 있다 . 최근에는 누에나 꿀벌과 같은
곤충유래 생산 물질의 다양한 효능이 증명되고 있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60%이상의 단백질과 저지방,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미래의 식량자원으로써 곤충의 이용가치가 지속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 Joong-Sun Kim,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el : +82-61-338-7111
·E-mail : centraline@kiom.re.kr
#First author : Hyeon-Hwa Nam,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el : +82-61-338-7146
·E-mail : hhnam@kiom.re.kr
Yun-Soo Seo,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el : +82-61-338-7147
·E-mail : sys0109@kiom.re.kr
·Received : 30 Jan 2020
·Revised : 16 Mar 2020
·Accepted : 25 Mar 2020

48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5 No. 2, 2020

2,3)

증대되고 있다 .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백
강잠, 벼메뚜기, 누에번데기,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이 인정되어 식품산업에

Ⅱ.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 제조

활용되고 있으며 한방에서 약용으로 동충하초, 백강잠, 굼벵이,
지렁이, 거머리, 지네, 전갈 등이 이용되고 있다1).

본 연구에 사용된 백강잠은 광명당 제약(Ulsan, Korea)에서
구매하였고 한국한의학연구원(Herbal Medicine Resources

곤충이 식품 및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esearch Center, Naju, Korea)의 형태감별을 거쳐 검증 후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에게 곤충소재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정표본(accession number: 3-180030)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에 보관하였다.

식용곤충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3)에서

추출은 증류수 15 L에 백강잠 969.88 g을 3시간 동안 100 ±

식용곤충식품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선택하였고, 여자의 경우

2℃에서 환류 추출하였으며, 얻어진 추출물을 여과한 후 감압
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얻어진 시료

위생 다음으로 안전성을 선택하여 곤충자원을 이용한 식품개

(211.23 g)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수득률 21.779%, w/w).

발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은 중요한 선택속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3). 따라서 식품 및 약재 원료로서 곤충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2. 실험동물

위한 지속적인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백강잠(Bombyx batryticatus L.)은 백강균(Beauveria

7주령, 무게 20 ± 2 g의 수컷 C57BL/6 마우스 20마리를
두열바이오테크(Seocho-gu,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bassiana Vuill.)의 감염으로 인해 균사체가 형성되어 죽은
누에(Bombyx mori L.) 충체(Batryticatus Bombyx)를 말하

사용하였다. 1주일동안 동물 사육실에서 격리조치 하여 순화

며, 오래전부터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두통, 치통, 어지럼증

과정을 거친 후, 각 군당 5마리씩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3 ± 3℃, 습도 50 ± 10%,

등의 치료를 위해 진통제, 항경련제 등의 전통약재로 사용되어

환기횟수 10-20회/h, 조도 150~300 Lux, 12시간 간격으로

4,5)

6)

왔다 . 한의학에서의 백강잠의 활용을 오아시스(OASIS)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백강잠은 청열해독(淸熱解毒), 청열조

명암 주기를 조절하였다. 모든 동물은 고형사료(Nestl’e Purina
Pet Care Company; Bundang-gu, Seongnam, Korea)와

습 (淸熱燥濕), 화담산결(化痰散結), 소산풍열(疏散風熱), 식

물을 자유 섭취시켜 사육하였고 모든 사육기자재는 멸균하여

풍지경 (熄風止痙)하는 효능이 있어, 풍창투진(風瘡透疹), 중
풍실음(中風失音), 후풍(喉風), 두풍(頭風)등의 질환을 치료하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미국국립보건원(NIH)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고, 국제 동물복지법에 근거한 한국한의학연구원 동물

는데 사용되고, 오약순기산(烏藥順氣散)등의 처방으로 활용되

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Approval number: 18-041)을 받아

고 있다(Fig. 1). 또한, 효능연구 결과로 항간질, 항경련 효과
등의 신경계에서의 작용과 항응혈, 항암, 항균, 항산화 효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등이 보고되어 있다7-10). 그러나 현재 생리활성 관련 연구의
확대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강잠추출물의 독성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강잠의 물 추출물을 14일간
마우스에 경구 투여하여 독성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실험군 분리 및 투여량
순화된 실험동물을 정상군(n=5)과 백강잠추출물 투여군
(50, 150, 450 ㎎/㎏/day, n=5)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
였다. 마우스 체중에 따라 산출된 투여액량을 1회/1일 경구
투여하여 반복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4. 실험동물 관찰
실험동물의 운동성과 일반상태 변화 및 사망개체 발견 등의
이상 증상 관찰, 체중 변화 특징을 14일 동안 관찰하였다. 2주
동안 경구 투여 전과 후의 운동성 및 이상 증상을 기록하였으며,
체중 변화는 백강잠추출물을 투여하는 시점부터 7일 간격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5. 부검
실험 종료 시점에서 모든 실험동물들은 CO2 마취를 통해
호흡이 정지된 후, 대동맥 채혈을 통해 방혈 치사시켜 안락사를
Fig. 1. Main target, efficacy and prescrip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rrelation network of Bombyx mori L. using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유도하였다. 희생된 실험동물의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육안
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폐, 간, 비장, 신장, 고환을 적출하여
장기의 절대중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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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관련 지표 GLU(glucose),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6. 조직병리학적 분석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위해 간 조직을 10% neutralbuffered formalin (NBF)으로 고정하였으며, 포매 후 4 ㎛

TBIL(total bilirubin)와 신장 기능 관련 지표 CRE(creatine),
BUN(blood urea nitrogen) 검사를 위해 TBA 120FR 화학
분석기(Toshib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께로 박절하여 hematoxylin and eosin (H&E)로 염색하
였다. 염색된 조직 슬라이드는 광학현미경(Olympus Microscope
System CKX53;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기
존에 보고된 약제에 의한 독성간염의 조직소견을 근거로 지방

8. 통계처리

변성, 풍선양변성, 호산구의 침윤, 문맥주변 염증세포 침윤,
담즙정체 및 간세포 괴사 여부를 분석하였다11).

모든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
었으며, 모든 처리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ANOVA one-way로
검정을 실시하여 p < 0.05 경우에만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표
시하였다.

7.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적 분석
실험 종료 시점에서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일반 혈액학적
분석을 위해 ADVIA 2120i 혈액분석기(Simens; Tarrytown,
UY, USA)를 이용하여 혈소량(hemoglobin, Hb), 적혈구용

Ⅲ. 결

적(Hematocrit, HCT), 평균적혈구용적(Mean corpuscular

과

1. 반복투여 독성시험

volume, 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ean corpuscular

백강잠추출물을 14일 동안 0, 50, 150, 450 ㎎/㎏/day으로
마우스에 반복 투여하였을 때 투여기간 동안 모든 처리군에서

menoglobin concentration, MCHC), 혈소판(Platelet, PLT),

사망 개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상증상 관찰결과, 이상 증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호중구(Neutrophil, NEU),
림프구(Lymphocyte, LYM), 단핵구(Monocyte, MON), 호

상이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또한, 투여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모든 개체의 체중측정결과 체중감소가 관찰되지 않았

산구(Eosinophil, EOS), 호염기성백혈구(Basophil, BAS)를

으며, 정상군과 백강잠추출물을 투여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측정하였다. 동시에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위해 수집된 혈액을
3,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고

발견되지 않았다(Fig. 2).

Table 1. Mortality in mice after 2 weeks of repeated oral administration of B. batryticatus
Days after treatment

Group
(㎎/㎏/day)
0
Mortality

2

3

4

5

6

7

8

9

10

11

12

13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5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15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45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
Clinical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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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mber of dead mice/total mice.
2) Number of mice with clinical signs/total mice.

Fig. 2. Body weights of mice repeated administrated with B. batryticatus
extracts for 2 weeks. Sham; normal control group, B. batryticatus
50; 50 ㎎/㎏ treated group, B. batryticatus 150; 150 ㎎/㎏ treated
group, B. batryticatus 450; 450 ㎎/㎏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five mice per each group at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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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중량 측정 및 조직 조직병리학적 검사
부검결과 모든 개체군에서 백강잠추출물로 인한 육안적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간, 고환, 비장, 신장, 폐
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의 장기 무게와 비교하였을
때 백강잠추출물 투여로 인한 무게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간 조직 관찰 결과, 백강잠추출물을 최고 투여용량
450 ㎎/㎏/day 까지 투여하였을 때 병변 등의 유의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정상군의 간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시험물질과 관련된 변화 또한 보이지 않았다
(Fig. 4).

Fig. 3. Organ weights in mice orally administration with B. batryticatus extracts for 2 weeks. Sham; normal control group, B. batryticatus
50; 50 ㎎/㎏ treated group, B. batryticatus 150; 150 ㎎/㎏ treated group, B. batryticatus 450; 450 ㎎/㎏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five mice at sacrifice.

Fig. 4.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the liver in mice exposed to repeated B. batryticatus extract doses of 0 and 450 ㎎/㎏/day.
Representative images (H&E stained) showing histological changes in the liver of vehicle and 450 ㎎/㎏/day-treated mice samples.

3. 혈액학적 검사

출물 450 ㎎/㎏/day에서 14.666 ± 0.577로 유의적 차이는

백강잠추출물 투여에 따른 혈액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적혈구용적(HCT), 평균적혈구용적
(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

행하였다(Table 2). 적혈구 (RBC) 수 분석결과, 백강잠추출물
50, 150, 450 ㎎/㎏/day 투여군에서는 각각 9.900 ± 0.264,
11.066±0.665, 10.733±0.416으로 정상군 0 ㎎/㎏/day의
8.480 ± 2.182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혈소량
(Hb) 분석에서도 정상군 14.600 ± 1.140에 비해 백강잠추

(MCHC), 혈소판(PLT), 백혈구(WBC), 호중구(NEU), 림프구
(LYM), 단핵구(MON), 호산구(EOS), 호염기성백혈구(BAS)를
분석한 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백강잠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한 모든 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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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matological analysis in mice after 2 weeks of repeated oral administration of B. batryticatus
Treatments (㎎/㎏/day)

Parameters

0

50

150

450

8.480±2.1821)

9.900±0.264

11.066±0.665

10.733±0.416

Hb (g/㎗)

14.600±1.140

14.000±0.000

15.00±0.000

14.666±0.577

HCT (%)

42.100±11.520

48.266±0.763

53.300±2.456

52.433±2.013

MCV (fl)

49.42±1.098

48.766±0.665

48.300±0.556

48.866±0.737

MCH (pg)

14.800±0.447

13.666±0.577

13.666±0.577

13.666±0.577

MCHC (g/㎗)

29.880±0.878

28.266±0.493

27.900±0.529

27.933±1.026
789.333±285.519

RBC (×106/㎍)

3

PLT (×10 /㎍)

792.400±122.100

894.333±60.583

860.667±275.654

WBC (×103/㎍)

2.420±1.314

5.866±2.112

4.100±1.322

4.466±2.548

NEU (%)

15.320±9.065

15.167±5.553

18.233±3.000

16.300±2.424

LYM (%)

79.140±5.055

83.500±3.204

78.666±1.774

80.166±1.718

MON (%)

3.300±0.845

1.266±0.230

3.000±0.200

3.466±1.686

EOS (%)

1.640±2.263

0.666±0.115

0.100±0.100

0.066±0.057

BAS (%)

0.620±0.567

0.000±0.000

0.066±0.057

0.033±0.033

RBC, red blood cells;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MCV, mean corpusbular volume;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PLT, platelet; WBC, white blood cell; NEU, neutrophil; LYM, lymphocyte; MON, monocyte;
EOS, eosinophil; BAS, basophil.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five mice per each group at sacrifice.

23.977, 200.500 ± 26.814, 215.000 ± 28.879 ㎎/㎗로

4. 혈액생화학적 검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450 ㎎/㎏/day 투여군에서 유의적

백강잠추출물을 0, 150, 450 ㎎/㎏/day 농도로 2주간 반복

증가가 확인되었다(Table 3). 또한, GOT, GPT에서도 150,
450 ㎎/㎏/day 농도를 투여하였을 때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구 투여한 후 수집된 혈액의 혈청을 이용한 GLU, GOT,
GPT, TBIL의 간 기능 지표분석 결과, TBIL의 경우 정상군
0.725 ± 0.221 ㎎/㎗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

경향을 보였다. CRE, BUN의 신장 기능관련 지표분석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의 수치를 나타냈다.

내지 않았으나 GLU는 추출물 투여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
상군 172.000 ± 6.218 ㎎/㎗에 비해 각각 165.250 ±

Table 3. Serum biochemical values in mice after 2 weeks of repeated oral administration of B. batryticatus
Treatments (㎎/㎏/day)

Parameters
0

50
1)

150

450

CRE (㎎/㎗)

1.620±0.228

1.200±0.1632

1.340±0.230

1.500±0.316

GLU (㎎/㎗)

172.000±6.218

165.250±23.977

200.500±26.814

215.000±28.879*

GOT (U/L)

85.000±5.354

68.750±12.711

63.250±12.175*

64.500±11.503*
22.460±3.347

BUN (U/L)

25.675±2.712

24.200±2.775

22.860±3.105

TBIL (㎎/㎗)

0.725±0.221

0.975±0.170

1.050±0.173

0.975±0.150

GPT (㎎/㎗)

55.000±9.565

46.800±8.318

38.000±5.099**

41.000±5.049*

CRE, Creatinine; GLU, glucose; 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P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TBIL, total bilirubin.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five mice per each group at sacrifice.
*
p < 0.05 and **p < 0.01 compared with normal control.

Ⅳ. 고찰 및 결론
곤충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성미(性味)가 신(辛), 함(鹹), 평(平), 무독(無毒)하며, 간(肝),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폐(肺), 위(胃)경(經)에 귀경(歸經)하면서 거풍승습(祛風勝濕),

유용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하고 60% 이
상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량자원

사열산결(瀉熱散結), 통리경락(通利經絡)하여 풍한(風寒)과
습열저체(濕熱貯滯)를 소통(疏通)시키며, 동의보감에는 소갈증,

12)

고혈압, 당뇨 및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으로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한방에서 백강잠(白殭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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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있다
. 또한, 식용 및 약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고
예로부터 간질, 경련, 두통 등의 치료를 위한 전통치료약재로

CRE, BUN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 조건 하에서 백장감추출물을 2주 반복경구

사용되어 왔으며, 생리활성 및 기전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투여하였을 때 450 ㎎/㎏/day 용량까지 다양한 일반증상, 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효능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에 백강잠에 대한 안전성 및 독성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중변화, 조직학적 분석, 혈액 수치 변화에 독성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혈청생화학적 수치 변화가 발견되

지지 않은 실정이다.

었지만 모두 정상 범위 내 해당되어 독성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백강잠추출물에 의한 독성유무를 확인 및
GLP 독성평가(13주 독성)를 위한 적합한 농도를 설정을 위해,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백장감추출물 경구투여에 의한 급성
독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해위험성 평가자료 및 GLP 독성

이전 유사한 연구에서 5마리 수컷 마우스를 사용하여 예비실

시험에서의 정확한 농도설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

15,16)

험을 수행했던 연구 결과
들을 바탕으로 투여 종료시점까
지의 2주 동안 이상소견 및 체중변화, 장기 무게, 조직병리학적

료된다.

분석, 혈액 및 혈액생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백강잠추출
물을 0, 50, 150, 450 ㎎/㎏/day으로 2주 동안 경구 투여 후,
이상증상 및 사망동물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실험 종료시점

Acknowledgments

까지 사망개체 및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동물의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 충부약재 활용기반

체중을 측정하였을 때 모든 처리군에서 투여일이 경과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무게가 증가되었고 백강잠추출물에 의한 이상적인

구축’ (KSN18912410) 및 ‘지속가능한 한약표준자원 활용 기

체중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백강잠추출물은 사망개체
및 이상증상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체중의 변화
에도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종료 시, 부검을 통해 백강잠추출물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간, 고환, 비장, 신장, 폐 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수집된 장기 무게와 백
강잠추출물 처리군의 장기 무게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간 조직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도 독성으로
인한 병변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백강잠
투여로 인한 독성학적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학적 분석에서는 적혈구(RBC), 혈소량(Hb), 적혈구용
적(HCT), 평균적혈구용적(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CHC), 혈소판(PLT), 백혈구(WBC),
호중구(NEU), 림프구(LYM), 단핵구(MON), 호산구(EOS),
호염기성백혈구(BAS)를 분석한 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백강잠추출물 투여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 생화학적 분석에서는 GLU, GOT, GPT, TBIL 측정결과,
TBIL의 경우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GLU는 백강잠추출물 투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450 ㎎/㎏/day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경우 절식하지 않고 부검을 진행하여 기존에 보
고된 연구17)의 절식 후 마우스의 공복혈당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혈당이 측정되었고 고용량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혈당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의 절식하지 않은 정상
마우스의 혈당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성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급성 간독성의 경우 GOT 및 GPT 수치가 현저한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번 연구 결과 GOT, GPT에서도 150,
450 ㎎/㎏/day 농도를 투여하였을 때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GOT와 GPT의 감소는 간
조직이 80% 이상 파괴된 경우에 나타나지만, 조직학적인 병
변을 관찰했을 때 병리학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독성학적
18)

의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 연구 에서 마우스의
정상 GOT 범위는 36~102, GPT는 16~58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마우스의 혈중 수치는 모두 범주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 BUN의 신장 기능관련 지표분석에서는

술’ (KSN2012320) 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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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and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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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rbs and their biological and pharmacological effect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through Korean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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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Authors
Introduction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publishes original articles concerned with the observation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herbs used in the traditional medicine of past and present cultures. The
journal will welcome reviews, case reports, clinical images, commentaries, clinical practices, letters approach to the study
herbology.
Please note that figures and tables should be embedded in the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where they are initially
cited. It is also mandatory to upload separate graphic and table files as these will be required if your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 Before You Begin
Ethics in publishing
For information on Ethics in publishing and Ethical guidelines for journal publication see http://www.herbology.or.kr/
and http://acoms.atit.co.kr:8090/kaoh/index.jsp?publisher_cd=kaoh&lang=kor

^ General Principles
The journal's submission policy is based on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Non-presented details will follow general principles from
above requirements.

^ Policy and ethics
In the covering letter, the author must also declare that the study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institutional rules considering animal experiments, clinical studies and biodiversity rights.

^ Qualifications for Submission
Member of the korea association of herbology is general qualification of submitter. The exception is when submitter
is appointed or recognized by Editorial Ofﬁ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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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s of Manuscripts
The journal contains herbology associated original research articles, reviews, clinical & case reports, etc.

^ Considering and Publication Order
The manuscript will be considered to be posted or not after being audited by several juries whom Editorial Ofﬁce
appointed and pass deliberation of Editorial Ofﬁce. Order of adopted manuscript will be set as sequence of final
manuscript reception.

^ Submission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Submission of an article implies that the work described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except in the form of an
abstract or as part of a published lecture or academic thesis), that it is no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that its publication is approved by all authors and tacitly or explicitly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where
the work was carried out, and that, if accepted, it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in the same form, in Korean
language, including electronicall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holder.

^ Peer-Review process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peer reviews all the material it receives. We give priority to articles that will help
doctors to make better decisions - whether those doctors are practising clinical medicine, working in public health,
developing and implementing health policy, or working mostly as researchers.
We aim to reach a first decision on all manuscripts within two or three weeks of submission. Rejection is often
much quicker than this, however, and we reject about two thirds of all submissions without external peer review.
About half the original research articles we receive are rejected after review in house, usually by three medical
editors. We aim to do this quickly so that we do not waste authors' time, allowing them to get on and submit the
work elsewhere without unnecessary delay. The usual reasons for rejection at this stage are insufficient originality, or
the absence of a message that is important to a general medical audience - leading us to the decision that, essentially,
we do not think the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is the right journal for the work.
The review process can take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preference of the journal. Under Triple-blind review
the reviewer's name is hidden from the author. Under Triple-blind review the identity of the reviewers and the authors
are hidden from each other. This level of anonymity is designed to encourage fairness, with papers being considered on
their individual merits. The corresponding author is notified as soon as possible of the editor’s decision to accept,
reject or request of manuscripts.
For research articles we focus mainly on the research question: even when the overall subject is relevant, topical, and
important we may reject the article because the study didn’t ask a research question that added enough. Of course,
we will also reject work if it has serious flaws. We may screen a research article initially by reading only the structured
abstract, so abstracts should be as complete, accurate, and clear as possible—but not unnecessarily long—and must be
approved by all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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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and Submission Fee
About all manuscripts except solicited manuscript, prescribed evaluation and submission fee(￦200,000) can be charged
and completely paid to reception desk as submit manuscript (However, evaluation fee for case report will be
exempted). Design fee and cost for special printing must be paid by author. If author wants to make separated books,
author must rubricate number of books on cover of manuscript, and cost for making separated books will be paid by
author. Quantity of manuscript should not be exceeded 8 pages with A4 (210×297mm) white paper generally. If
exceed, author should pay separately (One page per ￦20,000). Emergency paper if the author wants twice the
publication fee must be paid.

^ Clinical studies
Investigations with human subjects must state in the Methods section that the research followed guidelines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nd Tokyo for humans, and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human experimentation committee
or equivalent, and that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The Editors will reject papers if there is any doubt about the
suitability of the animal or human procedures used. Therefore, in case report, patients' privacy should be protected.
Writing names, hospital numbers, or exact date should be avoided and pay attention to patients' information not to be
exposed.

^ The Role of the Editorial Ofﬁce
Editorial Ofﬁce receives inquiries about sending or editing manuscript. Editorial Ofﬁce can require correction about
format, quantity of manuscript to author. If it is needed in manuscript, Editorial Ofﬁce can modify phrase and format
within the scope of modification doesn't affect original, as committee's will. All manuscripts will not be returned after
summit.
Copyright - Copyright of all manuscripts publicated on this journal belongs to The Korea Association of Herbology.

^ Journal publishing and summit manuscript
This journal is published six times per a year (January, March, May, July, September, November, the 30 day of the
month), and receive the manuscripts throughout the year. The date of receiving is when manuscript is arrived to
Editorial Ofﬁce, and the date of modification is when after corrected manuscript is arrived to Editorial Ofﬁce, and the
date of adoption is when final corrected manuscript assigned to be posted by Editorial Ofﬁce.

Preparation
Manuscripts are divided into manuscript for evaluation and for final publishing.

Article Structure
^ Art work
Electronic artwork
General points
Manuscript for submission uses A4(210×297 ㎜) white paper which has at least 2.5 ㎝ (1 inch) margin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and is printed on one side with 10 point font size, clearly. Entire manuscript is written horizontall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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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space, and page number starts from title page. Manuscripts for evaluation is 1 copy of electronic file (hwp file)
which doesn't contain author's name and belonging.
A detailed guide on electronic artwork is available on our website:
http://www.herbology.or.kr/html/sub3-01.asp or
http://acoms.atit.co.kr:8090/kaoh/index.jsp?publisher_cd=kaoh&lang=kor
You are urged to visit this site; some excerpts from the detailed information are given here. Formats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used, when your electronic artwork is finalised, please 'save as'.
Quantity of manuscript should not be exceeded 8 pages with A4 (210×297mm) white paper generally. If exceed,
author should pay separately.
Other correspondences can be e-mailed to PhD/O.M.D Seong-Soo Roh,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Daeguhaany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1,
Haanydae-ro, Gyeongsan, Kyungbook, Korea 38610,
Tel: +82-53-819-1876, Fax: +82-53-819-1850, Email: koreaherbology@naver.com
Authour check list and Copyright transfer can be found during the cubmission process via homepage.

^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Original article)
Paper (except clinical & case report, review) should be contained title page, abstract (English), key words, texts,
acknowledgements,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and figures. The text is subdivided into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summary.

Title Page
^ Title. Concise and informative. Titles are often used in information-retrieval systems. Avoid abbreviations and
formulae where possible. If Korean title goes over 30 letters or English title goes over 15 words author should
scribe running head on the end of title page (within 10 letters in Korean, 5 words in English). The first letter of all
words except preposition and article should start with a capital.

^ Author names and affilications. Please indicate this clearly. Present the authors' affiliation addresses below the
names. Provide the full postal address of each affiliation, including the country name and the e-mail address of each
author (Korean and English).

^ Corresponding author. Clearly indicate who will handle correspondence at all stages of refereeing and publication,
also post-publication. Corresponding authors' name,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ddress).

^ Authors. Authors listed in article should have requirement for author. Each author should have made a 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a submitted manuscript to accept public responsibility for its content. Requirement for
author includes all of the following: 1) conceptualization and design of the study, and/or acquisition of the data,
and/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2) drafting and/or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3) ﬁ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Editor can ask each author's role in research; 4) the first author is the best
contributor in research, and should be listed first among the authors; 5) corresponding author is the author serving
as the primary point of contact for the Editorial Ofﬁce for all matters pertaining to a submitted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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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cise and factual abstract is required. The title, authors' full name, institutional affiliations, texts and should be
from 230 to 250 words. The author should divide the abstract with objectives,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 Objectives : Why was this study done what is the purpose of achieving one to two sentences describe a simple
and clear. The purpose here is written on the subject of the manuscript, and the introduc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what is put forward.

^ Methods：The first paragraph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described in what is described how the relevant
details concerning specific. The data were collected, uh, how this data was analyzed, bias (bias) has scanned
describes how to adjust.

^ Results：The method described in full in paragraph important study results and analysi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o logically present concrete data

^ Conclusions：Conclusions reach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described as one to two sentences, which is
described in the first paragraph should be coincided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 Key words : Authors must in the same step select 6 keywords in an alphabetical order. These keywords will help
the Editors to categorize your article accurately and process it more quickly. Do not capitalize or italicize the key
words except binomial nomenclature. Author must use formal terms form the medical subject headings of Index
Medicus.

Introduction
State the objectives of the work and provide an adequate background, avoiding a detailed literature survey or a
summary of the results. It does not have a heading.

Materials and Methods
Provide sufficient detail to allow the work to be reproduced. Methods already published should be indicated by a
reference: only relevant modifications should be described. Only truly procedures should be specifically described. The
previously described procedures should be cited in references. In material sources, there needs a company name and its
location e.g. city and country in Korea, or city and state in USA. and must suggest voucher specimen number, origin
and deposit. There is no needs numbering.

Results
Results should be clear and concise.

Discussion
This should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of the work, not repeat them. A combined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 is often appropriate. Avoid extensive citations and discussion of publishe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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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main conclusions of the study may be presented in a short Conclusions section, which may stand alone.

Acknowledgements
Collate acknowledgements in a separate section at the end of the article before the references and do not, therefore,
include them on the title page, as a footnote to the title or otherwise.

References
^ Citation in text
Please ensure that every reference cited in the text is also present in the reference list (and vice versa). Any
references cited in the abstract must be given in full. Unpublished results and personal communications are not
recommended in the reference list, but may be mentioned in the text. If these references ar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they should follow the standard reference style of the journal and should include a substitution of the publication
date with "Unpublished results". "Personal communication" will not be accepted as a reference. Citation of a reference
as "in press" implies that the item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 Reference style
Text: All citations in the text should refer to:
1. Journal publication

Examples : EYou CH, Lee KY, Chey RY, Menguy R. Electrogastrographic study of patients with unexplained nausea,
bloating and vomiting. Gastroenterology. 1980；79：311-4.
2. Monograph

Examples :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6.
3. Article in book

Examples :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2060-81.
4. Electronically published Article

Examples :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1(1)：[24 screens]. Available from：URL：http：//www.cdc.gov/ ncidod/EID/eid.htm

Tables
Number tables consecutively in accordance with their appearance in the text. Place footnotes to tables below the
table body and indicate them with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Avoid vertical rules. Be sparing in the use of tables
and ensure that the data presented in tables do not duplicate results described elsewhere in the article.

Figures
All text and symbols on a figure should be large enough to read easily considering they are to be reduced in size to
fit in a single column width (8.5 cm) or two-column width (17.5 cm). Graphs are to be boxed whenever possib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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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mbols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They are cited in the text as ‘Fig. 1’ or ‘Table 1’. Spectra and chromatograms are normally not allowed unless
the appearance is deemed absolutely necessary. Figure legends are provided on a separate sheet and number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cited, using Arabic numeral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write a description in English using
one complete sentence rather than a phrase or paragraph.

Color artwork
For color reproduction in print, author will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costs from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after receipt of your accepted article.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Authors intending to write review articles should consult and send an outline to the Reviews Editor (see inside front
cover for contact information) before preparing their manuscripts. The organization and subdivision of review articles can
be arranged at the author's discretion. Authors should keep in mind that a good review sets the trend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the subject matter being reviewed.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are to be arranged in the same
way as research articles in the journal. Reviews on topics that address cutting-edge problems are particularly welcome.
Neither new information nor personal opinion should be included,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n abstract. Its
length should not exceed 15 pages, with a maximum of 60 references and 15 figures.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Case Report)
This section is restricted to only clinical studies. Manuscript of less than 2000 word should be arranged as follows: ⑴
title page, ⑵ abstract of less than 150 words, ⑶ introduction, ⑷ case(s), ⑸ discussion, ⑹ references (less than 10), ⑺
tables, ⑻ figures and figure legends.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Letter to the Editor)
Constructive criticism of specific thes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s welcome. Letters
dealing with subjects of general interest and/or personal opinion on a specific subject with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y also be agreed and accepted. The maximum length of a letter to the editor should be three
pages with a maximum of four references - though none are required.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Terminology)
All terms used in submitted manuscrip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nomenclature set by the Committee on
Nomenclature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international acupuncture nomenclature proposed by WHO in 1991. The
editors reserve the right to alter non-standard terminology in all manuscripts. If in doubt, write to us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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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Botanical Aspects)
Utilized plant materials must be described using the Lain binomial for the plant. Method of extraction relating to plant
extracts should also be described in detail. All plant materials must be fully identified as in the following
illustration:Catharanthus roseus (L.) G. Don F. albus Pich. (Apocynaceae) as authenticated by Dr. John Doe, Department
of Botany, University of Connecticut.

After Acceptance
Manuscript assigned to be published after evaluation should be summitted electronically (disket or file), paper size is
A4 and entire manuscript is written horizontally with double space. Page number starts from title page, and word
processor is 'Hanword(Hangul)' of "Hancom" if possible.

Offprints
For an publication pee and extra charge of over pages, paper offprints can be ordered via the offprint order form
which is sent once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Reprints can be ordered in multiples of 100 and a purchase
order form will be included with galley proofs.

All bibliographical indexes and databases
Total or part of the articles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NDSL),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etcetera

Availability of the full-text in the web
Availability of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full-text in the web, URL address :
http://www.herbology.or.kr/board01/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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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of Conduct
Article 1 (Purpose)
This code of conduct is to prevent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members who would like to submit and
publish their works from committing misdemeanors with an aim to providing directions and basic principles for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biding by research ethics.

Article 2 (Focus)
This code of conduct is applied to all the members who submit to and publish manuscripts through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and their materials.

Article 3 (Scope)
All the manuscripts submitted and published by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must conform to this code of
conduct unless there are special stipulations in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Article 4 (Constitu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to determine whether submissions conform to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policy and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if necessary.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constituted of the editor-in-chief as the Committee Chair and the two experts
nominated by the associate editors and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president

Article 5 (Infraction)
Followings are deemed to be against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code of conduct.
1. Forgery：The conduct of fabricating non-existing data or research outcome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as true
and existing
2. Falsification：The conduct of counterfeiting research materials, tools, and/or research processes or the conduct of
altering or omitting research data and outcome so the research record becomes not consistent with the truth
3. Plagiarism：The conduct of plagiarizing others’ ideas, research progresses, and/or results without proper approval
4. Dual Submissions：The conduct of submitting manuscripts that were already published in or being reviewed by
other journals or the conduct of submitting the same manuscripts under review by the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to other publications
5. Division：The conduct of using part of the existing papers as another new submission
6. False Indication of Authors：The conduct of excluding from the author list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research
and outcome without valid reasons or the conduct of including to the author list those who have no contribution
under the banner of respect and gratitude

Article 6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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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e who has violated this code of conduct and the general research ethics cannot submit manuscripts to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for two years and will be expelled from membership in case of a regular member. Other
matters are decid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rticle 7
Other issues will be considered and dealt with according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ocial norm.

Addendum
1. This code of conduct comes into force on May 21, 2008.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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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논문제목 :

본 논문은 대한본초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대한본초학회에 이전한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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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 또, 본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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