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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ve effect of methanol extract of Corni Fructus on brain injury caused
by un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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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rni Fructus, the dried fruits of Cornus officinalis
Sieb., on un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UCCAO) in mouse model.
Methods：The Corni Fructus used in the experiment was extracted with anhydrous methanol, then filtered and
freeze-dried. C57BL/6 mice used in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left UCCAO surgery to set up UCCAO rodent
model for mice. The mice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for evaluate the effect of methanol extract of Corni Fructus
(COM) on UCCAO induced ischemic brain injury. The expression levels of nitric oxide in cerebrum and serum, body
weight change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UCCAO and COM administration on brain neurons,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cerebrum through a microscope was conducted. And western blo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underlying mechanism of neuroprotective effect of COM administration.
Results：COM administered UCCAO groups (CO50, CO150, and CO500)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nitric oxide
production in ipsilateral hemisphere proteins and sera. The CO500, 500 mg/kg COM administration, attenuated
UCCAO-induced p38 inflammatory signaling pathway and 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iNOS and COX-2. The
CO500 group showed resilient morphological changes of hippocampus neuronal cells about brain damage caused by
decreased flow of blood. These group also showed decreased inflammation and cellular stress response in neuronal
cells.
Conclusions：From these results, COM has a neuroprotective property via moderating inflammatory factors and
cellular stress inducing factors in brain cells.1)
Key words：Corni Fructus, brain injury, un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neuroprotection

Ⅰ. 서

론

저산소성 뇌손상은 혈류공급의 차단 및 혈중 산소농도의 저
하로 인해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뇌손상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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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뇌혈류 순환이 정체되면 전뇌허혈(global brain ischemia)
상태가 되는데 신경흥분독성(excitotoxicity), 산증(acidosis)과

10~11월에 채집하여 양건(陽乾)한 뒤 씨를 제거하여 약용으
로 사용하며, 민간을 비롯하여 한방에서 유뇨요빈(遺尿尿頻),

재산화 손상(reoxygenation injury) 등의 세포 내 교란이 일어

붕루대하(崩漏帶下), 양위유정(陽痿遺精) 및 내열소갈(內熱消

나, 내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해마(hippocampus),
기저핵(basal ganglia), 창백핵(globus pallidus) 및 뇌량

渴)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최근 산수유와 산수유의 단일성
분에 대한 연구로 항 당뇨효과17), 혈관이완작용18), 항 알레르

(corpus callosum)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킨다1-3). 저산소

기효과19) 및 항 전립선비대20)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성 뇌손상이 일어나면 의식 저하, 보행 실조, 인지장애, 운동
장애, 실명, 실인증, 경련과 사지마비 등이 나타난다4). 그 중

최근 발표된 치매에 관한 처방의 빈도 및 구성 약물의 경향
성에 관한 연구에서 산수유가 포함된 처방인 육미지황탕과 산

인지장애는 기억과 학습 등의 기능을 가진 해마가 뇌 혈류량

수유 단일 한약재가 모두 신경세포(in vitro) 및 동물실험(in

저하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며, 주의집중과 집행기능의 저하
또한 일어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

vivo)에서 항치매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21). 이 연구에서

매 등이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5-7).

연령 상관성 증후의 개선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은 전체 치매 유
병률의 약 50~70% 이며,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22,23)

VaD)는 약 25%를 차지한다. 또한 VaD는 AD 다음으로 발병

인성 질환에 대한 효과 검토가 기대되는 처방이다24).

률이 높은 치매로 뇌혈관 질환에 의해 인지기능 장애가 후천
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9,10). VaD는 서양에서 보다 동양

다른 여러 논문들에서도 육미지황탕이 acetylcholine esterase
(AChE)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바탕으로 치매의 증후 개선

에서 더 많은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AD 또한

에 기여하였고25-28), 국외의 연구들에서도 육미지황탕이 말초

혈관성 병인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증가되면서 VaD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실정이다11). VaD는 주로 뇌

콜린성 신경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억 및 인지 기능을 향상시
켰다는 결과들을 접할 수 있었다29,30). 또한 치매의 주된 원인

졸중(stroke)과 같은 뇌혈관장해(cerebrovascular disorders,
CVD)에 의해 일어난다. VaD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병, 대사성 질환 및 대사증후군 등이 있다. CVD는 뇌로 공급

요소인 amyloid- 독성의 완화효과가 있다는 보고 가 이루
어지기도 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함께 육미지황탕은 치
매 병태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저산소증(hypoxia와 anoxia)과

위와 같이 다양한 논문들의 결과를 토대로 육미지황탕은

염증반응(inflammatory responses) 등이 동반되어 일어나
게 되고 산화성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증가시킨다. 또

전통적 한약처방 형태로써 치매 치료제 개발에 유의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혈관의 자율성 조절, 모세혈관의 기능저하와 해마 손상이
8)

나타난다 .
치매(dementia)는 후천적 뇌질환에 의한 다발성 인지장애

제시한 육미지황탕은 인지 장애, 기억력 감퇴와 시력장애 등
, 고혈압의 치료에 기존 약제와 육미지황탕을 병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넓은 범위의 노

31)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는 다른 동물 모델인 생쥐에 편
측 경동맥 폐색을 유도하여 산수유를 단독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일상생활의 장애를 일으키며 70여개의 원인들에 의해 유
13)

발되는 임상 증상이다 . 하지만 현재까지 치매의 발병원인과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AD의 약물치료는

Ⅱ. 재료 및 방법

콜린성 가설(cholinergic hypothesis)을 근거14)로 한 대증치
료제를 주로 사용했으나 제한적인 효과였고, VaD의 약물 치
료 또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donepezil, rivastigmine
및 galantamine 등)와 비콜린성(memantine, nimodipine,
hydergine 및 nicergoline 등) 약제가 사용되어 왔으나 효과
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15). 이는 치매의 발병 기전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16). VaD에 대한
치료약물은 AD와는 달리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물이 없
고, 일차적 치료방법으로는 혈관성 위험인자(risk factors)를
조절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현재 VaD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약물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항산화제, 인지기능
항진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1. 山茱萸 메탄올 추출물
실험에 사용된 山茱萸는 한국산으로, 광명당제약(울산, 한
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
학부 실험실에 소량의 샘플을 보관(PNU-2017-0002)한 후
추출물을 만들었다. 추출을 위해 사용한 약재의 건조 중량은
총 500.04 g이었으며, 약 5L의 무수메탄올을 사용하여 2일
간 실온에서 추출하였고 여과지(Whatman, No. 2, Tokyo
Roshi Kaish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액은 회전증발농축기와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산수유 메탄
올 추출물의 파우더를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추출물의
수율은 34.16%였다.

symptoms of dementia, BPSD) 치료제 및 뇌 대사촉진제
등이다. 이와 같은 약물들의 특징은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
거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VaD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12)

시급한 실정이다 .
山茱萸(Corni Fructus, 산수유)는 동아시아 지역의 산지에
자생하는 층층나무과(Cornaccae)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인 산
수유나무(Cornus officinalis Sieb.)의 열매이다. 산수유는

2. 용액
메탄올은 덕산종합과학(동대문구, 서울, 대한민국)에서,
N-(1-naphathyl)-ethylenediamine, sulfanilamide, 4%
paraformaldehyde (4% PFA)와 cresyl violet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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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는 Bio
basic Inc. (Markham, Ontario, Canada)에서, 생리식염수
는 중외제약(서초구, 서울,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BCA
reagent와 albumin standard는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Tris는 Duchefa
Biochemie (Netherlands)에서, Glycine은 LPS solution(대
덕구, 대전,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1차 항체인 p-ERK,
p-JNK, p-p38, JNK와 p38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Boston, MA, USA), ERK와 -actin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에서 iNOS는 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1차 항체인 COX-2
와 2차 항체들(Goat anti-rabbit IgG와 Goat anti-mouse
IgG)은 Enzo life sciences Inc. (Farmingdale, NY, USA)
를 사용하였다. ECL 용액인 West-Q chemiluminescent 기
질은 GenDEPOT (Katy, TX, USA)을 사용하였다.

3

6. 생쥐의 체중 측정
생쥐는 UCCAO 수술 일주일 전(6주령)에 측정하여 1주간
동물실에 적응을 시켰다. 수술 당일(7주령)에도 다시 체중을
측정하였고 2일 후(수술 후 두 번째 경구투여 시, 2nd O.A.)
에 추가로 체중을 확인하였다. 이후 4주 동안(8-11주령) 매
주 1번씩 체중을 확인하였다.

7. 산화질소 측정
생쥐의 대뇌 중 단백질 또는 체내 혈청 중 산화질소의 발현
량은 Griess reagent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과정을 간
략히 설명하자면, Griess 시약[0.1% N-(1-naphathyl)ethylenediamine와 5% phosphoric acid를 포함한 1%
sulfanilamide]을 사용하여 대뇌의 단백질 또는 체내 혈청과
1:1의 양으로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흡광도는 Multimode
microplate reader (Tecan, Infinite M200, Switzerland)

3. 실험동물 사용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C57BL/6 생쥐로 6주령 수컷(약 20
g 내외)을 사용하였고 샘타코 바이오 코리아(오산시,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일주일간 동물 사육실에서 적응을
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일반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사육조건은 실내온도는 약
23℃, 습도는 약 50%를 유지하였고 동물의 관리는 부산대학
교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8. 뇌 신경세포에 대한 영향 확인
생쥐의 뇌를 생리식염수와 4% PFA로 관류시켜 고정시켰다.
이후 뇌를 sucrose로 탈수 시켜 동결 절편(20 ㎛)을 얻었다.
각 군들의 절편들을 cresyl violet(0.1%) 시약으로 40℃에서
30분 염색하였다. 조직의 수분을 95, 100%의 에탄올과
xylene을 순서대로 넣어 탈수시킨 뒤 조직을 봉입하였다. 현
미경을 통하여 대뇌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4. 편측 경동맥 폐색(UCCAO) 모델
생쥐의 좌측 UCCAO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70%:30%
(N2O:O2)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1.5% 농도의 isofluorane
이 되도록 설정하여 흡입 마취를 시행하였다. 마취가 된 생쥐
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직장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이
유지(36.5±0.5℃)되도록 하였으며, 동물의 목 주변부를
clipper와 제모제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한 다음 수술 주변부
를 포비돈과 알콜으로 소독하였다. 피부를 절개한 뒤 좌측 경
동맥의 주변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과 미주신경(vagus
nerve)등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후 봉합사(4-0 filament,
Ethicon, Scotland)로 좌측 경동맥을 결찰하였다. 결찰 이후
생쥐의 피부를 봉합하고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하였다. 총 수
술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이내였다.

5. UCCAO와 sham operation 및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COM)의 경구투여

9. 단백질 발현 변화
MAPK, iNOS와 COX-2 단백질 분석은 western blot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생쥐의 대뇌 부위를 단백질 추출용액
(iNtRON, Seongnam-si, Gyeonggi-do, Korea)을 사용하
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단백질은 15,871×g로 4℃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사용하였으며 BCA 방법으로 단
백질 정량을 하였다. 각 단백질(30 μg)은 8-15% sodiumdodecyl sulfate(SDS) polyacrylamide gel을 사용하여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통해
분리되었으며 PVDF (Millipore, Darmstadt, Germany)
membrane으로 이동하였다. Membrane은 1시간 동안 5%
skim milk에서 blocking 하였으며, 이후 하루 동안 p-ERK,
ERK, p-JNK, JNK, p-p38, p38, iNOS, COX-2와 actin(1:1000)의 특이적인 1차 항체를 4℃에서 하루 동안 반
응시켰다. 다음날 membrane을 TBST를 사용하여 3번 씻어

수술 및 시료의 경구 투여를 위해 총 5개의 군으로 나누었

낸 뒤, horse radish peroxidase이 접합된 goat anti-rabbit
IgG, pAb(1:5000)와 horse radish peroxidase이 접합된

다. Sham, UCCAO 및 COM군으로 구분하였으며, COM군은
추출물의 수율, 체표면적과 임상용량 등을 고려하여 약물의

goat anti-mouse IgG pAb(1:3000)를 1시간 동안 상온에

투여 농도(50, 150, 500 mg/kg)를 정하였고 그에 따라 CO50,

서 처리하였다. Membrane은 photosensitive luminescent
analyzer system (LAS, Amersham Imager 600, UK)에

CO150 및 CO500으로 구분하였으며, COM을 농도에 따라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의해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GenDEPOT,
Houston, TX, USA)에 반응시켜 해당 단백질 변화를 확인하
였다. 또한 ImageJ 프로그램(NIH, Bethesda, MD,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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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밴드를 정량하였다.

10. 통계처리
통계 분석에 사용된 분석 프로그램은 SIGMAPLOT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룹의 평균값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방법(One-way analysis
of variances)이 사용되었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
로 표현되었으며, 통계적 차이는  값이 5% 미만일 경우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결

과

1. 체중 측정
생쥐의 체중은 각 군들의 적응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며, 수
술 후 2일째 되는 날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이후 8주부터 11주째까지 각 군들의 생쥐의 체중
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Fig. 2. Nitric oxide assay on mice protein and sera.
NO production of mice protein and sera were
measured using Griess reagent.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 ± STDEV of experiments.

3. 뇌세포 형태 변화 관찰

Fig. 1. Changes in mice body weight. Mice weight
measured every week.

2. 산화질소 생성량 측정
생쥐의 산화질소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Griess reagent를
사용한 결과, 뇌조직 내에서의 함량은 sham군이 100.00±
17.86% 일 때, UCCAO군은 118.42±9.93%, CO50군은
100.11±10.30%, CO150군은 130.90±29.46% 그리고
CO500군은 113.01±8.88% 였다(Fig. 2A). 또한 혈청에서
확인한 결과 sham군이 100.00±38.96% 일 때, UCCAO군은
69.10±15.29%, CO50군은 70.96±11.95%, CO150군은
69.54±2.72% 그리고 CO500군은 74.08±3.36%로 확인되
었다(Fig. 2B).
전체적으로 산화질소 생성량의 결과는 모든 실험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2).

Fig. 3. Mouse brain tissue stainined by cresyl violet.
After sacrifice, the brain was extracted and frozen. Brain
sections were obtained using cryostat and then stained
with cresyl violet. Red arrows indicate shrunk cells. The
thickness of the tissue is 20 ㎛. The morp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using a light microscope. Magnification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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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조직 절편을 cresyl violet으로 염색한 후, COM을 처리
한 군에서 해마의 CA1, CA3 그리고 dentate gyrus(DG) 부

UCCAO군(1.84±0.44배)에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CO500군(0.90±0.26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F).

분에서는 크게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CA2의 경우 UCCAO군에서 sham군과 비교하였을
때, 허혈 유도로 인해 신경세포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CO500

Ⅳ. 고

찰

의 경우 UCCAO군보다 상대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4. 단백질 변화 및 발현량 확인
단백질 변화 및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Fig. 4A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ERK의 발
현량은 sham군(1.00±0.34배)에 비해 CO500군(1.85±
0.33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4B). JNK의 경우 모
든 군에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4C). p38의
결과는 sham군이 1.00±0.11배였을 때 UCCAO군이 1.29
±0.07배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CO500군
(0.90±0.11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D).
iNOS 단백질의 결과는 sham군이 1.00±0.48배였을 때
UCCAO군이 2.11±0.13배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의 산화적손상과 염증
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 운동 및 언어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32-36). 이러한 장애들의 정도는
뇌조직의 손상 정도와 깊은 상관성37)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
회적 및 경제적 비용 소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뇌손상 예방
및 치료 약물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뇌혈류 차단에 따른 약물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리
적인 변화를 보이는 동물 모델이 필요한데 생쥐에 UCCAO를
유도하면 sham에 비해 혈류의 흐름은 약 60~80%로 줄어들
고 만성적인 대뇌 허혈이 유도되며38), 양측 해마는 비대칭적
39)

인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UCCAO 모델을 사용하였다.

였고, CO500군(1.61±0.13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본 연구의 예비연구를 통해 편측 경동맥을 완전히 폐색한
후 COM을 여러 농도로 생쥐에게 3주간 투여 하고 뇌 조직의

4E). COX-2 단백질 발현 비율은 sham군(1.00±0.17배)보다

변화를 관찰하여 일부 농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뇌 조직 손

Fig. 4. Expression of MAPK, iNOS and COX-2 from hemisphere of mice. A, the protein expressions of ERK, JNK, p38,
iNOS, COX-2 and -actin in protein from mice hemisphere treated with COM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B-F,
quantification of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hemispher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 ± STDEV of experiments. #p <
0.05 vs. Sham. *p < 0.05 vs. UCCAO, **p < 0.01 vs. UC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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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21-24)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2. 산수유는 뇌손상에 대한 해마의 형태학적 변화를 통해
조직 손상에 대한 회복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세포 형태학적
인 면을 관찰한 결과 산수유가 손상된 해마 CA2 부위의 세포

3. 염증억제 및 신경세포사멸 유도인자들의 활성을 조절함
으로써 뇌신경 세포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활성에 효과를 나타냈다(Fig. 3).
MAPK의 종류에는 ERK, JNK, p38가 있으며 염증, 스트
레스 세포의 성장, 세포의 발달, 분화와 죽음에 연관이 있다40).

따라서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은 뇌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하고 추후 뇌 질환들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한약제

그중 ERK 단백질은 세포의 이동, 증식, 분화, 세포노화, 세

제로 개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포자살과 연관이 있으며 암, 심혈관계, 신경계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과도 연결되어 있다41). ERK 단백질의 인산화는 뇌
의 혈류 흐름과 관계가 있으며42,43), p38 단백질은 염증,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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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external micro-morphology of 3 kinds of minute pollen
and spore Herbs (Pini Pollen, Typhae Pollen, Lygodii 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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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We tri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genuine by discriminating 3 kinds of pollen and spore herbs that are
highly to be mixed with each other. Using a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e prepare a standard for discriminating
external morphological characters of minute herb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able supply of genuine herbal medicines.
Methods：Standard samples were confirmed by literature review on external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riginal plants and herbal medicines, and collection and identification of original plants. The herbal medicines on the
market were purchased and classified with using naked eye observation and magnifier. Finally, micromorphological
identifications were conducted using a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esults：1. Pini Pollen was clearly distinguished by its relatively medium size and a pollen grain with two swollen
reticulate sacci at both ends. The verrucate ornamentation on the exine surface of the corpus and a sunken leptoma
germ pore may be used as a discrimination criteria.
2. Typhae Pollen was distinguished by its relatively small size and a saccus on the end of a pollen grain. Reticulate ornamentation
of exine surface of the corpus, and a slightly clear ulcerate germ pore can be used as a discrimination criteria.
3. Lygodii Spora was distinguished by its relatively large triangular-ovate shape and trichotomous fissure. Verrucatetuberculate ornamentation of exine surface and trilete aperture could be used as a discrimination criteria.
Conclusion：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use of electron microscopy is very effective for discriminating the
external morphology of minute herbal medicin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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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수준에서의 정품개념의 완성과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에 이

론

점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한약재의 대부분은 사용되는 약용부위가 각각 다르며, 한
약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물류 한약재의 경우에도 예
외가 아니다. 보다 효율성이 높은 한약재를 찾고자 하는 의지

Ⅱ. 재료 및 방법

는 자연스럽게 한약재 감별의 필요성을 수반하며, 다양한 감
별법이 응용되어왔다. 많은 감별법 중 1차적으로 선택되어 중
요위치를 점하고 있는 五官에 의한 관능감별의 경우, 높은 효

1. 재료

율성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감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가

본 연구는 주사전자현미경 상의 구분이 필요한 3종 花粉胞
子類 미세한약재(松花粉, 蒲黃, 海金沙)의 형태학적 규격을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진품과 위품, 상등품과 하등품의 논란
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능감별의 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이에 사용된 연구자료의

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감별법이 끊임없이 개발·활용

list는 다음과 같다(Table 1). 자연상태에서의 채취 및 동정을
거치고, 유통시장에서 3종 한약재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품목

되고 있으며, 각각의 한약재마다 어떤 감별이 가장 효율적인
가를 찾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을 수집하였다. 이후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의 2

본 연구대상인 3종 한약재는 식물류 한약재 중 약용부위가
아주 미세하여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花粉胞子類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능검사 및 확대경, 광학현미경의 수준에서도 구
분이 힘든 종류이다. 이들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더라도 대체
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관계로 정확한 형태적
구분을 위해서 형태감별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전자현
미경을 활용한 감별법의 응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1-3)

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공정서 , 기원조사 및
보고4,5) 와 형태관련연구6,7)의 기술사항만으로는 감별이 불가
능하거나 이물질의 혼입 및 위품과의 교체 등을 피할 수 없으
므로, 감별요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 한약재인 松花粉은 益氣生血, 蒲黃은 化瘀止血, 海金
8)

沙는 利水通淋의 효능 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유통시장
에서는 외부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상호 혼입 등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에 속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해야만 형태학적 감
별이 가능한 3종 花粉胞子類 미세한약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며, 기존 외부형태감별의 취약점을 보강
하여 보다 정확한 시각적·분류적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차 동정을 거쳤으며, 동정이 완료된 시료는 현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표본으로 보관 중이다.

2. 방법
먼저 1) 자연 및 한약재 상태에 대한 문헌적 정리, 2) 자연
상태에서의 채집·동정을 통해 표준품을 확정하였다. 이후 유
통 한약재를 구입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품목을 육안 혹은 단순 확대경·광학현미경 수준에서 구분하
였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각각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을 통
한 형태관찰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채취된 花粉 및 胞子 시료(松花粉 Pini Pollen, 蒲黃 Typhae
Pollen, 海金沙 Lygodii Spora)를 모두 약 90℃에서 3분
간 끓인 후, 연화제(Agepon, Agfa Gevaert, Leverkusen,
Germany; Agepon wetting agent : distilled water, 1 :
200)에 넣어, 24시간 이상 담가 조직을 부드럽게 한 후, 70%
alcohol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준 초산 분해법
(standard acetolysis method)의 경우, 변형능(harmomegathy)에 의해 花粉 및 胞子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본래의 크

이러한 시도는 3종 花粉胞子類 미세한약재의 외부형태학적
Table 1. Informations of samples
Herb name

松花粉

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

Place of collection or Manufactory

Date of collection

소나무

Korea

Baemsagol in Mt. Jiri

2017.04

Pinus densiflora

Korea

Kyungdong Market

2017.05

곰솔

China

Chengdu Botanical Garden

2017.04

P. massoniana

China

Kwangmyeongdang Medicinal Herbs Co.

2017.05

油松

China

Mt. Baekdu

2017.04

P. tabuliformis

China

Kyungdong Market

2017.05

부들

Korea

Korea National Arboretum

2017.07

Typha orientalis

Korea

Kyungdong Market

2017.08

애기부들

Korea

Korea National Arboretum

2017.07

T. angustifolia

Korea

Jeonju Arboretum

2017.08

실고사리

Korea

Kwangmyeongdang Medicinal Herbs Co.

2017.09

Lygodium japonicum

China

Kwangmyeongdang Medicinal Herbs Co.

2017.09

蒲黃

海金沙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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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임계점 건조법(critical
point drying method)을 수행하였다9). 화분 및 포자의 미세

3) 유송(油松) P. tabulaeformis (Fig.3 ①,②)은 소나무와
달리 樹皮는 회갈색14,15,17,20)·암회색16)이고 1년생 가지에 白

형태학적 형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70% alcohol에 보관된 시

粉이 없다20). 針葉이 거칠고 단단14~20)하며 淡藍色16)·深綠色

료는 acetone series(50%, 70%, 90%, 100%에서 각각 약 1
시간 정도 보관)를 거쳐 탈수한 후,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14,15)

이용한 임계점 건조 처리(SPI-13200J-AB, SPI Supplies,

14,15,18~20)

West Chester, PA, USA)를 하여 완전 건조시켰다. 건조된
시료는 알루미늄 스터브(aluminum stub) 위에 올린 다음 이
온 증착기(Ion-Sputter, 208HR; Cressington Scientific

15) 18~20)

이고, 樹脂管이 10(5~8개이상 )
이고, 毬果(球果)
의 種鱗(鱗盾)이 비후하며 융기되어 있어 橫脊이 뚜렷
하고 鱗臍에 짧은 가시14,15,17~20)가 있다.

①

②

Instruments Ltd., Watford, U.K.)를 이용하여 백금(Pt)으
로 2분간 이온증착(ion-coating)하였으며, 전계방출형 주사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7600F, JEOL, Tokyo, Japan)으로 WD
(working distance) 5−10 mm와, 가속전력 15 kv에서 관
찰하였다. 花粉 및 胞子 형태 기재에 사용된 용어는 Erdtman
10)

11)

12)

Fig. 1. External view of original plants of Pinus densiflora (소나무)

(1972) , Punt et al. (2007) , 한글 용어는 Lee (1978)
와 Chang (1986)13)을 주로 따랐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감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검색표(자

①

②

연상태 및 약재상태)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Ⅲ. 결

과

[자연상태]
1. 송화분(松花粉) 기원식물 3종의 문헌 및 현장

Fig. 2. External view of original plants of Pinus massoniana (곰솔,
馬尾松)

확인의 자연상태 분류
공정서1-3)에 기록된 松花粉 기원식물은 소나무 Pinus

①

②

densifloraKHP)를 비롯하여 곰솔(馬尾松) P. massonianaChP)
ChP)
또는 유송(油松) P. tabuliformis 으로서, 이들 사이에서의
식물감별에 필요한 특이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4,15)

1) 소나무 Pinus densiflora (Fig.1 ①,②)는 常綠喬木
으로 줄기 윗부분의 樹皮는 적갈색14,15)이며 鱗片狀으로 탈락
15)

하고 1년생가지에 白粉이 있다14,15). 잎은 2개가 1다발을

Fig. 3. External view of original plants of Pinus tabulaeformis
(유송, 油松)

형성이며 針形으로 가늘고 길며 길이 5~12 cm 직경 0.1 cm
이다14,15). 횡단면의 樹脂管은 4~6개이다. 꽃은 자웅동주(암
수한그루)로 수꽃송이는 햇가지 밑부분에 황색으로 피고 암꽃
송이는 햇가지 끝부분에 자색으로 1개 혹은 2~3개가 모여서
핀다14,15). 열매는 꽃이 핀 다음 해 9~10월에 맺히고 毬果(球
果)는 원추형15)이며 과실의 鱗盾이 비교적 얇고 편평하거나
14,15)

橫脊이 약간 융기
되어 있다. 종자는 타원형
색으로 된 긴 날개가 있다15).

14,15)

이며 흑갈

2. 포황(蒲黃) 기원식물 2종의 문헌 및 현장확인의
자연상태 분류
1,2)

공정서

에 기록된 蒲黃 기원식물은 부들(東方香蒲) Typha
를 비롯하여 애기부들(水燭香蒲) T. angustifoliaChP)

KHP,ChP)

orientalis

로서, 이들 사이에서의 식물감별에 필요한 특이 차이점은 다
음과 같다.

2) 곰솔(馬尾松) P. massoniana (Fig.2 ①,②)은 소나무
와 달리 樹皮는 회갈색14~16)·紅棕色15-17)이고 1년생 가지에
白粉이 없다

14,15)

. 針葉이 가늘고 약하며

14,15,19)

14-19)

16)

淡綠色 이고,

樹脂管이 4~8개
이고, 毬果(球果)의 種鱗(鱗盾)이 편평
하거나 약간 융기되어 있으며14,15,17~19) 鱗臍에 짧은 가시가
없다14,15,18,19).

1) 부들(東方香蒲) Typha orientalis (Fig.4 ①,②)은 다년
15,20,21)

생초본
으로 根莖은 葡蔔狀이며 아래에 다수의 수염뿌
21)
리가 있다 . 줄기는 가늘고 길며 곧게 서고15,21), 잎은 총생21)
하며 좁은 線形

14,17,20)

14,15,20,21)

으로 잎의 너비는 0.4~1 cm
21)

이다. 花序는 深褐色이고 꽃은 細小 하며 줄기 끝에 밀집해
서 원주형을 이룬다20,21). 윗부분이 雄花序14,19,21)인데 花粉이
21)

유합하지 않으며 , 아래부분은 雌花序

14,19,21)

이고 雌雄花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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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가 붙어있다

14,15,17,19,21)

.

①

②

2) 애기부들(水燭香蒲) T. angustifolia (Fig.5 ①,②)은
雌雄花序의 사이가 떨어져 있다

17,18,14,20,19,21)

.

②

①

Fig. 4. External view of original plants of Typha orientalis (부들)

①

Fig. 6. External view of original plants of Lygodium japonicum
(실고사리)

②

[약재상태]
松花粉 蒲黃 海金沙는 각각 공정서에서, 기원식물이 松花
粉의 경우 3종, 蒲黃의 경우 2종의 花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海金沙의 경우 1종의 胞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식물분류
학적 연구라면 각 한약재의 기원식물 동속근연종 사이의 형질
비교를 위한 種間미세분류가 필요하겠으나, 한약재 상태로 유통
되는 본 대상 품목의 경우, 3품목 한약재 사이에서의 형태학적
유사성으로 인한 혼입 유통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각
한약재 품목의 감별특징을 포함한 감별요점 파악이 우선이라고
Fig. 5. External view of original plants of Typha angustifolia
(애기부들)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松花粉 蒲黃 海金沙가 관능적인 수준
에서의 약재 형태가 너무 흡사하고 심지어 황토 등 이물질의
혼입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3품목 사이의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3. 해금사(海金沙) 기원식물 1종의 문헌 및 현장
확인의 자연상태 분류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실제적으로 동일 한약재 품목의
기원식물이 3종인 松花粉과 2종인 蒲黃의 경우, 약용 부위인
花粉 수준에서는 種에 따른 크기의 미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1,2)

공정서

에 기록된 해금사(海金沙) 기원식물은 실고사리
Lygodium japonicumKHP,ChP) 1종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6 ①,②).
16-21)

14)

1) 다년생 攀援草本
·攀援草質藤本 으로 길이 1~5 m
이며 줄기는 가늘고 약하며5,17,20,21) 마른 풀색이고5,17)

구분의 의미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광의의 3종 花粉胞子類 미세한약재의 정확한 약재 형태
설정을 기획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광학현미경 수준을 포
함한 관능 상태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수준으로 나누어
관찰 내용을 구분하였다.

5,14,17,21)

16,17,21)

백색의 털이 조금 있다

15-17,19-21)

. 잎은 1~2회 우상복엽
5,17,20,21)

으로 紙質이며 양면은 모두 잔털로 덮여 있고
, 葉柄이 원
줄기처럼 되어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면서 잎처럼 보이는 羽片
5,21)

이 호생한다

5,14,17-21)

. 營養葉 羽片은 卵狀 三角形

으로 길이

5,17,20,21)

12~20 ㎝, 너비 10~16 ㎝이고
小葉은 卵狀 披針形으
5,14,15,17-21)
로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
이거나 불규칙하게 갈라져
5,16∼21)

있다

. 포자낭은 잘 자란 羽片의 뒷면에 달리고 小羽片의
5,14-21)

톱니와 裂片 끝에 穗狀으로 배열된다
. 苞膜은 鱗片 모양
5,17-21)
이며 1개의 苞膜에 1개의 胞子囊이 있는데 띠모양으로 側
5,17,20,21)

生하며 한곳에 모여 있고
5,17-21)

포자낭은 대부분 여름과 가을

에 생긴다
. 산비탈이나 풀숲 속에서 다른 물체를 감아 올
라가면서 자란다5).

1. 관능상태
1) 송화분(松花粉)의 약재상태
14,16-20,22-27)

연한 황색의 고운 가루
이다(Fig.7 ①). 가벼워
14,17-20,23-27)
쉽게 날리며
손으로 비비면 매끈매끈하고 축축한
감이 있으며14,16-20,23-27)(Fig.7 ②) 물에 넣으면 뜬다14,16-18,
20,23,25,26)

.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조금 기름기가 있으며
담담하다18-20,24,27).

16,17,14,25,26)

광학현미경(400배)으로 관찰하면, 길이 45~55 m, 지름
29~46 m의 작고 긴 공모양(圓粒)17,16,25,26)이고 양쪽에 타
원형의 그물 모양의 무늬가 있는 날개(氣囊, 氣室)가 붙어 있
으며16,25,26) 氣囊壁에는 網狀무늬가 뚜렷하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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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6,18,20,21,26-29)

①

비면 매끄러운(과립상) 촉감
이 있다.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뜨나 열을 가하면 점차 아래로 가라앉는다

②

5,14,16,18-21,26,28)

(Fig.7 ⑤)(불순물-주로 沙土-이 들어 있으면
5,21)

열을 가하지 않아도 침전물이 많다
). 불길에 넣으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환한 불빛을 내면서 타고5,14,16,18-21,25,26, 28) 재는
남지 않는다5,14,18,19,21,25,26). 냄새가 약하고 맛은 담담하다
14,18,19,25-27)

.
광학현미경(400배)으로 관찰하면, 사면체(위에서 보면 삼

③

각뿔모양, 아래에서 보면 원형)이고 지름 55~80 µm이고

④

5,21,25)

5,16,21)

겉면에 과립모양의 무늬

가 있다(Fig.7 ⑥).

2. 주사전자현미경 상태
1) 송화분(松花粉)의 약재상태
① 문헌 : 花粉粒(몸체)과 氣囊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
14,18,20,22,23,25,26)

체는 楕圓形

18,23,26)

으로 한쪽이 약간 납작

하며,
길이 40~80 m
, 지름 29~40 m14,
18,20,23,25,26,30)
의 작고 긴 공 모양이다. 표면은 매끄럽거나
14,18,20,22,23,25,26,30)

14,18,23,25)

20)

14,18,20,22,30)

類圓形 혹은 多角形 의 그물 모양 무늬
가 있으며, 양쪽 끝면에 2개의 타원형의 팽대한 그물모양14,20,
23,25,26)

의 무늬가 있는 길이 25~37 m 지름 20~40 m의

날개(氣囊, 室,

saccate)14,18,20,22,23,26,30)가 있다.

② 관찰결과 : 花粉粒은 單粒(monad)으로 크기는 중간 정도
이다(極軸의 길이(P)=18.08-(28.57)-37.07 m, 적도면의
지름(E)=30.36-(39.15)-47.92 m). 極軸面의 형태(polar
view)는 圓形(circular)∼亞圓形(sub-circular)(Fig. 8A),

⑥

⑤

적도면 형태는 過短球形(peroblate) 내지 弱短球形(oblatespheroidal)으로 나타난다(P/E=0.48~0.99)(Fig. 8B). 2개의
氣囊을 가진 氣囊形(saccate)으로 花粉의 본체는 圓形(circular)
내지 扁球形(oblate)이다(Fig. 8A-B). 發芽孔은 1개로 움푹

Fig.7 External view and character of herbal medicine of Pini
Pollen(松花粉 ①, ②), Typhae Pollen(蒲黃 ③, ④), Lygodii Spora(海
金沙 ⑤, ⑥)

들어간 형태의 leptoma형이다(Fig. 8A, C). 花粉粒 표면은
매끄러운 과립상(psilate-verrucate)무늬이다(Fig. 8D). 기존
의 연구 결과와 형태학적 형질을 비교 관찰한 결과, 본 시료의
31,32)

화분립은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화분으로 판단된다

.

2) 포황(蒲黃)의 약재상태
2) 포황(蒲黃)의 약재상태

① 문헌 : 花粉粒은 單生이며 類球形

14,16-29)

가볍고 고운 가루로 밝은 황색~황갈색의 분말

이다

14,16-21,24,26-28)

(Fig.7 ③). 體는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며
,
물속에 넣으면 물위에 뜨고14,17-19,21,23-28)(Fig.7 ④), 손으로
비비면 매끈매끈한 느낌

14,18-21,24-27)

19-21,24-27)

붙고

19-21,24-27)

이 있으며 손가락에 잘
17)

,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 냄새는 약하거나
없고14,16-18,28), 맛은 담담하거나14,18-21,24-28) 없다16,17).

광학현미경(400배)으로 관찰하면, 偏圓形의 顆粒
16)

17,26)

혹은

21,25,26,29)

불규칙한 類圓形 으로 4개의 花粉粒이 正方形

이나
사다리형
으로 결합되어 있고 지름 24~40 m16,21,26,29)
16)
이며 外壁에 미세한 疣狀돌기 가 있다.
21,29)

14,18,23,25,26,28)

類圓形
혹은 楕圓形22,30)이고, 길이(長軸) 15~50 m22,30) 직경 20~
14,18,23,25)
40 m
이다. 한쪽 끝 면에 1개의 氣囊을 가진 氣囊
20,22)
形(saccate)
이다. 표면은 긴밀하게 배열된 과립상 돌기가
그물모양 무늬(網紋)를 형성하고 있으며14,18,22,23,25,28,30), 單
萌發孔은 약간 명확(불명확)14,18,23,25,28)하다.
② 관찰결과 : 花粉粒은 單粒(monad)으로, 크기는 작다
(極軸의 길이(P)=12.64-(17.27)-23.04 m, 적도면의 지름
(E)=18.18-(20.45)-24.15 m). 極軸面의 형태는 圓形
(circular)~불규칙한 亞圓形(irregular sub-circular)(Fig.
9A), 적도면 형태는 短球形(oblate)~약한 長球形(prolatespheroidal)으로 나타난다(P/E=0.65~1.10)(Fig. 9B). 發芽

3) 해금사(海金沙)의 약재상태
가볍고 고운 가루로, 황갈색
5,14,16,18,19-21,23,26-28)

5,14,16,18-21,23,25-29)

또는 담갈황

색
이며 손에 올려 놓으면 손가락사이로
5,18-21,23,25,26,29)
매끄럽게 빠져나간다
. 體는 가볍고 손으로 비

孔은 圓空球形(ulcerate)이다(Fig. 9C). 花粉粒의 표면무늬는
網狀(reticulate)이다(Fig. 9D-F). 기존의 연구 결과와 형태
학적 형질을 비교 관찰한 결과, 본 시료의 화분립은 부들속
33,34)

(Typha) 동속근연종의 화분립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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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graph of the Pini Pollen. A. Polar proximal view. B. Equatorial view. C. Polar distal view. D. Exine surface
ornamentation.
23)

3) 해금사(海金沙)의 약재상태
① 문헌 : 4面體
22,23,26)

邊緣이 波狀으로 구부러지고 , 外壁표면은 類圓形 혹은 多角

14,18,20,22,23,26,28-30)

18,20,

혹은 3角狀圓錐形
29)
지름 60~80 m 이다.

28)
이고, 길이 72~102 m
14,20,22,23,26,30)
18,20,
윗쪽에서 보면 三面錐形
으로 三叉狀의 裂隙
22,23)

18.22,23,30)

이 있으며, 측면에서 보면 類三角形
이고, 아랫면
26)
14,18,20,22,23,30)
에서 보면 類圓形 으로 직경 55~97 m
이다.

18,23)

形

14,18,20,22,23,28,30)

의 과립모양의 瘤狀 무늬
가 있다.
② 관찰결과 : 胞子粒은 單粒(monad)으로, 크기는 크다

(極軸의 길이(P)=61.87-(73.45)-90.39 m, 적도면의 지름
(E)=71.55-(80.96)-91.59 m). 胞子粒의 전체적인 형태는
사면체형(tetrahedron)이고, 極軸面의 형태는 三角形~三角狀

Fig. 9. Micrograph of the Typhae Pollen. A. Polar proximal view. B. Equatorial view. C. Aperture. D-F. Exine surface
orna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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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graph of the Lygodii Spora. A, E. Proximal view. B, F. Equatorial view. C, G. Distal view. D, H. Exine
surface ornamentation.

卵形(Fig. 10A, E), 적도면 형태는 亞短球形(suboblate)

2) 蒲黃

(Fig. 10B)~球形(spheroidal)(Fig. 10F)으로 나타난다(P/E=
0.81~1.00). 發芽孔은 三枝形(trilete)이다(Fig. 10A, E). 胞

문헌 및 현장 확인 결과를 근거로 공정서 수재 蒲黃 종류의

子粒의 표면무늬는 과립 모양의 結節形(verrucate-tuberculate)
(Fig. 10D) 또는 주름이 많은 網狀形(rugulate-reticulate)
(Fig. 10H)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35,36).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松花粉, 蒲黃, 海金沙의 자연 및 한약재 상
태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고, 자연 상태에서의 식물 채집 및
동정을 통해 표준품을 확보한 후 유통 한약재를 구입하여 비

식물상태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부들과 큰잎부들은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한다.
1. 雌雄花序가 서로 붙어 있고, 雄花序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2. 잎의 너비가 0.5~1cm이며 花粉이 유합하지 않는다.
부들 Typha orientalis
2. 잎의 너비가 1~2cm이며 花粉이 4개씩 유합한다.
큰잎부들 T. latifolia
1. 雌雄花序가 서로 떨어져 있고, 雄花序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애기부들 T. angustifolia

교, 검토하였다. 한약재의 비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육안,
단순 확대경 또는 광학 현미경 수준에서 구분하였고, 주사전
자현미경을 이용해 더 명확한 형태관찰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松花粉, 蒲黃, 海金沙의 식물 상태와
약재 상태에서의 감별기준을 도출하였다.

3) 海金沙
문헌 및 현장 확인 결과를 근거로 공정서 수재 海金沙의 식
물상태의 감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식물상태에서의 감별기준

① 전체-다년생 攀援草本
② 줄기-가늘고 약하며 마른 풀색

1) 松花粉

③ 잎-1~2회 羽狀複葉, 羽片은 卵狀 三角形, 小葉은 卵狀

문헌 및 현장 확인 결과를 근거로 공정서 수재 松花粉 종류

披針形으로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
④ 포자낭-羽片의 뒷면에 달리고, 小羽片의 톱니와 裂片

의 식물상태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針葉이 짧으며, 樹皮는 홍갈색이고 1년생 가지에 白粉이 있으며,
毬果의 種鱗(鱗盾)이 비교적 얇고 편평하거나 橫脊이 약간 융기
되어 있다.
소나무 Pinus densiflora
1. 針葉이 길고 강하며, 樹皮는 회갈색이고 1년생 가지에 白粉이
없다.
2. 針葉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약하며, 毬果의 種鱗(鱗盾)이 편
평하거나 약간 융기되어 있으며 鱗臍에 짧은 가시가 없다.
곰솔(馬尾松) P. massoniana
2. 針葉이 상대적으로 거칠고 단단하며, 毬果의 種鱗(鱗盾)이
비후하고 융기되어 있으며 鱗臍에 짧은 가시가 있다.
유송(油松) P. tabulaeformis

끝에 穗狀으로 배열

2. 약재상태에서의 감별기준
1) 松花粉의 약재상태 특징
문헌,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약재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공정서 수재 松花粉의 약재상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관능상태
① 연한 황색의 고운가루
② 가벼워 쉽게 날리며, 물에 넣으면 뜬다.
③ 광학현미경(400배)관찰-圓粒形이고, 양쪽에 타원형의
그물모양의 무늬가 있는 날개(氣囊, 氣室)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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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전자현미경상태
花粉粒(몸체)과 氣囊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花粉粒은 單

한편, 유통시장에서 수집한 海金沙 sample의 경우, 胞子粒의
표면무늬는 전체 시료 중 80% 이상에서 과립 모양의 結節形

粒으로 한쪽이 약간 납작한 楕圓形으로, 길이 15~40 m 지름

(verrucate-tuberculate)을 나타냈고, 20% 정도에서 주름이

29~50 m이다. 표면은 類圓形 혹은 多角形의 그물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極軸面의 형태는 圓形∼亞圓形이고, 적도면의

많은 網狀形(rugulate-reticulate)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과립 모양의 結節

형태는 過短球形 혹은 弱短球形이다. 發芽孔은 1개로 움푹 들

形(verrucate-tuberculate)이 나타나는 胞子粒의 경우, 표면

어간 형태이다. 花粉粒(몸체)의 양쪽 끝면에 2개의 타원형의
팽대한 그물모양의 무늬가 있는 길이 25~37 m 지름

의 과립상 결절의 빈도, 크기 및 높이 등의 형태로 볼 때 각종
기존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실고사리 L. japonicum로 확인되

20~40 m의 날개(氣囊)가 있다.

었다. 반면 주름이 많은 網狀形(rugulate-reticulate)이 나타

2) 蒲黃의 약재상태 특징
문헌,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약재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공정서 수재 蒲黃의 약재상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관능상태
① 밝은 황색~황갈색의 고운가루

나는 胞子粒의 경우, L. microphyllum과 L. reticulatum의
포자 형태와 유사하였으나, 호주에만 주로 분포하는 L.

reticulatum과는 달리 아프리카, 호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푸
젠성, 광둥성, 광시 좡족 자치구, 윈난성을 비롯해 일본의 류
큐 제도 등 아시아에까지 분포하는 지리적 분포역(USDA,
2019)36)을 고려하여, 소엽해금사(L. microphyllum)로 판단
된다. 즉, 海金沙 유통품에는 공정서상 정품이 아닌 소엽해금
사의 포자가 일부 혼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② 가벼워 쉽게 날리며, 물에 넣으면 뜬다.
③ 광학현미경(400배)관찰-偏圓形의 顆粒으로 4개의 花粉

Ⅴ. 결

粒이 正方形이나 사다리형으로 결합되어 있다.

론

미세 한약재의 외부 형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2) 주사전자현미경상태
花粉粒은 單生이며 類球形이고 크기가 작아, 길이(長軸)
12~25 m 지름 18~25 m이다. 한쪽 끝면에 1개의 氣囊을

서, 상호 간에 혼입될 개연성이 높은 3종 花粉胞子類 미세한
약재(松花粉, 蒲黃, 海金沙)를 대상으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관찰한 바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지고 있다. 표면은 긴밀하게 배열된 과립상돌기가 그물모양
무늬(網紋)를 형성하고 있으며, 極軸面의 형태는 圓形~불규

1. 松花粉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花粉粒(몸

칙한 亞圓形이고, 적도면의 형태는 短球形(oblate)~약한 長

체)과 양쪽 끝 면의 2개의 팽대한 그물 모양의 氣囊으로

球形(prolate-spheroidal)이다. 發芽孔은 1개로 圓空球形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아울러 花粉粒 표면의 그물 모양의
무늬와 1개의 움푹 들어간 發芽孔은 감별기준으로 활용될

(ulcerate)이며 약간 명확하다.

수 있을 것이다.

3) 海金沙의 약재상태 특징
문헌,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약재상태를 관
찰한 결과를 근거로 공정서 수재 海金沙의 약재상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관능상태
① 황갈색의 고운가루

2. 蒲黃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한쪽 끝 면에 1개의 氣
囊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花粉粒 표면의
그물모양무늬(網紋)를 형성한 과립상돌기와, 1개의 약간
명확한 圓空球形(ulcerate)의 發芽孔은 감별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3. 海金沙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크고, 3角狀圓錐形으로

② 물에 넣으면 뜨나, 열을 가하면 점차 아래로 가라앉는다.

三叉狀의 裂隙이 있는 점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아울러

③ 불길에 넣으면 터지는 사면체(위에서 보면 삼각뿔모양,

胞子體 표면의 과립 모양의 瘤狀무늬와 三枝形(trilete)의
發芽孔은 감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보면 원형)이고 겉면에 과립모양의 무늬가 있다.
(2) 주사전자현미경상태
胞子粒은 單粒으로 위쪽에서 보면 3角狀圓錐形으로 三叉狀의

이상의 결과는 미세 한약재의 형태감별에 전자현미경의 활
용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裂隙이 있으며, 측면에서 보면 類三角形이고, 아랫면에서 보면
類圓形이다. 邊緣이 波狀으로 구부러지고, 外壁표면은 類圓形
혹은 多角形의 과립모양의 瘤狀무늬가 있다. 크기가 커서 길

감사의 글

이 602~100 m 지름 60~92 m이다. 極軸面의 형태는 三
角形~三角狀 卵形이고, 적도면 형태는 亞短球形(suboblate)
~球形이다. 發芽孔은 三枝形(trile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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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湯劑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 수정
김인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Revisoin of the Daily Dose of Pinelliae Tuber in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In-Rak Kim*#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47227, Korea

ABSTRACT
Objects：The daily dose of Pinelliae Tuber in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is half seung in volume, two
and half ryang in weight, and fifteen in total number. But the daily dose should be a whole number. So I found out
the background of this setting and correct solution.
Methods：I searched Classics of Traditional Medicine, found out the background of the daily dose setting, solution.
Results：The daily dose of Pinelliae tuber in ≪Hangdi’s Internal Classic Miraculous Pivot≫, ≪Bohenggyuljangbuyongyakbeobyo≫ is half seung. ≪Treatise on Cold Dameage Diseases≫ followed the same daily dose of that
because it referred to these books. In ≪Synopsis of Prescription of the Golden Chamber≫, the daily dose of that is
half seung, one or two seung. The half seung of the Pinelliae Tuber is thirty three mL, but the diameter is 1~1.5
cm that accurate measurement by volume is difficult. The daily dose by weight is correct considering the unity of
marking of the daily dose, accuracy of measurement, the fact that Pinelliae Tuber is currently distributed by
cutting. So, two ryang is correct which is thirteen gram.
Conclusions：Considering the traditionality, the convenience of measurement, the daily dose of Pinelliae Tuber in
the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is half seung, but considering the unity, accuracy, current state of
distribution, it is correct that the daily dose of it is two ryang. It corresponds to thirteen gram. 1)
Key words : Pinelliae Tuber, Decoction, Dose, One-Half Seung,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Ⅰ. 서

부피 단위는 升과 合인데 升이 기본이고 일일 복용량은 최대

론

1 升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은 액체성이거나 작은 알갱이,

≪상한론≫ 처방은 투여경로가 경구와 직장, 피부인데 경
구투여가 기본이다. 경구투여제 제형은 탕제와 산제, 환제인데
탕제가 기본이다. 탕제는 일일분을 달이고, 구성 약재의 복용
량은 무게나 부피, 개수,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 표기하는데
무게가 기본이다.
무게 단위는 兩과 斤, 銖인데 兩이 기본이다. 경우의 수는
8 가지인데 1 양과 2 양, 3 양, 4 양, 5 양, 6 양, 8 양, 16 양
이다. 16 양은 광물성이나 생것에만 적용하고, 3 양은 대부분
1)

약재의 기본 용량이고, 2 양은 炙甘草의 기본 용량이다 .

가루이다. 액체성은 5 품목인데 苦酒와 膠飴, 白蜜, 白通, 猪
膽汁이고, 작은 알갱이는 10 품목인데 粳米와 麻子仁, 芒硝,
麥門冬, 半夏, 五味子, 吳茱萸, 赤小豆, 杏仁, 香豉이고, 가
루는 1 품목인데 粳米熬香末이다. 이 가운데 杏仁은 小靑龍
湯에서 喘症일 때만 껍질 벗기고 꼭지 딴 뒤 부피로 표기한다.
2)

개수로 표기하는 약은 17 품목인데 이 가운데 大棗 와 半
3)

4)

4)

5)

6)

7)

1)

8)

夏 , 生附子 , 炮附子 , 阿膠 , 枳實 , 葱白 , 梔子 , 杏仁 등
9 품목은 먹는 양을 이미 연구하였다. 기본량이 3 양인 것은
大棗 12 개와 炮附子 1 개, 生附子 1 개, 梔子 14 개이고, 2
양인 것은 阿膠 2 개와 枳實 4 개, 杏仁 46 개이다. 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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炮附子 3 개인데 8 兩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수로 표기한 것도
먹는 양의 기본 구조는 무게로 표기한 것과 일치한다. 이 가

4.4 cm인 비이커에 각각 담고 부피를 실측하였다.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半夏의 복용량을 ≪상한론≫의 약재

운데 半夏는 柴胡加芒硝湯과 苦酒湯에서만 개수로 표기한다.

별 복용량 기본 구조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1/2 승이 2.5 양

나머지는 鷄子殼과 鷄子黃, 栝樓實, 桔梗, 桃仁, 蝱蟲, 水
蛭, 猪膽 등 8 품목이다.

인 것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개수가 가장 많은 약은 杏仁인데 69 개이다. 이 밖에 烏梅
300 개도 있지만 탕제가 아니라 환제인 烏梅丸에 사용한다.
半夏 먹는 양은 부피로 1/2 승이 기본이지만 小柴胡湯을
1/3 로 줄이고 芒硝를 더한 柴胡加芒硝湯에서는 개수로 5 개
이거나 무게로 20 銖이다. 따라서 半夏는 부피로 1/2 升이 개
수로는 15 개이고 무게로는 60 銖인데 60 銖는 2.5 兩이다.
이것은 ≪상한론≫의 주요 판본 8 개를 교정하고 편집한 李順
9)

保의 ≪상한론판본대전≫ 에서 ≪강평본상한론≫이나 ≪송
본상한론≫, ≪금궤옥함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신농본초
10)

경집주≫ 서문 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상한론≫에서 일일 복용량을 무게 단위인 兩으로
표기할 경우 모두 정수이므로 半夏처럼 2.5 양인 약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4.5 양이 있기는 하지만 理中湯과 小柴胡湯에서
9)

人蔘이나 白朮, 乾薑 3 양을 증상에 따라 증량했을 때이다 .
따라서 ≪상한론≫ 이외에 ≪금궤요략≫과 ≪황제내경≫,
≪보행결장부용약법요≫ 등에서 半夏 먹는 양을 수정할 근거
를 찾았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Ⅲ. 결

과

1. ≪상한론≫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3)
≪상한론≫에서 半夏가 든 처방은 탕제가 16 개, 산제가 1
개이다.
탕제 가운데 葛根加半夏湯과 甘草瀉心湯, 半夏瀉心湯, 生
薑瀉心湯, 旋覆代赭湯, 小柴胡湯, 大柴胡湯, 小靑龍湯, 竹葉
石膏湯, 黃芩加半夏生薑湯, 黃連湯, 厚朴生薑半夏人蔘甘草湯 등
12 개는 半夏의 일일 복용량이 1/2 승이다. 이를 일일 3 번에
나누어 먹으므로 일회 복용량은 半夏 1/6 승이다.
苦酒湯은 半夏 5 개이므로 부피로는 1/6 승, 무게로는 5/6
양이다. 이를 단번에 먹으므로 일회 복용량은 ≪상한론≫의
다른 처방과 일치한다.
柴胡加龍骨牡蠣湯과 柴胡桂枝湯은 小柴胡湯을 1/2 로 줄이
고 가미한 처방이다.
柴胡加芒硝湯은 小柴胡湯을 1/3 로 줄이고 芒硝를 가미한
처방인데 부피로 표기안 하고 개수로 5 개, 무게로 20 銖라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상한론≫은 李順保가 주요 판본 8 개를 교정하고 편집한
≪상한론판본대전≫과, ≪금궤요략≫, ≪황제내경≫, ≪보행
결장부용약법요≫와 ≪상한론≫ 탕제의 복용량을 연구한 결
과물, 현대의 중약재 유통규정을 수록한 ≪현대중약상품학≫
과 유통품 半夏의 실측 결과 등이다.

2. 방법
≪상한론≫에서 탕제의 경우 半夏의 복용량을 부피로 표기
하고 이를 1/3 로 줄일 경우는 개수나 무게로 표기하는 당위
성을 도출하였다.

하였다. 따라서 半夏 1/2 승은 개수로 15 개, 무게로 2.5 兩
(60 銖)이고, 1 양은 6.5 g이므로 半夏 1/2 승이나 15 개는
16.25 g이다. 半夏 한 개는 1/6 양이고 1.1 g과 같다.
그러므로 ≪상한론≫에서 半夏의 기본 복용량은 부피로
1/2 승이고, 무게로는 2.5 양, 개수로는 15 개이고 현대도량
형으로는 16.5 g에 해당하고 半夏 1 개는 1.1 g이다.

2.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을
11)
개수로 표기한 경우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을 개수로 표기
한 처방은 2 개인데 甘遂半夏湯과 射干麻黃湯이다.
甘遂半夏湯에서는 半夏 12 개인데 무게로는 2 양이고 13 g에
해당한다.
射干麻黃湯에서는 半夏 큰 것 8 개인데 이것을 1/2 승이라

≪금궤요략≫에서 탕제의 경우 半夏의 복용량을 개수나 무게,
부피로 표시한 경우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고 ≪상한론≫과

고도 하므로 半夏 큰 것 8 개는 부피로 1/2 승이고, 일반 크
기의 것 15 개에 해당하고, 무게로는 2.5 양이다. 따라서 부

비교하였다.

피나 무게로 볼 때 半夏 큰 것 1 개는 일반 크기의 것 1 개의

≪황제내경≫에서 半夏의 복용량과 이를 실측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상한론≫과 비교하였다.

1.875 배이다.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15(이하 Ch. P 2015)12)에는 半夏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서 半夏의 복용량을 도출하고

성상을 공 모양에 가깝고 때로는 편압된 것도 있고, 지름 1~

≪상한론≫과 비교하였다.
≪현대중약상품학≫의 半夏 유통규격기준에 근거하여 半

1.5 cm라고 규정하였다. 半夏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고 가정
한다면 중간 크기는 지름 1.25 cm이고, 공의 부피를 구하는

夏의 중간크기를 설정하였다.

식을 이용하여 半夏큰 것의 지름 x를 구하면 4/3(x/2)3=

≪상한론≫에서 약재 복용량을 표기할 때 정확성과 편리성,
전통성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1.875×4/3(1.25/2)3이란 식이 성립한다. 이를 만족하는 x
의 값은 1.54 cm이므로 ≪금궤요략≫에서 半夏 큰 것은 Ch.

유통품 半夏 가운데 무게가 1 개는 1.0~1.2 g이고, 15 개는

P 2015 기준으로 가장 큰 것에 해당한다. 半夏를 개수로

16.25 g인 것을 골라 부피는 50 mL이고 지름은 4.0 cm와

표기할 경우 12 개와 반하 큰 것 8 개이고 이는 각각 2 양과
2.5 양에 해당하는데 2.5 양은 ≪상한론≫에는 없는 용량이다.

≪상한론≫湯劑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 수정

3.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을
11)

무게로 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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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湯方以流水千里以外者八升, 揚之萬遍, 取其淸五升,
煮之, 炊以葦薪, 大沸,
量秫米一升, 冶半夏五合, 徐炊, 令竭爲一升半, 去其滓,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을 무게로 표기한
처방은 2 개인데 黃芪建中湯에서 肺虛損不足을 치료하거나

飮汁一小杯, 日三稍益, 以知爲度,
故其病新發者, 覆杯則臥, 汗出則已矣.

補氣할 때는 3 양이고 奔豚湯에서는 4 양이다. 어느 경우나
먹는 양은 정수이다.

久者, 三飮而已也.
秫米半夏湯液 1.5 승을 3 등분하여 작은 잔(小杯)으로 1 잔씩

4.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을
11)
부피로 표기한 경우

먹는데 처음 먹을 때는 조금 줄이고 마지막에 먹을 때는 줄인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을 부피로 표기한
처방은 원방이 19 개이고 가미방이 2 개이다.

半夏 먹는 양을 ≪황제내경≫에 따라 1/2 승으로 하였음을

만큼 늘린다. 따라서 작은 잔은 용량이 1/2 승이고, 半夏 1/2
승은 이 작은 잔 하나로 뜨면 된다. 장중경은 ≪상한론≫에서
알 수 있다.

원방 가운데 1/2 승인 경우는 厚朴麻黃湯과 澤漆湯, 越婢
加半夏湯, 小靑龍加石膏湯, 栝樓楷白苦酒湯, 附子粳米湯, 小
靑龍湯, 苓桂五甘去桂加乾薑細辛半夏湯, 苓甘五加薑辛半杏

7.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서 半夏의 복용량14)

湯, 苓甘五加薑辛半杏大黃湯, 黃芩加半夏湯, 生薑半夏湯, 外

≪상한론≫ 서문에 따르면 ≪상한론≫을 지을 때 ≪탕액경

臺黃芩湯, 溫經湯 등 14 개이다. 가미방은 모두 1/2 승인데
竹葉湯과 厚朴七物湯이고 구토할 때이다.

법≫도 참조하였다. ≪탕액경법≫은 지금은 안 전해지고 내용

원방 가운데 1 승인 것은 麥門冬湯과 小半夏湯, 小半夏加
茯苓湯, 半夏厚朴湯 등 4 개이고, 2 승인 것은 大半夏湯 1 개
이다.
따라서 ≪금궤요략≫ 탕제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은 부피로
1/2 승이 일반 용량이면서 최소량이고, 2 승이 최대량이고, 1
승인 것도 있다.

5. ≪금궤요략≫ 大半夏湯에서 半夏 2 승11)
大半夏湯에서 半夏 2 승은 半夏로서는 최대량이고 일반 용량
1/2 승의 4 배이다. 半夏 1/2 승은 2.5 양이므로 半夏 2 승은
10 양이다. 하지만 ≪상한론≫에서 말린 약은 최대 용량이 8

일부가 도홍경이 쓴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 전해지는데
半夏 먹는 양은 부피로 설정하여 1/2 승이거나 1 승이다.
1/2 승인 처방 가운데 원방은 小補心湯과 大靑龍湯, 大白
虎湯이고, 가미방은 小補心湯인데 원방의 것과 처방명은 같으나
내용은 다르고 ≪금궤요략≫의 栝樓薤白苦酒湯에 해당하고
痰이 많을 때 半夏를 더한다.
1 승인 처방은 大陰旦湯이다. 이 처방에 芍藥을 더하고 半
夏를 1/2 로 줄이면 ≪상한론≫의 小柴胡湯이다. 따라서 ≪보
행결장부용약법요≫에서 半夏의 복용량은 大陰旦湯만 1 승
이고 나머지는 모두 1/2 승이다. 장중경이 ≪상한론≫을 지을
때 ≪탕액경법≫을 참조했으므로 半夏 먹는 양을 부피 1/2 승
으로 설정하는데 영향 받았고, 大陰旦湯의 半夏 1 승도 다른
처방의 半夏 먹는 양처럼 1/2 승으로 수정했음을 알 수 있다.

양이고, 8 양을 초과하는 용량은 16 양 하나뿐인데 16 양은
1)

광물성이거나 생것인 약에만 적용한다 . 따라서 2.5 양 뿐 아
니라 10 양도 ≪상한론≫에는 없다.
≪상한론≫에서 일반 용량은 3 양이므로 半夏 1/2 승을 3
양으로 본다면 1 승은 6 양이고 2 승은 12 양이다. ≪상한론≫에
3 양이나 6 양은 있지만 12 양은 없을 뿐 아니라 8 양에서 더

8. ≪현대중약상품학≫에 따른 半夏의 복용량
추정15)
≪현대중약상품학≫에 따르면 중국중약재 유통시장에서

멀어졌다.

半夏는 1 kg에 든 半夏 개수에 따라 3 등급으로 나눈다. 1 등
급은 800 개 이하이고 2 등급은 1200 개 이하, 3 등급은

炙甘草와 枳實去瓤核, 阿膠, 杏仁去瓤核 등은 일반 용량이
2 양이므로 半夏 1/2 승을 2 양으로 본다면 1 승은 4 양이고

3000 개 이하이다. 한 개당 무게는 각각 1.25 g 이상, 0.83 g

2 승은 8 양이다. 2 양과 4 양, 8 양은 모두 ≪상한론≫의 용

이상, 0.33 g 이상이다.
중간 크기 1 개는 2 등급이고 2 등급에서도 중간은 1 등급

량과 일치한다.
따라서 ≪금궤요략≫에서 半夏는 1/2 승과 1 승, 2 승인데

최저치인 1.25 g과 2 등급 최저치인 0.83 g의 중간값인 1.09 g

≪상한론≫의 용량과 일치시키면 무게로는 각각 2 양과 4 양,

이다.
≪상한론≫에서 半夏 15 개는 2.5 양에 해당하고 1 양은

8 양이다.

6.5 g으로 추정되므로 半夏 15 개는 16.25 g이고 1 개는 1.1
g이므로 현재 유통품의 중간크기인 1.09 g과 일치한다.
13)

6. ≪황제내경영추≫에서 半夏의 복용량

≪상한론≫ 서문에 따르면 ≪상한론≫을 지을 때 ≪황제내
경≫을 참조하였다. ≪황제내경영추≫<邪客>에서는 불면증
에 秫米半夏湯을 사용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편리성과 정확성, 전통성
≪상한론≫에서 약재별 일일 복용량은 무게로 8 가지인데
1 양과 2 양, 3 양, 4 양, 5 양, 6 양, 8 양, 16 양이다. 무게
말고는 부피와 개수,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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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로 표기한 약 가운데 연구가 이루어진 약은 8 품목이고
사물에 비유한 약 가운데 연구가 이루어진 약은 大黃 棋子 크
기와 大黃 博棋子 크기, 石膏 달걀 크기 2 품목이다. 이 가운데
측정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감안해야 할 약은 半夏 이외에 大
棗와 大黃, 炮附子, 枳實, 梔子, 杏仁이다.
半夏의 일일 복용량 1/2 승은 무게로는 2.5 양이고 개수로는
15 개다. ≪금궤요략≫에서는 1/2 승과 1 승, 2 승이므로 무
게로는 2.5 양과 5 양, 10 양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한론≫
에서 먹는 양은 무게 단위인 兩으로 표기할 때 정수이고 일반
용량은 3 양이거나 2 양이고, 최대치는 말린 약으로서는 8 양
이므로 2.5 양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半夏는 일반 먹는 양은
부피로 0.4 승이고 무게로는 2 양, 개수로는 12 개라야지 ≪상
한론≫의 먹는 양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半夏 1 승은 4 양이고
2 승은 8 양이다.
大棗는 12 개가 기본이고 大棗肉으로는 3 양에 해당한다.
茯苓桂枝白朮甘草湯에서는 大棗가 15 개인데 16 개라야 4 양에
해당한다.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에서는 大棗가 25 개인데

10. 半夏 실측
≪상한론≫에서 1 양은 6.5 g으로 추정되고 半夏 1/2 승은
무게로는 2.5 양이고 개수로는 15 개이다. 따라서 半夏 15 개는
16.25 g이고 1 개는 1.1 g이다.
12)

Ch. P 2015 에서 半夏는 지름 1~1.5 cm이므로 중간값은
지름 1.25 cm이고 이것의 무게는 1.1 g이다. 따라서 중국산
半夏 가운데 한 개 무게가 1.0~1.2 g인 것 15 개를 모아
16.25 g이 되도록 한 뒤 이를 부피 50 mL이고 지름은 각각
4.0 cm와 4.4 cm인 비이커에 담아 부피를 측정하였다. 半夏는
지름이 1 cm를 넘으므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30~35 mL에 해당하였다(Figure 1).
따라서 김 등이 半夏를 실측하여 1 승은 56.4 mL이라 하
였다가3), 망초에 근거하여 1 승은 70 mL로 수정하였는데17)
이번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1 승은 65 mL로 수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24 개라야 6 양에 해당한다2).
大黃은 承氣湯류에서 4 양이고 나머지 처방에서는 2 양, 大
陷胸湯에서는 6 양이다. 大黃 棋子 크기는 가로 1 촌(2.4 cm),
세로 1 촌(2.4 cm), 두께 약 6 mm, 무게 1/3 양(2.2 g)이다.
博棋子 크기는 棋子크기와 같으나 가로나 세로 가운데 어느
하나가 2 배이고 무게도 2 배이다16).
抵當湯에서 大黃 2 양을 6 조각내는 것과, 柴胡加龍骨牡蠣
湯에서 大黃 2 양을 棋子 크기로 조각내는 것은 大黃 2 양을
棋子 크기로 6 조각내는 것과 같다. 梔子枳實豉湯에서는 大黃을
가로와 세로를 博棋子 크기에 맞추고 두께를 조절하여 4 양이
되도록 한 뒤 이것의 두께를 5-6 등분한다하는데 정확하게는
6 등분이다.
≪송본상한론≫ 215 조에는 ‘陽明病, 譫語, 有潮熱, 反不

Fig. 1. The volume of 16.25 g(15 pieces) of Pinelliae tuber.

能食者, 胃中必有燥屎五六枚也’ 라 하고, 239 조에는 ‘病人,
不大便五六日, 繞臍痛, 煩躁, 發作有時者, 此有燥屎, 故使不

Ⅳ. 고

大便也’ 라 하였다9). 따라서 대변을 못 보면 燥屎가 하루에 한
개씩 생기고 5~6 일이면 燥屎 5~6 개가 생기므로 燥屎 1 개당
대황 博棋子 크기로 1 조각씩 사용하여 치료한다.
炮附子는 1 개가 3 양이고 2 개는 6 양이므로 3 개는 9 양
이지만 9 양은 ≪상한론≫에 없고 말린 약은 최대가 8 양이므로
정확하게는 2.7 개라야 하지만 오차를 감수하고서 편리성을
택하여 3 개라 하였다4).
枳實去瓤核은 3 개와 4 개, 5 개인데 4 개가 기준이고 4 개는
2 양에 해당하고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으므로 3 개라 한 것은
조금 큰 것을, 5 개라 한 것은 조금 작은 것을 뜻한다6).
梔子는 14 개가 기본이고 3 양에 해당한다. 梔子黃柏甘草
湯에서는 梔子 15 개인데 14 개가 정확하지만 간단하게 15
개라 하였다1).
杏仁은 去皮尖한 것을 기준하고 麻黃湯에서 70 개이고 桂
枝加厚朴杏子湯은 판본에 따라 40 개이거나 50 개이다. 70
개가 3 양에 해당하므로 40 개나 50 개는 46 개라야 정확하다.
8)

이에 따라 70 개는 69 개라야 정확하다 .
이상 大黃이나 炮附子, 枳實, 梔子, 杏仁의 먹는 양을 표기
한 것으로 볼 때 半夏는 0.4 승이 정확하지만 측정의 편리성을
택하여 1/2 승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찰

≪상한론≫ 탕제에서 약재별 일일 복용량은 무게나 부피,
개수, 사물에 비유한 것 등 4 가지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무
게로 표기한 경우는 1 양이거나 2 양, 3 양, 4 양, 5 양, 6 양,
8 양, 16 양이다. 16 양인 약은 동식물성 생것이거나 광물성
인데 생것은 生梓白皮와 生地黃, 猪膚이고, 광물성은 石膏와
赤石脂, 禹餘糧이다. 말린 약은 8 양이 최대량인데 여기에 해
당하는 약은 葛根과 茯苓, 柴胡, 厚朴이다. 이때에는 달이는
방법도 특이하다. 葛根과 茯苓, 厚朴은 先煮法으로 달이는데
이 약만 먼저 달여 물 2 승이 줄면 여기에 다른 약도 넣고 달
인다. 柴胡는 去滓更煎法으로 달이는 데 다른 약과 함께 달이
다가 거르고 다시 가열하여 졸인다.
일반량은 3 양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약은 桂心과 赤芍藥,
人蔘, 生薑, 麻黃, 細辛 등이다. 일반량이 2 양인 약은 炙甘草와
甘草이다.
부피나 개수,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 먹는 양을 표기하기도
하는데 약의 성상에 따라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고 이를 무게로 환산한 값은 무게로 표기할 때 적용하는
구조와 일치한다. 부피로 표기할 때는 약이 액체이거나 작은
알갱이이거나 가루이다. 액체인 약은 苦酒와 膠飴, 白蜜, 白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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猪膽汁이다. 작은 알갱이는 粳米와 麻子仁, 芒硝, 麥門冬, 半夏,
五味子, 吳茱萸, 赤小豆, 香豉, 杏仁이다. 가루는 粳米熬香末

이런 예는 시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명병일 때 日晡所에
潮熱이 난다는데 日晡所를 현재는 해질 무렵으로 해석한다.

이다. 개수로 표기하는 약은 부피로 표기하는 약보다 알갱이가

하지만 漢 대 이전에는 하루를 16 시간으로 나누고 日晡所는

크다.
부피로 표기하는 약 가운데 가장 큰 것은 半夏이고, 개수로

현재의 오후 2 시 30 분 경이었다 . 따라서 오후 2 시 30 분
경에 외기가 가장 덥고 몸 안에는 宿食이나 燥屎가 있어 열이

표기하는 약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杏仁이다. 半夏는 지름 1

나므로 두 열이 합하여 마치 밀물이 밀려들 듯이 몸 안에서 열이

~1.5 cm이므로 평균 1.25 cm이고, 杏仁은 길이 1~1.8 cm
이므로 평균 1.4 cm이다. 따라서 半夏는 지름이 평균 1.25

난다.
漢 대 이후에도 1 양의 실질적 무게는 변하였지만 여전히

cm나 되어 부피로 측정하는 약 가운데 가장 크고 이에 따라

≪상한론≫ 원문을 그대로 두었고, 현재에도 1 양은 37.5 g

부피로 측정하면 정밀도는 낮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半夏의 일일 복용량은 ≪상한론≫에서 부피로 1/2 승이다.

이지만 ≪상한론≫의 원문은 그대로 둔다. 따라서 ≪상한론≫은
한 대 이전의 도량형을 이어받았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18)

小柴胡湯에서 半夏는 1/2 승이고, 小柴胡湯을 1/3 로 줄이고

≪금궤요략≫에서는 半夏의 일일 복용량이 1/2 승 뿐 아니라

芒硝를 더한 柴胡加芒硝湯에서는 半夏가 개수로 5 개이고 무
게로는 20 수이다. 24 수는 1 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半夏

1 승과 2 승도 있다. 半夏 1/2 승은 무게로 2.5 양이고 개수
로는 15 개이다. 따라서 1 승과 2 승은 각각 5 양과 10 양에

1/2 승은 무게로 2.5 양이고 개수로는 15 개이다. 半夏는 공

해당한다. 하지만 ≪상한론≫에는 2.5 양도 없고 10 양도 없

모양이므로 부피로 측정하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지름이 평균
1.25 cm이므로 이를 1 승이나 1/2 승인 용기에 담으면 상단은

으며, 일반용량은 3 양이거나 2 양이고, 말린 약은 최대용량이
8 양이다. 8 양 보다 많은 양은 16 양 뿐이다. 따라서 半夏

평탄하지 않아 용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1/2 승을 2.5 양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半夏는 부피로 측정한 뒤 깬다. 그러나 柴胡加芒硝湯에서는
半夏가 1/2 승의 1/3 인 1/6 승인데 1 승은 65 mL이므로

≪상한론≫에서 3 양이 가장 일반적이므로 半夏 1/2 승을
3 양으로 보면 1 승과 2 승은 각각 6 양과 12 양이다. 하지만

1/6 승은 11 mL에 불과하다. 1/2 승에 해당하는 용기가 원

12 양은 ≪상한론≫에 없고 8 양에서 더 멀어졌다. 炙甘草나

기둥이면 지름 4.4 cm일 때 높이 2.2 cm, 지름 4 cm일 때
높이 2.6 cm이다. 따라서 1/6 승은 원기둥 지름 4~4.4 cm

枳實, 阿膠 등은 일반 용량이 2 양이므로 半夏 1/2 승을 2 양
이라고 하면 1 승과 2 승은 각각 4 양과 8 양이고 ≪상한론≫의

일 때 높이 0.7~0.9 cm에 불과하여 半夏의 평균 지름 1.25

먹는 양과 일치한다. 따라서 半夏 1/2 승은 무게로 2 양에 해

cm에도 못 미치므로 부피로는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柴胡
加芒硝湯에서는 半夏를 무게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한다.
半夏 2 양은 부피로 0.4 승이 정확한데도 0.5 승이라 한 까

杏仁은 개수로 측정한 뒤 뜨거운 물에 담그고 껍질 벗긴 뒤

닭은 半夏 0.4 승은 측정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1/2 승은 1

꼭지 딴다. 麻黃湯에서는 杏仁이 70 개인데 이 처방이 ≪보행
결장부용약법요≫에서는 小靑龍湯이고 杏仁은 1/2 升이다.

小柸에 해당하는데 1 小柸가 원기둥모양이라면 지름 4.4 cm
일 때 높이 2.2 cm이고, 지름 4 cm일 때 높이 2.6 cm이다.

杏仁을 거피첨하기 전에는 길이 1~1.8 cm이고 평균 1.4 cm

여기에 半夏를 담으면 半夏는 지름이 평균 1.25 cm이므로 최

이고, 거피첨 한 뒤에는 길이 약 1 cm이다. 따라서 杏仁은 거
피첨하기 전에는 半夏보다 크므로 개수로 측정하지만, 거피첨한

상부는 일직선이 아니어서 0.1 승 단위로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뒤에는 半夏보다 작으므로 부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한론≫을 지을 때 참조한 ≪황제내경≫이나 ≪탕액경

≪황제내경영추≫의 秫米半夏湯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은
1/2 이고 탕액 1.5 승을 3 번에 나누어 1 小杯씩 먹으므로 1

법≫에서도 半夏를 부피로 0.5 승으로 설정하므로 ≪상한론≫
에서도 半夏 먹는 양을 오차 0.1 승을 감수하고서도 편리성과

小杯는 1/2 승에 해당한다.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서도

전통성에 중점을 두어 부피로 1/2 승이라 하였다고 추정한다.

半夏는 일일 복용량이 1/2 승이다. ≪상한론≫서문에 의하면
≪상한론≫은 ≪황제내경≫과 ≪탕액경법≫을 참조하였다.

≪금궤요략≫에서 半夏 먹는 양을 개수로 표기한 처방은 2
개인데 甘遂半夏湯은 半夏 12 개이고, 射干麻黃湯은 半夏 큰 것

≪탕액경법≫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내용의 일부가 도홍경이

8 개인데 1/2 승이라고도 하였다. 1/2 승은 半夏 일반 크기로

지은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 인용되었다. 따라서 ≪상한
론≫에서 半夏 먹는 양이 1/2 승인 것은 ≪황제내경≫이나

15 개이고 2.5 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半夏 큰 것 한 개는 부
피나 무게가 일반 크기의 1.85 배이다. 이는 生附子의 경우

≪탕액경법≫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큰 것 1 개는 부피나 무게가 일반의 2 배인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예는 한나라의 1 양은 약 14 g이지만 ≪상한론≫에서는
한나라 이전의 기준인 6,5 g을 적용한다는 것과 石膏는 1 근

Ch. P 2015 를 기준하면 半夏 지름은 1~1.5 cm이므로
중간값은 1.25 cm이다. 부피나 무게가 이것의 1.875 배인

인데 大靑龍湯에서는 달걀크기 1 개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것은 지름 1.55 cm이고 Ch. P 2015 기준으로 가장 큰 것에

1 근은 16 양이고 1 양은 6.5 g이므로 16 양은 104 g이다.
달걀은 48 g이 표준이고 비중은 1.09 이므로 부피는 44 mL

해당한다. 유통규정에서 半夏는 크기별로 3 등급으로 나누는데
중간치는 1 개 무게가 1.09 g이다. ≪상한론≫에서나 ≪금궤

이다. 石膏 비중은 2.2~2.4 이므로 평균 2.3을 적용하면, 石

요략≫에서 半夏 1/2 승은 2.5 양이고 1 양은 6.5 g이므로

膏 달걀크기는 44×2.3=101.2 g이다. ≪상한론≫ 탕제에서
약재별 먹는 양이 8 양(52 g)보다 많은 경우는 16 양(104 g)

2.5 양은 16.25 g이다. 개수로는 15 개이므로 1 개는 1.1 g
이다. 따라서 ≪상한론≫의 半夏는 약전이나 유통규정의 중

뿐이다. 따라서 石膏 1 근(104 g)은 石膏 달걀크기 1 개

간크기와 일치한다.

(101.2 g)와 같다.

유통품의 규격기준에서는 半夏를 1 등급과 2, 3 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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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데 2 등급 중간크기가 1.09 g이므로 ≪상한론≫의 半
夏와 일치한다.

6. ≪상한론≫에서 약재별 먹는 양은 표현의 통일성과 측
정의 정확성을 고려하고 현재 半夏는 절단한 것을 유통

半夏 1 개가 1.0~1.2 g이고 15 개가 2.5 양인 16.25 g에

한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半夏 먹는 양은 무게로 표기하는

해당하는 것의 부피는 30~35 mL이므로 평균 32.5 mL이다.
이에 따라 1 승은 65 mL로 수정한다.

것이 타당하다. 이에따라 半夏 먹는 양은 자른 것으로 2
양과 4 양, 8 양이 타당하고 각각 13 g과 26 g, 52 g에

半夏의 일일 복용량은 정확하게 0.4 승이지만 0.5 승으로

해당한다.

측정한 까닭은 3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상한론≫은 장중경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상한론≫에서 半夏의 일일 복용량은 측

≪상한론≫ 서문에 따르면 ≪상한론≫을 지을 때 ≪황제내경≫

정의 편리성과 전통성에 따라 1/2 승으로 표기하였지만 용량

과 ≪탕액경법≫을 참고했는데, 이 두 책에서는 半夏 먹는 양을
부피로 표기하고 기본양은 1/2 승으로 설정하므로 이를 ≪상

표기의 통일성과 정확성, 현재 유통현황을 고려하여 2 양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13 g에 해당한다.

한론≫에서 답습한 것이다.
둘째 측정의 편리성이다. 0.4 승보다는 0.5 승이 측정하기
편하므로 0.1 승의 오차는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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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의 세안 전·후 비교연구
구진숙1*#, 서부일2
1：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2：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Comparative Study Before and After Washing Face with Seosiokyongsan CP Soap
Jin Suk Koo1*#, Bu Il Seo2
1：Division of Horticulture & Medicinal Plant, Andong National Univ. Andong, Republic of Korea
2：Dept. of Korean Medicine, Daegu Hanny Univ. Daegu,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In previous studies, I presented various effects of Seosiokyongsan (SSOOS) cp soap on facial skin.
However, in the case of skin clinical trials, various factors such as lifestyle, alcohol, tobacco, and stress could not
be exclu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e wash using SSOOS cp soap on the skin
without environmental factors.
Methods：The same water and towel were used at the same place in order to examine the skin change state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washing face with SSOOS cp soap. The skin test was performed before washing the
face and after 10 minutes washing the face to compare the changes. As a control group, the case of washing with
water without using cleanser and the case of washing with S-K cleanser, which is a popular commercial product,
were set. Three ca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In the case of water washing, the decrease in moisture was similar to that of the S-K cleanser and the
amount of oil and pores decreased, but it was weaker than that of the S-K cleanser. The SSOOS cp soap showed a
decrease in oil, pores, and pigments, but it was not significant, the moisture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but it
was mild compared to S-K cleanser and water wash.
Conclusion：In the case of SSOOS cp soap, the stimulation caused by facial cleansing was the least, showing a
gentle change.1)
Key words : Seosiokyongsan cp soap, washing face, moisture, oil

Ⅰ. 서

론

피부에 잔류하기가 쉬워서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지
등의 천연보습인자(NMF)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와 결합하여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세포를 파괴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현대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유가 생김에 따라 외모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1).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이 피부미
2-3)

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안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필수적
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세안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
부분의 제품에는 합성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4)

5)

6)

7)

영향이 크다 . 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 , 정 , 임 등의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이8) 등은 합성세안제를 사용해 온 피부
상태보다 천연비누를 적용했을 경우 수분과 탄력도에서 유의
한 증가가 있었음을 발표하였다.
예로부터 세안제로 사용되어 온 처방 중에 西施玉容散은
9)

황 의 方藥合編에서 “治面上一切酒刺風刺 左細末 每洗面時
用之 面色如玉”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消腫排膿, 收斂生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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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Gyeongdong-ro(SongCheon-dong), Andong, Gyeongsangbuk-do, 36729,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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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西施玉容散에 대한 연구로는 김10)에 의한 尋傷性 痤瘡에

2) 비누제조
① 스테인레스 비커에 베이스 오일(코코넛오일·팜오일 180

대한 임상적 효능 연구, 박11) 등에 의한 B16 melanoma 세포

g, 올리브오일 100 g, 포도씨유 60 g, 피마자유·미강유오일

12)

주의 멜라닌 합성에 대한 효과 연구, 손 의 미백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저자의 선행연구에서는 얼굴모공 축소효과13)

50 g, 검은깨오일·살구씨오일 40 g)을 계량하고 핫플레이트
에 올려 50 ℃ 정도로 가열한다.

와 봄, 가을 계절에 따른 西施玉容散 cp비누의 효능변화14)가

② 252 g의 정제수에 가성소다 87 g을 넣어 섞고 50 ℃가

있음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西施玉容散 약재를 넣지 않은 상
태의 베이스오일로만 제조한 숙성비누와 西施玉容散 약재를

될 때까지 열을 식힌다.
③ 베이스 오일에 가성소다 용액을 부으면서 저어준 후 핸

넣어 제조한 한약숙성비누를 사용하여 효능을 비교분석한 결

드 블랜더를 사용하여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잘

15)

저어서 비누화한다.
④ 트레이스 상태가 되면 西施玉容散 분말 37.5 g과

과 西施玉容散 한약재의 유의한 효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저자는 선행 연구에서 西施玉容散 cp비누의 안면피부에 대
한 양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임상시험의 경우 6주
간의 기간동안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본

Eucalyptus 에센셜오일 5 g을 넣어 5분간 잘 섞는다.
⑤ 준비된 1 kg짜리 틀에 비누액을 붓고 윗면을 평평하게
고른 뒤 뚜껑을 덮고 타월로 감싸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환경조
건 하에서 세안 전·후의 변화 상태에 있어 西施玉容散 cp비
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세

⑥ 숙성된 비누는 틀에서 꺼내 커터로 자르고 건조대에서
4~6주 동안 자연숙성시킨다.

안제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안면피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 연구대상

그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시험은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의 세안 전·후 효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A대학교 재학 중인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세안 전·후 피부의 변화 상태를 검사하였다. 검사자는 안
면피부검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1인으로 하였다. 연

Ⅱ. 시험재료 및 연구대상과 방법

구 대상자들에게는 시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1. 시험재료

의를 구한 후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험을 개시하였다.
이 중 시험참가 3개월 이내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경우, 시

1) 약재
본 시험에 사용된 약재는 綠豆(안동), 白芷(영주), 天花粉
(제주도), 白芨(중국), 白蘞(중국), 白殭蠶(중국), 白附子(중
국), 각 4 g, 藿香(포항), 甘松香(중국), 三乃子(중국)각 2 g,
藁本(영양), 零陵香(중국), 防風(중국) 각 1 g, 皂角子(중국)
0.5 g을 (주)휴먼허브(대구, 한국)에서 구입하여 생약규격집
에 맞춰서 관능검사하여 약전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정선하여

험 참가 시점 1개월 이내에 전신 스테로이드 또는 광선 치료
를 받은 경우, 시험 부위에 병변이 있어 측정이 곤란한 경우,
심한 여드름, 아토피 또는 감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자, 화장
품, 의약품 또는 일상적인 광 노출에 대한 반응이 심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기타 인체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의 제외 기준을 두었다.
본 논문은 안동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사용하였다.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1040191-201907-HR-

Table 1. The prescription of Seosiokyongsan
Herbal name

Scientific name

Weight(g)

綠豆

Vignae Radiatae Semen

4.0

白芷

Angelicae Dahuricae Radix

4.0

白芨

Bletillae Rhizoma

4.0

白蘞

Ampelopsis Radix

4.0

白殭蠶

Batryticatus Bombyx

4.0

白附子

Aconiti koreani Tuber

4.0

天花粉

Trichosanthis Radix

4.0

甘松香

Nardostachyos Radix et Rhizoma

2.0

三乃子

Kampferia galanga

2.0

Agastachis Herba

2.0

Lysimachiae Foenum-graeci Herba

1.0

防風

Saposhnikoviae Radix

1.0

藁本

Ligustici TenuissimI Rhizoma et Radix

1.0

Gleditsiae Spina

0.5

藿香
零陵香

皂角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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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1)의 승인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3회에 걸쳐 세안 전·후의 안면피부 변화상태를
검사하였으며 처음에는 물세안, 2차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S-K세안제, 3차에서는 西施玉容散 cp비누를 사용하여 세안
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A-ONE Smart 원 클릭 자동 안면 진
단 시스템(BOMTECH ELECTRONICS CO.,LTD,Korea)을

Ⅲ. 결

과

1. 안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22명 (73.3%),
여자가 8명 (26.7%)이었고 연령대는 모두 20대였다. 피부타
입은 복합성 21명 (70.0%), 중성 6명 (20.0%), 유분부족 1명
(3.3%), 지성 2명 (6.7%)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이용하여 안면 전체 상태와 볼 부위의 피부상태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일반광, UV광, 편광으로 연속 3회 측정하였으며

Characteristics

P-sensor를 사용하여 수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Sex

모든 시험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측정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내 온도 24~26℃, 상대

Age

n

(%)

Male

22

73.3

Female

8

26.7

20's

42

100

Complex Skin

21

70.0

Neutral skin

6

20.0

Oil Shortage Skin

1

3.3

Oily Skin

2

6.7

습도 45% 이하에서 실시하였다.
Skin Type

Categories

2. T존 유분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T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2422.73
±2177.384 pixel, 물세안 후 1726.03±1277.113 pixel,
S-K세안 전 2284.53±1481.029 pixel, S-K세안 후 1593.00
±997.912 pixel,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전 2478.72±
3699.861 pixel,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후 1592.86±
Fig. 1. One-click automatic facial diagnostic device

1004.181 pixel로 나타나 물세안과 S-K 세안에 있어서 유의
성 있는 유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4. 세안방법
① 대상자는 입실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안면피부검사를 한
다.
② 이후 깨끗하게 세안하고 착석하여 10분 동안 안정상태
로 대기한 후 다시 안면피부검사를 시행한다.
③ 세안제를 이용하여 세안 시에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만
든 후 마사지하듯 10~20회 이상 문지르고 물로 튀기듯 세안
을 한다.
④ 헤어라인과 목, 안면의 가장자리도 꼼꼼히 세안을 한 후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다.
⑤ 세안 후 물기를 닦되 타월 (킹스타올 대형, 한국)로 문지
르지 말고 누르듯이 가볍게 닦아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Fig. 2. T zone oil chang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oil content after water
washing.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oil content after S-K
washing.

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측정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를 측정하였다. 세안
전후 피부상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
원배치 분산분석(ANOVA)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3. U존 유분 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U존 유분은 물세안 전 901.17±825.
222 pixel, 물세안 후 747.67±687.526 pixel, S-K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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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7±677.753 pixel, S-K세안 후 646.37±510.999
pixel,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전 899.17±816.629 pixel,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후 661.34±528.646 pixel로 나타
났다. S-K 세안제를 사용한 경우에만 유의한 유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5. 색소침착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색소침착은 물세안 전 2.39±0.827
point, 물세안 후 2.23±0.797 point, S-K세안 전 2.319±
0.689 point, S-K 세안 후 2.131±0.629 point, 西施玉容
散 cp비누 사용 전 2.1245±0.67 point,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후 2.0966±0.641 point로 나타났다. S-K세안제 사용
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색소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3. U zone oil change

4. 모공변화

Fig 5. Pigmentation change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igmentation after
S-K washing.

안면분석 검사 결과 모공의 크기는 물세안 전 3.33±0.373
unit, 물세안 후 3.22±0.373 unit, S-K세안 전 3.362±
0.388 unit, S-K 세안 후 3.026±0.353 unit,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전 3.2555±0.58012 unit,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후 3.1283±0.37891 unit로 나타나 물세안, S-K세안
제 사용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모공크기의 감소를 나타
내었다.

6. 수분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수분은 물세안 전 38.07±2.545%, 물
세안 후 36.27±2.434%, S-K세안 전 37.90±3.418%,
S-K 세안 후 35.73±2.828%,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전
36.93±3.545%, 西施玉容散 cp비누 사용 후 35.93±3.070%
로 나타나 물세안, S-K세안, 西施玉容散 cp 비누 사용에 있
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수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4. Pore changes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water
washing.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S-K washing.

Fig 6. Moisture chang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SSOOS washing.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water and S-K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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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넣어 제조한 한약숙성비누를 사용하여 효능을 비교분석한 결
과 西施玉容散 한약재의 유의한 효능이 있음을 보고한 바15)

찰

피부관리를 위해서 클렌징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매일같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기본관리이다. 효과
적인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세안습관과 피부유형에 맞
16)

는 클렌저제품의 선택이 병행되어야 한다 . 세안제의 사용이
부적절했을 경우에는 자외선, 열, 질환 등과 같은 외부자극에
의한 피부손상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17)

있다 . 따라서 세안제의 선택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8). 세안 제품의 선택에 있어 무엇보
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자극성이어야 하고, 피부표면
에 존재하는 각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부표
면의 천연보호막 성분을 보존하도록 하여야만 세포 재생을 돕
고 피부조직을 보호하여 피부색을 좋게 할 수 있다19). 하지만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세안제는 계면활성제가 첨가
된 합성비누로써, 피부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지 등의 천
연보습인자를 제거하여 피부세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20).
기존의 연구 등에서는 피부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진
피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안면에 생기는 잔
주름의 경우에는 각질층 내의 수분량 부족에 의한 피부 조직
21)

의 유연성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분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
켜 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15~20%이상 수분 함유량이 정
22)

상이며 수분이 부족할 때에는 피부 표면이 건조하고 거칠어
진다23). 세안으로 인하여 수분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므로 세
안 후 보습관리가 중요하며, 근래 세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5)

6)

진행되고 있고 김 , 정 , 임
이 있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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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시험에서는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의 세안 전·후 효
능을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A대학교 재학 중인 30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피부상태를 3회에 걸쳐 검사하였다. 1차에서는
물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2차에서는 시중에서 판매
되는 S-K세안제를 이용한 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3
차에서는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를 이용한 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검사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
다. 검사는 오랜 기간동안 안면피부검사를 해 온 의료인 1인
에 의하여 시행되어졌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22명(73.3%),
여자가 8명(26.7%)이었고 연령대는 모두 20대였다. 피부타
입은 복합성 21명(70.0%), 중성 6명(20.0%), 유분부족 1명
(3.3%), 지성 2명(6.7%)으로 나타났다(Table 2).
안면분석 검사 결과 T존 유분은 물세안 전 2422.73±
2177.384, 물세안 후 1726.03±1277.113, S-K세안 전
2284.53±1481.029, S-K세안 후 1593.00±997.912, 西
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전 2478.72±3699.861, 西施
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후 1592.86±1004.181로 나타났
다. 물세안과 S-K 세안에 있어서 모두 T존 유분의 유의성 있
는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S-K 세안에 있어 유의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Fig 2). U존 유분은 물세안 전 901.17±825.222
물세안 후 747.67±687.526, S-K세안 전 798.07±677.753,
S-K세안 후 646.37±510.999,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등에 의한 기존의 연구발표 등

사용 전 899.17±816.629,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비누는 잿물로써 우리나라 뿐만 아

후 661.34±528.646로 나타났다. S-K 세안에 있어서만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이로써 세안 직후의 변

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용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獸脂와
잿물을 섞어 비누형태를 만들었으며, 중국에서는 石鹼이라 하
여 잿물에 응고제인 여뀌 등의 풀즙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것
24-25)

이 사용되었다
. 이후 팥 뿐만이 아니고 녹두, 쌀, 콩 등
다른 곡물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안 시 사용되었으며26)
동의보감에서는 옥용서시산, 익모초, 백부자 등을 가루를 세
27)

안제로 사용하였다 .
西施玉容散은 예로부터 세안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消腫排
膿, 收斂生肌하는 작용이 있고 황9)의 方藥合編에서 “治面上一
切酒刺風刺 左細末 每洗面時 用之 面色如玉”라고 기재되어
있다.
약물구성으로는 白芷, 天花粉, 皂角은 消腫排膿하고 白芨
은 消腫生肌 작용을, 綠豆 白蘞이 解毒 작용을, 白殭蠶, 白附
子가 祛風, 解毒 작용을, 零陵香 防風 藁本이 祛風, 甘松香 三
乃子가 行氣 溫中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消腫生肌 解毒祛風시
28-33)

킨다
.
西施玉容散에 대한 연구로는 김10)에 의한 尋傷性 痤瘡에
대한 임상적 효능 연구, 박11) 등에 의한 B16 melanoma 세포
12)

주의 멜라닌 합성에 대한 효과 연구, 손 의 미백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저자의 선행연구에서는 얼굴모공 축소효과13)
와 봄, 가을 계절에 따른 西施玉容散 cp비누의 효능변화14)가
있음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西施玉容散 약재를 넣지 않은 상
태의 베이스오일로만 제조한 숙성비누와 西施玉容散 약재를

화에 있어서 S-K세안에 있어서 유분의 감소가 급격히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를 사용한 경
우에 있어서는 유분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유의성 있는 변화는
아니었고, S-K 세안에 비하여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세안 후 당
김증상이 덜 하다는 대상자들의 표현은 유분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모공의 크기는 물세안 전 3.33±0.373, 물세안 후 3.22±
0.373, S-K세안 전 3.362±0.388, S-K 세안 후 3.026±
0.353,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전 3.2555±0.58012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후 3.1283±0.37891로 나타
났다. 물세안, S-K세안 사용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감
소를 나타났으나 S-K 세안에 있어 유의성이 더 크게 나타났
다(Fig 4). 모공의 변화에 있어서 역시 S-K 세안에 있어서
모공의 급격한 축소가 나타난 것은 세안 장소, 물의 온도, 타
월 등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세안제의 자극이 모공을 축소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西施玉容
散 저온숙성비누를 사용한 경우 갑작스런 피부의 자극은 덜
한 것으로 사료된다. 색소침착은 물세안 전 2.39±0.827, 물
세안 후 2.23±0.797, S-K세안 전 2.319±0.689, S-K 세
안 후 2.131±0.629, 西施玉容散 비누 사용 전 2.1245±0.67
西施玉容散 비누 사용 후 2.0966±0.641으로 나타났으며
S-K세안 사용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32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5 No. 1, 2020

(Fig 5). 수분은 물세안 전 38.07±2.545, 물세안 후 36.27
±2.434, S-K세안 전 37.90±3.418, S-K 세안 후 35.73

결론적으로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를 이용하여 세안하였을
때에는 물세안이나 S-K세안에 비하여 세안으로 인한 자극이

±2.828,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전 36.93±3.545

가장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부표면의 천연보호막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 후 35.93±3.070으로 나타났
다. 물세안, S-K세안, 西施玉容散 저온숙성비누 사용에 있어

성분을 보존하여 세포 재생을 돕고 피부조직을 보호할 수 있
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서 모두 유의성 있는 수분의 감소가 나타나 세안 직후 수분의
급격한 소실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세안과 S-K
세안에 비하여 西施玉容散 저온 숙성비누를 사용한 경우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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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로 골관절염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의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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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Effect of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by MIA-Induced
Osteoarthritis Animal Model
Min Ju Kim1#, Jin A Lee1, Mi-Rae Shin1, Hae-Jin Park2, Seong-Soo Roh1*
1：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DHU Bio Convergence Testing Center,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herapeutic effect of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CFE) o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Methods：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 Normal group (N, n=10),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group (Con, n=10), indomethacin 5 ㎎/㎏ treated group (INDO, n=10), CFE 200 ㎎/㎏ treated group (CFE, n=10).
Blood and articulation tissues were collected after two weeks of drug administration. Oxidative stress was analyzed
with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eroxynitrite (ONOO-). And the Nuclear factor erythroid-2 (Nrf2), heme
oxygenase-1 (HO-1),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1/2 (GPx-1/2), Nuclear
Factor Kappa B p65 (NF-Bp65), cyclooxygenase-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 interleukin-6 (IL-6), Interleukin 1 (IL-1),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 and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1 (TIMP-1) were investigated by western blot.
Results：The administration of CFE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of changes in relative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peroxy nitrite (ONOO-) levels of articulation tissu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CF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estern blot measurements of Nrf2, HO-1, SOD,
catalase, GPx-1/2 showed that the CFE group was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 group. And western blot
measurements of NF-Bp65, COX-2, iNOS, TNF, IL-6, IL-1 showed that the CFE group was reduced
compared to the Con group. Also CFE group decreased MMP-1 and increased TIMP-1.
Conclusion：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osteoarthritis is improved when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treated. 1)
Key words : Corni Fructus, Osteoarthritis, monosodium iodoacetate (MIA), Oxidative stress, anti-oxidant,
Inflammation, MMP, T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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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NIH-41, Zeigler Bros, Inc., USA)와 물을 충분하게 공급
하며 1주간 동물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

론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손상

였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명암

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관절을 이루고 있는 인대와 뼈 등에

주기는 습도 50 ± 5%, 12시간 주기, 온도 22 ± 2℃로 조절
하였다. 대구한의대학교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

손상이 일어남에 따라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골관절염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직, 근육경련,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원인으로는 감염, 외상,

(DHU2019-048)을 얻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동물관리 규
정을 준수하였다.

1,2)

퇴행성 변화, 면역계 이상, 대사 장애 등이 알려져 있다 .
골관절염의 유발률은 고령일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추세이
기에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3). 현재 골관절염의 치료제로는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등
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다양한 스테로이드제들이
4)

사용되지만 , 복용을 오래할 경우 심혈과, 위장관과 같은 부
작용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5).
한의학에서 관절염은 關節痺證에 해당하는 질환 중 하나로
風寒濕의 三氣가 들어와 氣血의 흐름을 막고 經絡의 운행을
방해하여 肢體不利해지고, 腫脹, 麻痹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
고, 치법으로는 强筋骨, 祛風濕, 活血祛瘀를 사용한다4,6).
Monosodium iodoacetate (MIA)는 투여 농도에 따라 여
러 수준으로 관절의 기능장애와 퇴화를 유발할 수 있고, 그렇
게 유발된 관절의 퇴행된 수준에 따라서 통증 정도를 평가할
7)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山茱萸 (Corni Fructus)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산수유나

2. 시료 추출
본 실험에서는 山茱萸 (CF: Corni Fructus) 300 g에 30%
ethanol 3 L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를 사용하여 2시간 열수
추출을 시행하였다. 추출물을 여과한 후 감압 추출장치로 농축
하였다. 농축 후 동결 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24.9 g의
파우더를 얻었으며 수율은 8.3%였다. 얻은 파우더를 냉동
(-80℃) 보관하여 실험 직전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CFE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라고 하였다.

3.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heme oxygenase-1 (HO-1), superoxide
dismutase (SOD-1),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무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의 열매살로, 가을

1/2 (GPx-1/2), nuclear factor-kappa B p65 (NF-Bp65),
inhibitor of Bα (IB), phosphorylated inhibitor of 

에 성숙한 붉은빛의 열매를 씨를 제거하고 건조한 과육을 山
茱萸라 한다8). 山茱萸에는 타닌 (tannin), 코르닌 (cornin),

Bα (p-IB), cyclooxygenase 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tumor necrosis factor alpha

모로니사이드 (morroniside), 로가닌 (loganin), 사포닌

(TNF-), interleukin-6 (IL-6), interleukin-1 (IL-1),
histone, -actin 및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ponin) 배당체와 사과산, 주석산, 포도주산 등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에 비타민 A와 다량의 당도 함유되어
9)

있다 .
山茱萸의 약리작용으로는 함암, 이뇨, 항균작용, 혈압강하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山茱萸 종자의 물 추출물의 항히스
타민 효과, 항당뇨 효과, 항산화 효과, 항균효과 등이 알려져
있으며 山茱萸의 주요 화학 성분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져
있다10). 하지만 아직 山茱萸가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MIA로 골관절염이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소거능과 웨스턴 분석을 통하여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의 골관절염 치료효과를 연구하였고,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1
(TIMP-1),
metalloproteinase-1 (MMP-1) 1차 항체는

matrix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 구입하였으며, indomethacin,
7 mM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dithiothreitol (DTT), potassium persulfate,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monosodium
iodoacetate (MIA)는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단백질 정량을 위하여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s는 Amersham GE
Healthcare (Little. Chalfont, UK)에서 구입하였으며,

Ⅱ. 재료 및 방법

Protease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 실험 동물
7주령의 Sprague–Dawley (SD) 체중 180~220 g의 웅성
흰쥐를 하나바이오테크 (경기, 한국) 에서 구매하여, 고형사
료 (조단백질 18% 이상, 조회분 8.0% 이하, 칼륨 0.55% 이
상, 조지방 5.0% 이상, 칼슘 1.0% 이상, 나트륨 0.25% 이상,
인 0.85% 이상, 조섬유 5.0% 이하, 마그네슘 0.15% 이상

4. 항산화 효능 평가
1)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11)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 Blosis법 에 의한
DPPH free radical 소거법을 사용하였다. 0.2 mM DPPH용액
100 L와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한 용액 100 L를 혼합하여

MIA로 골관절염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의 개선 효과

30분간 암소상태로 방치한 후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L-ascorbic acid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였으며, 추출물을 넣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를 50% 감소하는데 필요한 추출물의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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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뒷다리 체중 부하 측정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하기 하루 전, 유발 1주 후, 투여 1주
후, 투여 2주 후에 측정하였다. Incapacitance tester (Ser

IC50 값으로 표시하였다. 흡광도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산
출하였다.

No. 01/45/25, Linton instrument Co., UK)를 이용하여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ODcontrol– ODsample)/ODcontrol}×100

량에 정상적인 왼쪽 뒷다리 부하량을 계산하여 체중 부하 비

ODcontrol :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대조군) 흡광도,
ODsample : 시료가 들어간 경우 흡광도.

2)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 ABTS free radical

뒷다리 양쪽의 부하 무게를 측정하였다. 뒷다리 체중 부하 측정
결과는 MIA로 골관절염이 유발된 오른쪽 뒷다리의 체중 부하
율을 구하였다. 정상군의 체중 부하 비율에 각 군의 체중 부하
비율을 계산한 후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아래의
식을 사용하였다.
정상뒷다리의 체중 부하량
∫ 체중부하비율 = 
관절염이 유발된 뒷다리의 체중 부하량

소거능을 측정하였다12). 2.4 mM의 potassium persulfate와
7 mM ABTS용액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차광한 상태에서 약
16시간 이상 ABTS+을 형성시킨 후 사용하였다. 415 nm,

각 군의 체중 부하 비율
∬ 상대적 체중 부하 =  × 
정상군의평균 체중 부하 비율

30℃에서 흡광도 값이 0.70 ± 0.02이 되게 ethanol로 희석한
ABTS 용액 95 L에 시료 5 L를 가하여 15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 3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으로 L-

5)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측정
관절조직 내의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측정하기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흡광도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위하여 25 mM DCFH-DA를 혼합한 후, 형광 광도계를 이용

산출하였다.

하여 emission wavelength of 530 nm와 excitation
wavelength of 485 nm에서 5분씩 간격을 두어 0분부터 30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분간 측정한 값을 통해 산출하였다13). 그리고 ONOO-를 측

= {(ODcontrol– ODsample)/ODcontrol}×100
ODcontrol :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대조군) 흡광도,

정하기 위하여, Kooy 등의 방법을 시행하여 측정하였다 .
각 샘플을 pH 7.4의 rhodamine buffer와 5mM DHR123과

ODsample : 시료가 들어간 경우 흡광도.

섞은 후 5분간 37℃에서 흔들어 준 후 5분 간격으로 emission

5. 골관절염 효능 평가

14)

wavelength of 535 nm와 excitation wavelength of 480
nm를 이용하여 0분부터 30분간 측정하여 나온 값을 통해 산
출하였다.

1) 골관절염 유발
골관절염 유발을 위하여 실험동물의 오른쪽 무릎의 주변
털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0.9% saline으로 희석한 MIA
(monosodium iodoacetate)를 0.3 mL insulin syringe를
사용하여 무릎 관절강 내에 50 L (80 mg/mL)씩 주입하여
골관절염을 유발하였다.

6) 관절조직 Western blotting
2주간 투여가 끝난 뒤 오른쪽 무릎 부위를 절단하여 1.5 M
sucros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0.1 M DTT, 100
mM Tris-HCl (pH 7.4), 2 mM MgCl2, 5 mM Tris–HCl
(pH 7.5), 15 mM CaCl2,를 첨가시킨 buffer A를 넣은 후
tissue grinder (Bio Spec Product, USA)로 분쇄하여 10%

2) 군 분리 및 약물투여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이후 ice 위에서 20분간 정치시

MIA로 골관절염 유발 1주일 후 뒷다리 체중 부하 검사를

킨 후,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시켜 세포질을 포함
한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위해 상층액을 따고 남은

통해 골관절염이 유발된 실험동물을 각 군당 10마리씩 4
group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골관절염을
유발하지 않은 정상군 (N), 골관절염 유발 후 약물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 (Con), 유발 후 indomethacin을 5 mg/kg로 투여
해주는 양성대조군 (INDO), 유발 후 山茱萸 30% ethanol 추
출물을 200 mg/kg로 경구 투여한 약물처치군 (CFE)으로 2
주간 약물투여를 진행하였다.

물질에 10% NP-40가 더해진 buffer A에 두 번 헹구고 100
L의 buffer C (50 mM HEPES, 0.1 mM EDTA, 1mM
DTT, 50 mM KCl, 0.3 mM NaCl, 0.1 mM PMSF, 10%
glycerol)를 첨가해 재 부유시킨 후 10분간격으로 vortex를 3번
하였다. 4℃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 한 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에서 각각 냉동 보관
하였다. 세포질 내의 MMP-1, TIMP-1, iNOS, COX-2,

3) 체중 및 식이섭취량 측정
실험동물의 체중은 전자체중계를 이용하여 2일에 한번 동일
조건에서 측정하였고, 식이섭취량은 제공된 사료에서 2일간
섭취 후 남아있는 사료의 양을 측정하여 각 실험군의 하루 사료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IL-6, TNF-, -actin 등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10 g의 단백질을 8~15% SDS-polyacrylamide gel을 이
용하여 전기영동 후,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그 다음, membrane에 각각의
1차 antibody를 처리하여 4℃에서 overnight 시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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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고, 각각 처리된 1차 항체에 사
용되는 2차 항체 (PBS-T로 1:3000로 희석 후 사용)를 사용

시하여 각 군 간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p-value < 0.05에서 검증하였다.

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6분마다 8회 세
척하였다. 그리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
액에 노출시킨 다음, Sensi-Q2000 Chemidoc에 감광시켜

Ⅱ. 결

과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후,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band를 정량하였다.

6. 통계분석
모든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
(Version 22.0,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사용한 후,

1.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CFE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
정 결과, CFE의 IC50 값은 34.10 ± 3.35, 표준물질인
L-ascorbic acid의 IC50 값은 1.66 ± 0.01으로 측정되었다.
CFE의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CFE의 IC50 값
은 66.78 ± 0.30, 표준물질인 L-ascorbic acid의 IC50 값은
3.39 ± 0.08으로 측정되었다 (Fig. 1).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후검정을 실

Fig. 1. Scavenging activity of CFE on DPPH and ABTS free radica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itivity of L-ascorbic acid; (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itivity of CFE; (B),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itivity of L-ascorbic acid; (C),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itivity of CFE; (D).

2. 체중 및 식이섭취량

3. 뒷다리 체중 부하 측정 결과

2주 약물투여 기간 동안 체중의 변화량은 N군 60.30 ±

뒷다리 체중 부하는 골관절염을 유발하기 하루 전, 유발 후

2.01, Con군 58.94 ± 2.29, INDO군 61.86 ± 0.83, CFE

7일, 14일, 21일 총 4번 측정하였다. 정상군의 뒷다리 체중

군 61.50 ± 1.76으로 각 군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식이섭취량은 하루 평균 N군 40.94 ± 5.92, Con군 38.88

부하 비율을 100으로 하였을 때, 약물투여 2주 후 각 군의 상
대적 뒷다리 체중 부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Con군 204.09

± 5.57, INDO군 39.39 ± 6.30, CFE군 40.39 ± 6.42으

± 12.43, INDO군 142.05 ± 9.85 (p<0.001), CFE군

로 각 군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147.32 ± 3.40 (p<0.001)으로 INDO군, CFE군 모두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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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Weight and Food Intake
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N

297.88

±

4.26

358.18

±

5.31

60.30

±

2.01

40.94

±

5.92

Con

286.67

±

5.54

345.61

±

7.60

58.94

±

2.29

38.88

±

5.57

INDO

289.50

±

3.25

348.07

±

2.56

61.86

±

0.83

39.39

±

6.30

CFE

282.17

±

5.25

343.67

±

5.21

61.50

±

1.76

40.39

±

6.42

N；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4.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측정 결과
관절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 마커인 ROS, ONOO-를 측
정하였다. ROS를 측정한 결과, N군 84,310 ± 24,957 대비
Fig. 2. The changes in relative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i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N；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 < 0.05, *p < 0.01, ***p < 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SD test.

Con군은 168,978 ± 22,555 (p<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89,054 ± 24,521 (p<0.05),
99,705 ± 15,335 (p<0.05)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ONOO 를 측정한 결과, N군 23,460 ± 3,035 대비 Con군
은 36,425 ± 1,397 (p<0.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군과 CFE군은 각각 23,654 ± 1,595 (p<0.001),
28,196 ± 574 (p<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3).

Fig. 3. Oxidative stress biomarker in articulation tissues.
Oxidative stress biomarke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produces peroxynitrite (ONOO-) in articulation tissues. N；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 < 0.01, ###p < 0.001 compared vs. normal group and *p < 0.05, *p < 0.01, ***p < 0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SD test.

5. 관절조직 내 항산화 관련 인자 발현량 분석
관절 조직 내 항산화 관련 인자의 발현량을 western blot
으로 분석하였다. Nrf2 측정 결과, N군 1.00 ± 0.11 대비
Con군은 0.64 ± 0.02 (p<0.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INDO군, CFE군은 각각 0.83 ± 0.04 (p<0.05), 0.93
± 0.03 (p<0.01)으로 Con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HO-1 측정 결과, N군 1.00 ± 0.06 대비 Con군은 0.82 ±
0.03 (p<0.05)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0.90 ± 0.08, 0.84 ± 0.03으로 Con군 대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OD 측정 결과, N군 1.00 ± 0.02 대비
Con군은 0.88 ± 0.01 (p<0.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INDO군, CFE군은 각각 0.95 ± 0.01 (p<0.01), 1.02
± 0.02 (p<0.001)으로 Con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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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ase 측정 결과, N군 1.00 ± 0.06 대비 Con군은 0.60
± 0.04 (p<0.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INDO군,

측정 결과, N군 1.00 ± 0.10 대비 Con군은 0.78 ± 0.01
(p<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

CFE군은 각각 0.79 ± 0.03 (p<0.01), 0.91 ± 0.03

각 0.89 ± 0.01, 0.91 ± 0.02으로 Con군 대비 증가하는

(p<0.001)으로 Con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GPx-1/2

경향이 나타났다 (Fig. 4).

Fig. 4. Expression anti-oxidant enzyme in articulation tissue.
anti-oxidant enzyme Nrf2; (A), HO-1; (B), SOD; (C), catalase; (D), GPx-1/2; (E). N； normal rats, Con； MIA- 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 < 0.05, ##p < 00.01, ###p < 0.001 compared vs. normal group and *p < 0.05, **p < 0.01, ***p < 0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SD test.

6. 관절조직 내 염증성 단백질 발현량 분석
1) NF-  Bp65p, p-I  B  염증성 단백질 발현량 분석
관절조직에서 염증성 매개인자인 NF-Bp65p, p-IB를
측정하였다. NF-Bp65p 측정 결과, N군 1.00 ± 0.10 대비
Con군은 1.43 ± 0.06 (p<0.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1.35 ± 0.04, 1.03 ± 0.04 (p<0.001)
으로 Con군 대비 CFE군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IB 측정 결과, N군 1.00 ± 0.04 대비 Con군은 1.26
± 0.06 (p<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1.02 ± 0.05 (p<0.05), 1.03 ± 0.10
(p<0.05)으로 Con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5).

Fig. 5. Expression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in articulation tissue.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NF-κBp65; (A), p-IκBα; (B). N；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
##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 < 0.05, p < 0.01,
###
p < 0.001 compared vs. normal group and *p < 0.05, **p < 0.01, ***p < 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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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X-2, iNOS, TNF-  , IL-6, IL-1  염증성 단백질
발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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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N군 1.00 ± 0.03 대비 Con군은 1.70 ± 0.12 (p<
0.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관절조직 내 염증성 매개인자인 COX-2, iNOS, TNF-,
IL-6, IL-1의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COX-2 측정
결과, N군 1.00 ± 0.06 대비 Con군은 1.39 ± 0.10 (p<

1.09 ± 0.06 (p<0.001), 1.17 ± 0.026 (p<0.001)으로 Con

0.05)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1.14 ± 0.14, 1.02 ± 0.11 (p<0.05)으로 Con군 대비 CFE

증가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1.01 ± 0.05 (p<

군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OS 측정 결과,

감소하였다. IL-1 측정 결과, N군 1.00 ± 0.03 대비 Con
군은 1.54 ± 0.04 (p<0.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N군 1.00 ± 0.08 대비 Con군은 1.35 ± 0.03 (p<0.001)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1.16 ±
0.06 (p<0.05), 1.21 ± 0.07으로 Con군 대비 CFE군이 유

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L-6 측정 결과, N군 1.00 ±
0.04 대비 Con군은 1.41 ± 0.07 (p<0.001)으로 유의하게
0.001), 1.09 ± 0.03 (p<0.001)으로 Con군 대비 유의하게

INDO군, CFE군은 각각 1.24 ± 0.04 (p<0.001), 1.25 ±
0.03 (p<0.001)으로 Con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6).

의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NF- 측정

Fig. 6. Expression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in articulation tissue.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COX-2; (A), iNOS; (B), TNF-α; (C), IL-6; (D), IL-1β; (E). N； normal rats, Con； MIA- 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Significance:
#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vs. normal group and *p < 0.05, **p < 0.01, ***p < 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SD test.

7. 관절조직 내 TIMP-1, MMP-1 발현량 분석

脫, 內熱消渴, 尿意頻數, 崩漏帶下 등의 증상에 사용하며, 현

관절조직 내 TIMP-1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N군 1.00

대에는 혈압강하와 다뇨증, 항암, 항균, 요통, 신경쇠약, 이명
등의 병증에 사용한다15,16). 山茱萸의 주성분으로는 stearic

± 0.10 대비 Con군은 0.63 ± 0.11 (p<0.05)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INDO군, CFE군은 각각 0.89 ± 0.07, 0.81
± 0.14으로 Con군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MP-1을 측정한 결과, N군 1.00 ± 0.07 대비 Con군은
1.43 ± 0.04 (p<0.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INDO
군, CFE군은 각각 1.22 ± 0.04 (p<0.05), 1.08 ± 0.11
(p<0.01)으로 Con군과 대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 7).

Ⅳ. 고

찰

층층나무과(Cornaceae)에 속하는 山茱萸(Corni Fructus)
의 性味는 酸澁하면서 微溫하고 귀경은 肝腎經이며 澀精固脫,
補益肝腎하여 腰膝酸痛, 眩暈耳鳴, 遺尿, 陽痿遺精, 大汗虛

acid, saponin, ursolic acid, tyrosine, linolenic acid,
palmitic acid, morroniside, loganin, valine, ole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며, 당뇨와 알러지 및 염증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연골이 점차적으로 닳아 소실
됨에 따라 연골하골 및 활액막의 2차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병
증으로 노년층에서 특히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추세이다18).
한의학에서 골관절염은 關節風, 痺症, 鶴膝風, 脚氣에 속해
있으며, 신체의 肌肉과 筋骨 등에 생기는 질병으로 麻木, 痛
症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방법으로는 祛風濕, 化濕
痰, 淸血熱 작용을 통하여 氣血을 조화시키고 經脈을 소통시
키기 위해 뜸, 침, 약물 등으로 치료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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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xpression levels of TIMP-1 and MMP-1 in articulation tissue.
TIMP-1; (A), MMP-1; (B). N；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F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treated with Corni Fructus 30% ethanol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10 rats per group. Significance: #p < 0.05, ###p < 0.001 compared vs. normal group
and *p < 0.05, **p < 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SD test.

MIA(monosodium iodoacetate)로 골관절염이 유발된 동
물모델은 연골의 손상 및 통증 등이 실제의 골관절염과 유사

MMP-1 발현량 측정 결과, N군에 비하여 Con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Con군에 비하여 CFE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여21) 한방에서 골관절염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골관절염이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뒷다리 체중 부하 측정, ROS, ONOO-

이 결과를 통해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MIA로 유
발된 골관절염 동물모델에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측정, 관절조직 western blotting 분석으로 인하여 골관절염에

었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ROS가 정상적으로 소거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를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고, ONOO-는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염증 등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발생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22). 이러한 ROS와 ONOO-를 측정한 결과, N군에
비하여 Con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Con군에 비하여
CFE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산화 관련 인자들은 세포 내에서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IA 골관절염 유발 동물모델에서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골관절염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스의 조절 및 방어기전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바가 있다23).

1. 뒷다리 체중 부하 측정 결과, Con군에 비해 山茱萸

이러한 항산화 전사 인자인 Nrf2와 항산화 효소 단백질로 알
려진 HO-1, catalase, GPx-1/2을 관절조직의 western

30% ethanol 추출물이 유의성 있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blotting으로 분석한 결과, N군에 비하여 Con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Con군에 비하여 CFE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 관절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매개인자를 분석한 결과, CFE군이

2. 관절조직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인자인 ROS와
ONOO-를 측정한 결과, Con군에 비해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F-Bp65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COX-2, iNOS, TNF-,
IL-6, IL-1 및 p-IB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조직 내의 단백질 분해 인자인 MMP-1, TIMP-1의

3. 관절조직 내에서 Nrf2와 항산화 효소인 HO-1, SOD,
catalase. GPx-1/2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발현량을 분석하였다. 기질단백분해효소로 알려진 MMPs
(Matrix metalloproteinases)는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한 필수
조절 단백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상보다 많이 발현되어 염

4. 관절조직 내에서 NF-Bp65와 p-IB를 측정한 결과,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IB의 인산화를 감소

증세포의 섬유화 및 침윤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24).

시킴으로서 NF-Bp65의 발현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TIMPs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s)는 MMPs
와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 MMPs의 분비를 억제하여 활성도
25)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TIMP-1 발현량 측정
결과, N군에 비하여 Con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Con군에 비하여 CFE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관절 조직 내 단백질 분해 인자의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
하여 TIMP-1, MMP-1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TIMP-1의 발현량은 Con군에 비해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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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1의 발현량은 Con군에 비해 山茱萸 30%
ethanol 추출물이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9. Sohn KH, Kim JS. Anti-dementia Effects of Cornus
officinalis S. et Z. extract on the Scopolamine
Induced Dementia in Mouse. J Korean Pharmacogn.

따라서 MIA 골관절염 유발 동물모델에서 뒷다리 부하 무게,
항산화 관련 인자, 염증 관련 매개인자 및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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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두충추출혼합물(ILF-RE)의 간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인체적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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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ized Double-blind Human Trial to Evaluate Efficacy and Safety
of Rhus verniciflua Stokes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ILF-RE) on Improvement of Liver Function
Young Youn1#, Hyang-Im Baek2#, Hee-Yeon Jin1, Da-Young Jeong2, Lei She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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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ILF-RE)
improves laboratory test results in participants with liver function disorder.
Methods：This study was conducted at Woosuk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where participants with high
serum alanine transaminase (ALT) levels from 45 to 135 U/L were enrolled. Subjects received ILF-RE 3.6 g (1.2
g/day as ILF-RE) or placebo 3.6 g for 12 weeks. It was confirmed that urushiol was not detected in ILF-RE. The
primary outcomes were the decrement degree of serum ALT and gamma-glutamyl transferase (GGT) levels between
two groups. The secondary outcomes were the decrement degree of serum aspartate transaminase (AST), alkaline
phosphatase (ALP), lactate dehydrogenase (LD), total bilirubin,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TG) and fatty liver
index (FLI) levels between two groups. Adverse events, skin prick tests, laboratory tests, and vital signs were
observed and analyzed to confirm the safety of ILF-RE.1)
Results：In the ILF-RE group, the liver function index ALT, GGT, lipid metabolism index TG, and fatty liver index
FLI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LF-RE
group in terms of adverse events, severe adverse events, skin prick test, laboratory test, and vital signs compared
with placeb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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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ILF-RE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liver function. In addition, no clinically significant
adverse events or body changes were observed during this study.
Key words : Rhus verniciflua Stokes, Qi Shu, Lacca Sinica Exsiccata, Eucommia ulmoides Oliver, Du Zhong,

Eucommiae Cortex, ILF-RE, liver function
Acknowledgement：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Local Strategic Food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 Im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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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다. 약재는 옻 또는 건칠이라고 하며, 생약명은 Lacca Sinica
Exsiccata이다. 공업용 또는 약용으로 쓰이며, 한방과 민간에

론

간은 체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에너지 및 영양소 대사,

서 약재와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옻나무는 전 세계에 200

담즙의 합성, 빌리루빈 대사, 혈액응고, 약물 및 독소의 해독

여종이 있으며, 주로 온대지대에 분포한다. 국내에는 옻나무
(Rhus verniciflua), 개옻나무(Rhus trichoncarpa), 붉나무

등 체내 대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경제 수준의
향상 및 서구형 생활습관이 일반화 되면서 과도한 영양공급과
운동량 저하로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피로, 영양섭취의 불균
형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약물 및 독성물질로부터 보호기
능을 담당하는 간이 손상된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의 발
생은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간은 간 내에
지방침착으로 인한 무게가 간 내 무게의 5% 이상으로 이루어
1)

진 경우로 정의된다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지방간의 원인이 알코올에
서 기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간내 단순 지방침착부터 지
방간염, 간경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
2,3)

이다 . 최근 NAFLD의 유병률은 서구의 여러 국가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 및 소아 비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NAFLD의 유병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
지만 선진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약 20~30%로 보고되고 있
다4). NAFLD는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 더불어 서구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NAFLD는 지방간
및 간염을 거쳐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NAFLD가 지방간
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대사증후군
의 한 요소이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5).
말기 간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질환이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병되는 질환으
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개선 또는 치유
하려는 연구가 천연물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8)
.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간질환 치
료제인 silybin, silymarin의 경우 국화과 식물인 밀크씨슬

12)

(Rhus chinensis) 등이 있다 . 옻나무는 중앙아시아의 티벳
과 히말리아가 원산지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임실, 강원 원주를 비롯하
여 전북 남원에 옻 재배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충북 옥천군은
13)

옻 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수량의 옻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
옻나무 추출분말은 2014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갱년기
남성 건강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두충(Eucommia ulmoides Oliver)은 杜仲 또는 杜冲(Du
Zhong)이라 하며, 두충과(Eucommiaceae)에 속하는 낙엽교
목으로 수피와 잎을 자르면 가는 섬유의 고무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생약명은 Eucommiae Cortex이다. 원
산지는 중국으로 현재는 한국, 일본, 미얀마 등에서도 재배되
고 있다. 두충은 우울증, 생식기능 저하, 성기능 저하, 뼈 근
14)

육 이상 개선, 남성 갱년기 증상 개선 ,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근육위축 억제15),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補腎 및 補骨의 효능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본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혈청 alanine transaminase(ALT)
수치가 45-135 U/L인 연구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12주
간 옻나무-두충추출혼합물(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ILF-RE) 1.2 g이 포함된 인체적용
시험 제품 3.6 g 또는 ILF-RE가 포함되지 않은 placebo 3.6 g
을 복용시키고 간기능 지표, 지질대사 지표, 지방간 지수, 이
상 반응 발생 결과, 피부 단자 검사 결과,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 활력 징후 결과를 placebo와 비교 분석하여 ILF-RE의
간기능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유의적인 결과 및
결론을 얻었다.

9,10)

(Silybum marianum)의 종자에서 분리되었으며
, 차전자
(Plantago asiatica)의 aucubin11), ursodeoxycholic acid 및
vitamin B complex 등이 간독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이들 질환의 심각성과 빈도수에 비해 개발된 치료제가 많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천연물에서 간질환 개선 제품의 개발은

1. 연구 대상

그 의미가 클 것이다.

본 시험은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는 옻나무과(Anacardiaceae)
에 속하는 자웅이성의 낙엽교목으로 漆樹(Qi Shu)라고도 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2018년 10월 23일 IRB 승인 번호
WSOH IRB H1810-02-01). 연구대상자가 최초로 등록한

옻나무-두충추출혼합물(ILF-RE)의 간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인체적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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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9일부터 최종 방문한 2019년 9월 30일까지 연
구대상자에게 인체적용시험의 목적, 내용, 기능성식품의 효과

2) 제외기준
① 혈청 gamma-glutamyl transferase(GGT), aspartate

및 이상반응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서면

transaminase(AST) 수치가 수행기관 정상 상한치의 3배를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인체적용시험의 목표 연구대상자
수는 각 섭취군당 42명으로 전체 84명으로 하였으며, 중도탈

초과하는 자
② 급성, 만성 간염 환자 또는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 보유자

락 30%를 고려하여 등록 연구대상자는 ILF-RE 섭취군 60

③ 간경화, 간암 또는 간암의 징후가 인정되는 자

명, placebo 섭취군 60명으로 총 120명으로 산정하였다. 연
구 참여를 위해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353명을 대상으로 스크

④ 치료가 필요한 담도계 질환 단, 담낭염이 없는 2 cm 미만
담석, 담낭절제술 받은 경우 등록 가능함

리닝 검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 120

⑤ 치료를 요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급성 또는 만성 심뇌혈

명을 선정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유효성 평가는 주 분석군
인 full analysis set(FAS)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AS군에

관계, 내분비계, 면역계, 호흡기계, 신장 및 비뇨기계, 신경
정신계, 근골격계, 염증성 및 혈액·종양성 질환, 위장관계

서 제외된 연구대상자는 연구계획서 위반 1명, 유효성 평가에

질환 등이 있는 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31명으로, 분석
FAS군은 ILF-RE 섭취군 45명, placebo 섭취군 43명이었

⑥ 스크리닝 검사 전 1년 이내에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복수 등 한 가지 이상의 병력이 있는 자

다. 안전성 평가는 시험을 완료한 safety군 120명을 대상으

⑦ 스크리닝 검사 전 1개월 이내에 간기능 개선 의약품 및 건

로 실시하였다. safety군은 ILF-RE 섭취군 60명, placebo
섭취군 60명이었다(Figure 1).

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자
⑧ 스크리닝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⑨ 약물 중독이 의심되는 자
⑩ 스크리닝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21
units/주로 1 unit은 알코올 10 g 및 12.5 mL에 해당됨
⑪ 약물 및 인체적용시험 제품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자
⑫ 임신 혹은 수유중인 여성
⑬ 가임여성 중 적절한 피임법의 시행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⑭ 스크리닝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타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자
⑮ 혈청 creatinine이 2.0 mg/dL 초과인 자
 단검사의학검사 결과를 비롯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험책
임자가 연구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2.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는 스크리닝 방문으로부터 2주 이내에 1차 방문
하여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 적합성을 재검토 받은 후 인
체적용시험에 등록되었으며, ILF-RE 섭취군과 placebo 섭
취군에 무작위배정되어 1차 방문일까지 기초평가를 완료하였
다. 이후 인체적용시험 제품을 하루 2번씩 12주간 매일 섭취
하면서 6주마다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유효성 평가, 활력징후,
약물 투여력 및 의학적 상태 변화 조사, 이상반응 조사 등을
Figure 1. Flow diagram of subject progress through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evaluating efficacy and safety of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on improvement of liver function. *full
analysis set; †principal investigator.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ILF-RE 섭취군 또는 placebo 섭
취군 중 하나에 무작위배정되어 12주 동안 인체적용시험 제
품을 1회 2정씩 1일 2회 아침과 저녁 식후에 경구 섭취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인체적용시험 제품은 ILF-RE 제품과
placebo 제품이 있었다. ILF-RE 제품 1일 복용량은 3.6 g으로
제품 중의 ILF-RE 함유량은 1.2 g으로 옻나무추출물 0.6 g,

1) 선정기준
① 스크리닝 검사 당시 연령이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인 성인
남녀
② 혈청 ALT 수치가 45-135 U/L인 자
③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두충추출물 0.6 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옻나무 20 g/일/생
물과 두충 6 g/일/건물을 각각 열수 추출, 농축 및 건조의 과
정을 거쳐 제조한 후 1:1 비율로 혼합하였다. placebo 섭취군
의 1일 복용량도 마찬가지로 3.6 g이었으며, 옻나무추출물
또는 두충추출물은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본 인체적용시험에
사용한 제품은 단백질과 비특이적인 결합 및 피부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루시올이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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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제조되었으며,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시험에서 ILF-RE의
우루시올 불검출을 확인하였다.

이용하였으며, 지질대사 지표로는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TG),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

3. 평가 변수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지방간 지수인 fatty liver index(FLI),
hepatic steatosis index(HSI)를 이용하였다. FLI는 body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ALT, GGT이었으며, 2차 유효성

mass index(BMI), 허리둘레, TG, GGT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평가 지표는 간기능 지표로는 AST, alkaline phosphatase
(ALP), lactate dehydrogenase(LD), total bilirubin 수치를

0-1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waist circum ference  
  × BMI  
e × Logtriglycerides
× LogGGT
e
e
FLI  
× 
 × waist circum ference  
 × BMI  
  e × Logtriglycerides
× LogGGT
e
e

HSI(Hepatic steatosis index)는 ALT, AST, BMI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HSI   × ALTAST ratio  BMI  i f female   i f diabetes mellitus

안전성 평가 지표는 자·타각 증상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진단검사의학 검사, 활력징후를 이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전체 39.86±7.74세로 ILF-RE 섭취군

4. 자료 분석 및 통계 방법
프로그램은 Window용 SAS(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표
기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집단간 기저
치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은 chi-square test 또
는 Fisher’s exact test 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유효성 평가 변수는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의 변화에 대해
서 섭취군 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고, 시험군과 대조군간
차이에 대하여 independent t-test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각 섭취군 별로 섭취 전 대비 12주 시점의 유효성 평가 변
수의 변화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안전성 평가 변수는 인체적용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하여 전체와 섭취군 별로 빈도, 퍼센트로 요약
하였다. 섭취군 간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단검사
의학 검사와 활력징후 결과에 대하여 섭취군내 비교와 섭취군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섭취군내 비교의 경우, 기술통계량을 제시
하였으며 평균 변화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섭취군간 비교의 경우, 평균 변화에 대하여 independent
t-test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9.18±7.32세, placebo 섭취군 40.53±8.14세, 신장은 전
체 172.84±7.51 cm로 ILF-RE 섭취군 173.62±6.97 cm,
placebo 섭취군 172.07±8.01 cm, 체중은 전체 84.38±
12.77 kg로 ILF-RE 섭취군 84.91±11.89 kg, placebo 섭
취군 83.84±13.67 kg, BMI는 전체 28.17±3.40 kg/m2로
ILF-RE 섭취군 28.12±3.28 g/m2, placebo 섭취군 28.21±
2

3.54 kg/m , 허리둘레는 전체 95.60±7.99 cm로 ILF-RE
섭취군 95.70±7.07 cm, placebo 섭취군 95.50±8.87 cm
이었다. 연령,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는 두 섭취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축기혈압은 전체 127.97±9.53 mmHg로 ILF-RE 섭
취군 128.23±8.99 mmHg, placebo 섭취군 127.70±10.10
mmHg, 이완기혈압은 전체 84.34±9.34 mmHg로 ILF-RE
섭취군 84.48±8.09 mmHg, placebo 섭취군 4.20±10.51
mmHg, 맥박수는 전체 77.36±11.73 회/분으로 ILF-RE
섭취군 77.07±11.45 회/분, placebo 섭취군 77.65±12.08
회/분이었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는 두 섭취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LT는 전체 62.49±19.26 U/L로 ILF-RE 섭취군 60.93
±17.09 U/L, placebo 섭취군 64.05±21.25 U/L, GGT는
전체 71.71±40.75 U/L로 ILF-RE 섭취군 71.12±40.02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본 시험에 참여하여 1회 이상 인체적용시험 제품을 섭취한
연구대상자는 총 120명이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114명이 남성
으로 ILF-RE 섭취군 59명, placebo 섭취군 55명이었으며,
6명이 여성으로 ILF-RE 섭취군 1명, placebo 섭취군 5명이
었다.

U/L, placebo 섭취군 72.30±41.80 U/L, alpha fetoprotein
(AFP)은 전체 3.26±1.77 ng/mL로 ILF-RE 섭취군 3.20
±1.43 ng/mL, placebo 섭취군 3.32±2.07 ng/mL, HBs
Ag은 전체 0.48±0.10 COI로 ILF-RE 섭취군 0.49±0.10
COI, placebo 섭취군 0.47±0.09 COI, anti-HBs는 전체
190.79±292.45 mIU/mL로 ILF-RE 섭취군 179.16±
294.31 mIU/mL, placebo 섭취군 202.41±292.58 mIU/mL,
anti-HBc IG M은 전체 0.09±0.02 COI로 ILF-RE 섭취군
0.09±0.02 COI, placebo 섭취군 0.09±0.02 COI,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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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omparison Between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Group and Placebo Group
†

ILF-RE* group (n=60)

Placebo group (n=60)

Total (n=120)

p-value

Sex (M/F)

59/1

55/5

114/6

0.207

Age (years)

39.18±7.32

40.53±8.14

39.86±7.74

0.341

Height (cm)

173.62±6.97

172.07±8.01

172.84±7.51

0.260

Weight (kg)

84.91±11.89

83.84±13.67

84.38±12.77

0.651

28.12±3.28

28.21±3.54

28.17±3.40

0.888

§

2

BMI (kg/m )
∥

‡

WC (cm)

95.70±7.07

95.50±8.87

95.60±7.99

0.893

SBP¶ (mmHg)

128.23±8.99

127.70±10.10

127.97±9.53

0.761

DBP (mmHg)

84.48±8.09

84.20±10.51

84.34±9.34

0.869

Pulse rate (times/min)

77.07±11.45

77.65±12.08

77.36±11.73

0.787

60.93±17.09

64.05±21.25

62.49±19.26

0.378

71.12±40.02

72.30±41.80

71.71±40.75

0.874

3.20±1.43

3.32±2.07

3.26±1.77

0.722

#

**

ALT

(U/L)

GGT†† (U/L)
∥∥

AFP

(ng/mL)

HBs Ag (COI)

0.49±0.10

0.47±0.09

0.48±0.10

0.272

Anti-HBs (mIU/mL)

179.16±294.31

202.41±292.58

190.79±292.45

0.665

Anti-HBc Ig M (COI)

0.09±0.02

0.09±0.02

0.09±0.02

0.901

Anti-HCV (COI)

0.10±0.02

0.10±0.03

0.10±0.02

Alcohol (n, %)

46 (76.67)

42 (70.00)

88 (73.33)

Alcohol (units/week)

10.13±6.72

11.33±6.18

10.70±6.46

0.384

Smoking (n, %)

26 (43.33)

32 (53.33)

58 (48.33)

0.273¶¶

Smoking (pieces/day)

14.19±5.38

13.19±7.47

13.64±6.58

0.568

0.520
¶¶

0.4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umber (%).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analyzed by Fisher’s
exact test; ¶¶analyzed by chi-square test;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lanine transaminase; ††gamma-glutamyl transferase; ∥∥alpha fetoprotein.

HCV는 전체 0.10±0.02 COI로 ILF-RE 섭취군 0.10±0.02
COI, placebo 섭취군 0.10±0.03 COI이었다. ALT, GGT,
AFP, HBs Ag, anti-HBs, anti-HBc Ig M, anti-HCV는
두 섭취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주자는 전체 88명으로 ILF-RE 섭취군 46명, placebo
섭취군 42명이었다. 음주자의 주 평균 음주량은 10.70±6.46
units 이었다. 흡연자는 전체 58명으로 ILF-RE 섭취군 26
명, placebo 섭취군 32명이었다.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은 13.64±6.58 개였다. 음주량과 흡연량은 두 섭취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유효성 평가
1) 간기능 평가 지표 결과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 ALT 수치는 ILF-RE 섭취군이
59.67±18.33 U/L와 48.47±17.90 U/L, placebo 섭취군이
62.63±21.33 U/L와 60.47±22.96 U/L이었다. ILF-RE
섭취군의 ALT 수치가 군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p<0.001), 두 섭취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 GGT 수치는 ILF-RE 섭취군이 69.89±41.04
U/L와 58.67±34.30 U/L, placebo 섭취군이 64.19±34.76
U/L와 62.41±32.62 U/L이었다. ILF-RE 섭취군의 GGT

Table 2. Comparison of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 related to Liver Function between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Group and Placebo Group
ILF-RE⁎ group (n=45)

Placebo group (n=43)

p-value ‡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value †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value†

59.67±18.33

48.47±17.90

-11.20±14.49

<0.001

62.63±21.33

60.47±22.96

-2.16±25.90

0.588

0.049

GGT (U/L)

69.89±41.04

58.67±34.30

-11.22±19.21

<0.001

64.19±34.76

62.41±32.62

-1.78±19.38

0.551

0.024

AST¶ (U/L)

34.24±8.45

29.32±9.34

-4.92±7.97

<0.001

35.86±10.30

35.17±10.51

-0.69±12.24

0.713

0.060

ALP (U/L)

70.67±19.16

65.57±14.99

-5.09±15.09

0.029

72.95±18.04

70.16±19.81

-2.79±14.86

0.225

0.473

LD** (U/L)

155.73±33.19 145.48±24.70

-10.26±23.56

0.006

159.67±26.99 152.53±20.94

-7.14±26.02

0.079

0.557

0.02±0.29

0.597

0.13±0.25

0.001

0.062

ALT§ (U/L)
∥

#

Total bilirubin
(mg/dL)

1.02±0.31

1.04±0.27

1.00±0.30

1.13±0.3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
‡
§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analyzed by paired t-test;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alanine
∥
¶
#
transaminase; gamma-glutamyl transferase; aspartate transaminase; alkaline phosphatase; **lact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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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Change from baseline in alanine transaminase (A) and gamma-glutamyl transferase (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p-value compared to placebo.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수치가 군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두 섭취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GGT의 변화량은 ILF-RE

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AST

섭취군이 –11.22±19.21 U/L, placebo 섭취군이 –1.78±

수치는 ILF-RE 섭취군이 34.24±8.45 U/L와 29.32±9.34
U/L, placebo 섭취군이 35.86±10.30 U/L와 35.17±10.51

19.38 U/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Figure 2).

U/L이었다. ILF-RE 섭취군의 AST 수치가 군내에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01). ALP 수치는 ILF-RE 섭취군이
70.67±19.16 U/L와 65.57±14.99 U/L로 군내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LD 수치는 155.73±33.19
U/L와 145.48±24.70 U/L로 군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1). ALT의 변화량은 ILF-RE 섭취군이 –11.20±14.49
U/L, placebo 섭취군이 –2.16±25.90 U/L로 통계적으로 유

2) 지질대사 지표와 지방간 지표 결과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 지질대사지표를 비교한 결과, TG가
ILF-RE 섭취군이 218.87±124.04 mg/dL와 193.56±
107.42 mg/dL, placebo 섭취군이 207.58±131.68 mg/dL
와 237.52±134.79 mg/dL로 두 섭취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

Table 3. Comparison of Outcomes Related to Lipid Metabolism and Fatty Liver between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Group and Placebo Group
ILF-RE* group (n=45)
Total
Cholesterol
(mg/dL)

Placebo group (n=43)

p-value‡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value†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value†

225.09±29.10

219.20±32.19

-5.89±27.64

0.160

216.23±43.51

221.57±45.02

5.33±34.06

0.311

0.093

0.174

207.58±131.68 237.52±134.79

29.94±92.23

0.039

0.020

TG§ (mg/dL) 218.87±124.04 193.56±107.42 -25.30±122.96
∥

HDL-C
(mg/dL)

44.93±8.44

45.03±7.73

0.10±6.56

0.920

45.07±8.64

45.62±9.87

0.55±4.69

0.446

0.710

134.29±27.12

136.87±26.10

2.58±24.72

0.488

125.14±31.14

129.63±34.87

4.49±24.54

0.237

0.716

FLI

71.46±18.58

64.94±19.56

-6.52±10.41

<0.001

70.63±20.11

70.62±20.26

0.00±10.12

0.998

0.004

HSI**

32.49±2.69

32.59±2.66

0.11±0.93

0.451

33.03±3.25

33.39±3.35

0.35±1.28

0.078

0.303

¶

LDL-C
(mg/dL)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analyzed by paired t-test;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triglyceride;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atty liver index; **hepatic steatosis index.

A

B

Figure 3. Change from baseline in triglyceride (A) and fatty liver index (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p-value compared to placebo. ILF-RE,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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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두충추출혼합물(ILF-RE)의 간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인체적용시험

Table 4. Comparison of Adverse Event and Skin Prick Test Between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Group and Placebo Group
ILF-RE* group (n=60)

Placebo group (n=60)

Total (n=120)

Adverse event
SPT‡

4 (6.67)

6 (10.00)

10 (8.33)

Positive

0

0

0

Negative

60 (100.00)

60 (100.00)

120 (100.00)

p-value

†

0.50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analyzed by chi-square test; ‡skin prick test.

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1명에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1건이었다. 두 섭취군 간 이상반

차이가 없었다. 지방간 지표 중에서 FLI는 ILF-RE 섭취군이

응 발생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1.46±18.58 점과 64.94±19.56 점, placebo 섭취군이
70.63±20.11 점과 70.62±20.26 점이었다. ILF-RE 섭취

연구대상자들의 인체적용시험 제품에 의한 피부 팽진 또는
발적의 발생 유무를 관찰한 피부 단자 검사에서는 전체 연구

군의 FLI 점수가 군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대상자 120명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Table 4).

두 섭취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G의 변화량은 ILF-RE 섭취군이 –25.30±122.96 mg/dL,

2) 혈액검사 결과

placebo 섭취군이 29.94±92.23 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비교한 결과,
적혈구(red blood cell, RBC) 수치는 ILF-RE 섭취군이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FLI 변화량은 ILF-RE 섭취군
이 –6.52±10.41 점, placebo 섭취군이 0.00±10.12 점으

5.21±0.34 M/ul와 5.16±0.36 M/ul, placebo 섭취군이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3,

5.23±0.44 M/ul와 5.26±0.43 M/ul로 두 섭취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32), ILF-RE 섭취

Figure 3).

군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7).

3. 안전성 평가

hematocrit 수치는 ILF-RE 섭취군에서 47.59±2.89 %와
47.08±3.19 %로 감소하였으나 placebo 섭취군과 비교할 때

1) 이상반응과 피부단자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46). platelet 수치는

전체 연구대상자 120명 중 9명에서 14건의 경증 이상반응

ILF-RE 섭취군에서 259.55±49.68 K/ul와 249.91±40.90
K/ul로 감소하였으나 placebo 섭취군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

이 있었는데, ILF-RE 섭취군 4명에서 7건, placebo 섭취군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26). 백혈구(white blood cell,

5명에서 7건이었다. 인체적용시험 제품 섭취와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된 건은 ILF-RE 섭취군에서 만성 위염 1건, placebo
섭취군에서 설사 1건, 급성 위염 1건 및 코 염증 1건의 총 4

WBC), hemoglobin(Hb), total protein, albumin,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 glucose, creatine kinase(CK),

건이었다. 1명에서 1건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placebo 섭취군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hs-CRP), specific

Table 5. Comparison of Laboratory Test Related to Safety between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Group and Placebo Group
ILF-RE* group (n=60)
Baseline

12 week

§

6.73±1.43

∥

RBC (M/ul)

5.21±0.34

Hemoglobin (g/dL)

15.73±0.96

WBC (K/ul)

Placebo group (n=60)

Change value

p-value

6.85±1.59

0.12±1.40

5.16±0.36

-0.05±0.20

15.71±1.00

†

†

p-value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value

0.503

6.67±1.19

6.84±1.71

0.17±1.66

0.440

0.874

0.057

5.23±0.44

5.26±0.43

0.03±0.20

0.267

0.032

-0.03±0.51

0.671

15.73±1.09

15.86±1.11

0.13±0.56

0.077

0.108

47.60±3.36

0.02±2.08

0.946

0.146

0.007

0.926

Hematocrit (%)

47.59±2.89

47.08±3.19

-0.51±1.89

0.041

47.58±3.56

Platelet (K/ul)

259.55±49.68

249.91±40.90

-9.64±25.89

0.006

256.65±46.58

Total Protein (g/dL)

7.48±0.32

7.47±0.34

-0.01±0.34

0.831

7.45±0.39

7.49±0.41

0.03±0.35

0.458

0.493

Albumin (g/dL)

4.58±0.18

4.54±0.19

-0.04±0.18

0.069

4.56±0.27

4.54±0.26

-0.03±0.21

0.367

0.611

14.26±3.14

13.69±3.51

-0.57±2.86

0.128

14.11±3.05

16.43±22.79

2.32±22.53

0.428

0.328

¶

BUN (mg/dL)

247.45±48.73 -9.20±25.35

Creatinine (mg/dL)

0.95±0.11

0.94±0.10

-0.01±0.10

0.541

0.95±0.13

0.94±0.14

-0.01±0.09

0.435

0.926

Glucose (mg/dL)

106.20±11.71

106.19±9.66

-0.01±9.10

0.993

107.67±16.51

108.62±14.03

0.95±12.66

0.562

0.633

0.295

163.68±120.00 149.26±84.72 -14.42±94.57

#

0.242

0.155

hs-CRP** (mg/L)

CK (U/L)

151.92±89.88 182.14±273.29 30.22±221.44
1.40±1.99

1.51±1.82

0.11±2.52

0.746

1.96±3.97

1.64±1.84

-0.32±4.00

0.538

0.487

Specific gravity

1.03±0.00

1.03±0.01

0.00±0.01

0.072

1.03±0.00

1.03±0.01

0.00±0.00

0.183

0.556

pH value

5.98±0.60

6.16±0.74

0.17±0.78

0.095

5.89±0.61

6.06±0.70

0.17±0.84

0.127

0.983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
‡
§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analyzed by paired t-test;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white blood
∥
¶
#
cell; red blood cell; blood urea nitrogen; creatine kinase;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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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Vital Signs Related to Safety between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Group and Placebo Group
ILF-RE* group (n=60)

Placebo group (n=60)

Change value p-value†

12 week

p-value‡

12 week

§

128.23±8.99

127.00±8.77

-1.23±9.24

0.305

127.70±10.10 126.31±10.69

-1.39±9.55

0.265

0.928

DBP (mmHg)

∥

84.48±8.09

83.40±8.84

-1.09±8.43

0.322

84.20±10.51

81.19±9.77

-3.01±9.15

0.014

0.233

Pulse rate
(times/min)

77.07±11.45

76.98±9.86

-0.08±8.71

0.941

77.65±12.08

76.22±10.54

-1.43±9.46

0.248

0.420

SBP (mmHg)

Baseline

Change value p-value†

Baselin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hus verniciflua Stokes with Latin name Lacca Sinica Exsiccata and Eucommia ulmoides Oliver
with Latin name Eucommiae Cortex Extract Combination; †analyzed by paired t-test;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gravity, pH 항목에서는 섭취군 내 및 두 섭취군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본 시험의 안전성 평가 지표 중에서 자·타각 증상 등 이상
반응 결과를 보면 경증 이상반응은 placebo 섭취군에서 설사
1건, 급성 위염 1건 및 코 염증 1건이 인체적용시험 제품 섭

3) 활력징후 결과

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섭취

연구대상자들의 활력징후인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를 중단하거나 치료 약물을 병용 투여하였다. ILF-RE 섭취
군에서 만성 위염 1건이 인체적용시험 제품과 관련이 있을 가

pressure, SBP), 이완기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
맥박수(pulse rate, PR)를 방문별로 실시하였으며, 인체적용
시험 제품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 활력징후 결과를 분석하였
다. DBP가 placebo 섭취군에서 84.20±10.51 mmHg와
81.19±9.77 mmHg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0.014), ILF-RE 섭취군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능성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증상이 2일 경과
후 자연 소실되어 취해진 조치는 없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placebo 섭취군에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1명 1건이 있었으
나, 본 인체적용시험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차이는 없었다(p=0.233). 다른 항목에서는 두 섭취군 간에

외의 모든 이상반응은 인체적용시험 제품의 섭취와 인과관계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안전성 평가 지표 중에서 진단검사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학 검사는 WBC, RBC, Hb, hematocrit, platelet, total
protein, albumin, BUN, creatinine, CK, hs-CRP,
specific gravity, pH 결과 값을 섭취 전과 섭취 12주 후를

Ⅳ. 고

비교한 결과에서 RBC를 제외하고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

찰

간 건강의 기능성을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의 바이오마커

의한 차이가 없었다. RBC도 ILF-RE 섭취군 및 placebo 섭
취군의 자체 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placebo 섭취군

중에서 ALT, GGT, AST, ALP, LD는 간세포, 담도계 손상

의 RBC 수치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아 임상적 의의는

을 확인하는 간 기능 관련 효소이며, bilirubin은 배설능의 지
표이다. 또한 total cholesterol, TG, HDL-C, LDL-C은 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안전성 평가 지표로서 활력징후는 SBP,
DBP, PR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SBP, DBP, PR 모두

17)

의 지방 수준 및 지방 대사를 평가하는 바이오마커이다 . 간

ILF-RE 섭취군과 placebo 섭취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능 검사의 바이오마커 중에서 ALT, AST는 ALP,
bilirubin에 비해 간세포 질환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

차이가 없었다. DBP가 placebo 섭취군에서 12주 복용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lacebo가 혈압에 영향을

18)

표이다 . 또한 GGT는 감염성 질환이나 혈청 간염을 제외하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임상적 의의를 부여하지는 않았

면 AST, ALT보다 더 민감한 지표이며, 뇌 질환, 당뇨병, 심
근경색, 협심증 등에서도 상승하므로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지

다. 본 시험에서 분석한 안전성 지표를 종합하면 ILF-RE는
placebo와 비교할 때 이상반응 발생 빈도 및 중증도, 진단검

19)

표이다 . GGT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남성은 고도 알코올 섭

사의학 검사, 활력징후의 지표에서 차이가 없어 복용시 안전

취, 여성은 지방간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에서는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복부 비만과 연관이 있

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옻나무는 식품공전상 줄기와 가지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제

20)

다 . 본 인체적용시험에서는 ILF-RE 섭취군이 간세포, 담

한적 원료로서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을 특

도계 손상과 관련된 지표인 ALT, GGT 및 간의 지방 대사를
평가하는 지표인 TG에서 placebo 섭취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정 식품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옻나무는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ILF-RE가 간세포, 담

려져 있다. 옻나무의 일반 성분으로는 urushiol, gallic acid,

도계, 간의 지방 대사 과정에 작용하여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
시키는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BMI, 허리둘

butin, sulfuretin, garbanzol, fisetine 등이 있다
. 옻
나무의 수액은 위장의 소화, 간의 어혈 및 심장의 정혈 기능

레, TG, GGT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지방간 지수인 FLI도 감

을 도와주며, 당뇨병, 부인병, 구충, 복통 및 빈혈의 치료에

소하였다. 이는 ILF-RE가 간기능 및 지질대사 지표의 감소
와 허리둘레, 체중 등의 신체 계측 지표의 개선을 통해 지방

사용되었다
. 최근에는 옻나무추출물 및 성분이 숙취해소
25)
, 항혈전 및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다양한 생

간의 중증도 감소에 유의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리활성 기능성이 제기되었으며 , 특히 간기능 개선 효과에

21,22)

23,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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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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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두충은 항산화, 항염증, 신경보호 활성을 가진 lignans,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ILF-RE

iridoids, phenolics, flavonoids 등의 화학 또는 제약 연구가

섭취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31-34)

이루어졌으며
, 특히 간 기능 개선의 약리학적 효능에 대
해서는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이 보고되었다35-38).
간 개선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간세포의 생존율을 증가
시키며, 단백질 합성을 도와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을
억제시킨다. 헛개나무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밀크씨
슬(엉겅퀴 종류, 마리아엉겅퀴)추출물은 간세포가 쉽게 파괴
되지 않도록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간 개선에 도움
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복분자추출분말,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도라지추출물, 유산균발효마늘추출물, 발효울금, 브로콜리스
프라우트분말, 곰피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댕댕이나
무열매추출분말의 11종이 있으며, 고시형기능성원료는 밀크
39)

씨슬추출물의 1종이 있다 . 본 원료는 옻나무를 열수추출 및
건조하여 옻나무추출물을 제조하고, 두충을 열수추출 및 건조
하여 두충추출물을 제조하였으며, 옻나무추출물과 두충추출
물을 1:1 의 비율로 혼합하여 최종 ILF-RE를 제조하였다.
본 원료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우루시올이 제거된 원료로서
ILF-RE에서 우루시올 불검출을 확인하였으며, 피부자극시
험과 피부감작성시험 결과에서도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비임
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옻나무추출물과 두충추출물 단독보다
는 1:1 혼합 시 간기능 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최종원료인 ILF-RE로 비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in vitro
에서 지방 축적 억제, 간세포내 지방합성 감소 및 산화적 스
트레스가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원료로 수행한 in

vivo에서 사염화탄소 및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간손상 동물 모
델에서 간보호 및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조직학적으로
도 간 손상을 완화시킴을 확인하였다. 동물 모델에 투여한 용
량은 120 mg/kg으로 인체 환산 용량은 하루 1.2 g이다
40-42)
.

Ⅴ. 결

론

본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혈청 ALT 수치가 45-135 U/L인
자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ILF-RE 1.2 g이 포함된 제품
3.6 g 또는 ILF-RE가 포함되지 않은 placebo 3.6 g을 복용
시키고 간기능 지표, 지질대사 지표, 지방간 지수, 이상 반응
발생 결과, 피부 단자 검사 결과,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 활
력 징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ILF-RE 섭취군은 placebo 섭취군에 비해 간기능 지
표인 ALT, GGT와 지질대사 지표인 TG, 지방간 지수인
FL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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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ve effect of Areca Semen and Toosendan Fructus mixture
in a chronic model of reflux esophagitis
Mi-Rae Shin1#, Jin A Lee1, Min Ju Kim1, Hyo-Jin An2, Seong-Soo Roh1*
1：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Pharma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clarify the effect of Areca Semen and Toosendan Fructus Mixture
(AT-mix) 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RE) in rats.
Methods：The antioxidant activity of AT-mix was measured through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vitro. CRE was induced in SD rats (5 weeks, male) by ligating the border forestomach and granular portion with
2-0 silk and the duodenum near the pyloric portion was covered with 2-mm wide piece of 18-Fr Nélaton catheter.
And then rats were treated AT-mix 200 mg/kg one daily for 14 days. The anti-oxidant and inflammatory protein
levels were evaluated using western blotting.
Results：Gross lesion of esophageal mucosa after AT-mix treatment showed a superior enhancement compared
with that of CRE control rats. AT-mix treatment strongly reduced both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DPPH, IC50 8.15±0.14 g/mL; ABTS, IC50 24.69±0.03 g/mL, repspectively). Levels of the NADPH
oxidase subunit including NOX4 and p22phox increased in CRE control rats. Otherwise, AT-mix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The activation of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led to significantly the
up-regulation of HO-1. The inhibition of IB phosphorylation led to NF-B inactivation. Subsequently, NF-B
inactivation significantly induced the decrease of COX-2, iNOS, TNF-, and IL-6 protein expressions.
Conclusion：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mix treatment can attenuate the esophageal mucosal
ulcer though inhibiting NF-B pathway and enhancing Nrf2/HO-1 pathway. Thus, the additional mechanism
study about AT-mix would need for the development as a safe herbal therapy for CRE. 1)
Key words : Areca Semen and Toosendan Fructus Mixture, chronic reflux esophagitis, esophageal mucosal ulcer,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Ⅰ. Introduction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which is
characterized by distinguishing symptoms such as

dysphagia and heartburn, develops when the reflux of
1)

gastric contents toward the esophagus . GERD is recently
the most popular gastrointestinal disorder encountered
2)

from various ages in gastroenterology practice . G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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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s more highly represented in USA and Europe than in
Asia in the past3). However, the prevalence of Korea

analgesic, and anti-allergic effects . However, health
disorders the association with repeated and continuous

among Asia has been recently increased in parallel

chewing habit of areca nut is a serious issue at

with the remarkable growth of obesity associated with
westernized or irregular eating habits, lack of exercise,

present28). Toosendan Fructus, the mature fruit of
Melia toosendan Sieb. et Zucc, has been used as

stress,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usage status

medicinal plant in China and Korea to treat gastritis,

4-6)

29,30)

of health-care utilization . The increased prevalence
of Korea caused by the economic burden because of

stomach ache, and cholecystitis
. Toosendan Fructus
was primally recorded in the Chinese pharmacology BEN

requiring long-term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CAO ZHENG and subsequently included in the People's

7)

31)

(PPIs) . Since the introduction of omeprazole in 1989,
PPIs for acid suppression are the cornerstone of

Republic
of
China
Pharmacopoeia .
Modern
pharmacological studies indicate that Toosendan

therapeutic strategy for GERD treatment8). As of 2015,

Fructus has an insecticidal effect and can treat

there are six PPIs (omeprazone, esomerazole,
lansoprazole, dexlansoprazole, pantoprazole, and

coccidiosis . Toosendan Fructus has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tibacterial, anti-H1N1 virus,

rabeprazole)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Food and

and analgesic effects33,34). In addition, Toosendan Fructus

9)

32)

35)

Drug Administration (FDA) . Despite their excellent
efficacy, PPIs have some limitations related to meal

can reduce the pain sensitivity . As mentioned above,
major effects of Arecae Semen and Toosendan Fructus

timing (preprandial dosing), an slow expression of

are considered with the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10,11)

medical effect, and their short plasma half-lives
.
Long-term use of high-dose PPIs led to possible risk

and analgesic activities.
Accordingly, Areca Semen and Toosendan Fructus

of fractures of the hip, wrist, and spine. Moreover, it

Mixture (AT-mix) may alleviate effectively esophageal

associated with hypomagnesemia, acute interstitial
nephritis, and vitamin B12 deficiency12,13). Accordingly,

mucosal ulcer 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aused by
oxidative stress. However, the protective mechanism of

the current researches are focused on a new and

AT-mix treatment in esophageal mucosal ulcer by

rational approach about medical herbs or their mixture
which can satisfy both the great drug efficacy and safe

chronic reflux has not yet been reported. Therefore, we
investigated whether AT-mix will exert the protective

use of long term14-16).

effect through Nrf2–mediated anti-oxidative function

Oxidative stress (OS) harmfully affects esophageal
mucous membrane through overproduction of the

in a chronic model of reflux esophagiti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cluding superoxide
anions, hydrogen peroxide and induces chronic reflux
esophagitis17,18). OS deteriorates when there is an
excessive generation and inefficient scavenging of
19)

ROS . Therefore, a redox balance is referred to as the
cellular biochemical process for a maintenance of
homeostasis. Nuclear factor 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is essential modulator of redox status and
cellular detoxification responses is reported to bind
promoters of antioxidant genes to promote antioxidant
20-22).

enzymes expression
Furthermore, Nrf2 also plays
a key role in improving inflammatory response,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activation of nuclear factor
)

kappa B (NF-B) pathway23 . Hence, Nrf2 has been
revealed to be one of possible therapeutic targets for
various disorders24).
Arecae Semen, the fruits of Areca catechu L.
(Arecaceae), widely distributed in South and Southeast
Asia. It has been used as the treatment agent for the
improvement of gastrointestinal motor function including
functional dyspepsia25,26). In addition, it has various
pharmac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tibacterial, anti-parasitic, antifungal,

Ⅱ. Materials and Methods
1. Experimental materials
The protease inhibitor mixture solution and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 were purchased from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 (PMSF) was purchased
from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The pierce
bicin choninic acid (BCA) protein assay kit was
obtained from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 and
pure nitrocellulose membranes were supplied by GE
Healthcare (Chicago, IL, USA). Rabbit polyclonal
antibodies against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heme oxygenase-1 (HO-1),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1/2 (GPx1/2), p22phox; Goat polyclonal antibodies against tumor
necrosis factor- (TNF-), interleukin-6 (IL-6),
interleukin-1 (IL-1); mouse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Nuclear factor-kappa B p65 (NF-Bp65),
B
phosphorylated
inhibitor
of
(p-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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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oxygenase-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histone, and -actin were purchased
from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extract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modified
method of Re et al.37). ABTS stock solution was dissolved

USA). Rabbit polyclonal anti-reduce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oxidase 4 (NOX4) was

cation (ABTS) was produced by reacting ABTS stock
solution with 2.45 mM potassium persulfate and

purchased from LifeSpan BioSciences (Seattle, WA,

allowing the mixture to stand for 14 h at room

United States). Rabbit anti-goat, goat anti-rabbit, and
goat anti-mouse immunoglobulin G (IgG) horseradish

temperature in the dark. The ABTS solution was
diluted with ethanol to obtain an absorbance of 0.70 ±

peroxidase

(HRP)-conjugated

secondary

in water to a 7.4 mM concentration. The ABTS radical

antibodies

0.02 at 415 nm. After adding 1.0 mL of diluted ABTS

were acquired from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All other chemicals and

solution (A415 nm = 0.70 ± 0.02) to 0.01 mL of
sample, the mixture was left at room temperature for

reagents were purchased from Sigma-Aldrich (St

30 min in the dark. The absorbance at 415 nm was

Louis, MO, USA).

measured using a microplate reader. The blank was
prepared in the same manner, except distilled water

2. Test material
Areca Semen and Toosendan Fructus were purchased

was

used

instead

of

the

sample.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calculated as a percentage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from Ominherb Co. (Youngcheon, Korea). A voucher
herbarium specimen has been deposited at the Herbarium
of Daegu Haany University and was identified b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
(Asample/Ablank)] × 100

Seong-Soo Roh, the herbarium leader of Daegu Haany
University. Dried Areca Semen (15 g) and Toosendan
Fructus (15 g) mixture (AT-mix) boiled with distilled

5. Experimental animals and treatment

water (300 mL) at room temperature for 2 h and the

Anim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ccording to

solvent was evaporated in vacuo to give an extract with
a yield of 9.7% by weight, of the original AT-mix.

the “Guidelines for Animal Experimentation” 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of the Daegu Haany
University with certificate number DHU2019-129.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our-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B.W. 135
- 145 g) were purchased from Daehan Bio Link

Antioxidant activity determination of AT-mix was

(Eumseong, Korea). Rats were maintained under a

performed b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cording
to the method of Hatano et al.36). In microwells, 100 ㎕

12-h light/dark cycle, housed at a controlled
temperature (24±2oC) and humidity (about 60%). After

of an ethanolic solution of the sample (blank: 100 ㎕ of

adaptation (1 week), the rats were fasted for 18 h prior

ethanol) was added to an ethanolic solution of DPPH
(60 ㎛). After mixing gently and leaving to stand for

to surgical procedures and kept in raised mesh-bottom
cages to prevent coprophagy. And then rats were

30 min at room temperature, the optical density was

anaesthetized with an injection of Zoletil at 0.75

determined using a Microplate Reader, model infinite
M200 PRO (Tecan, Switzerland). The mixture was

mg/kg (Virbac S.A. France). The CRE model was
developed by following the methods proposed by

measured spectrophotometrically at 540 nm. The

Omura et al.38). A midline laparotomy was performed

antioxidant activity of each sample was expressed in
terms of the IC50 (micromolar concentration required to

to expose the stomach and the transitional region (i.e.,
limiting ridge) between the fundus and the glandular

inhibit DPPH radical formation by 50%) calculated from

portion of the stomach was ligated with 2–0 silk thread

the log-dose inhibition curve.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calculated as a percentage using the

in order to restrict the compliance of the stomach,
which led to the reflux of gastric contents into the

following equation:

esophagus. Additionally, a latex ring (2 mm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

thickness; ID, 4 mm, made from 18-Fr Nélaton
catheter) was placed around the pyloric sphincter so as

(Asample/Ablank)] × 100

to restrict the emptying of gastric contents. Rats were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different

injected with gentamicin sulfate (antibiotic, subcutaneously
injection) and dexamethasone (anti-inflammatory
agent, subcutaneously injection) for 3 days to prevent
infection. After surgery, the rats fasted for a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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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h but water was provided 24 h after surgery. All
animals had an operation adjustment for 7 days after

and histone) and overnight at 4℃. After the blots were
washed, they were incubated with anti-rabbit or

surgery. At 21 days (an operation adjustment period; 7

anti-mouse IgG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y

days + drug treatment period; 14 days) after surgery,
rats were sacrificed and the esophageal tissues were

for 1 h at room temperature. In addition, 8 g
proteins of each cytosol fraction of SOD, GPx-1/2,

obtained for further processing and analysis. Rat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normal and CRE control
groups were given water, while the drug group was

HO-1, COX-2, iNOS, TNF-, IL-6, IL-1β
, NOX4,
phox
p22 , and β
-actin were electrophoresed through
8-15% SDS-PAGE. Each antigen-antibody complex

orally administered AT-mix at a dose 200 mg/kg body

was visualized using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weight daily using a stomach tube for 14 days (n=8 in
each group). The entire esophagus was removed

Reagents and detected by chemiluminescence with
Sensi-Q 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immediately and examined for gross mucosal injury.

Gyeonggi-do, Korea). Band densities were measured

The esophageal tissue was immediately frozen in liquid
nitrogen and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by vena

using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 and quantified as the ratio to histone or

cava puncture from anesthetized rats. Subsequently,

β
-actin. The protein levels of the groups are expressed

o

the esophagus and serum were kept at -80 C until
analysis.

relative to those of the normal rat (represented as 1).

8. Statistical analysis
6. Preparation of cytosol and nuclear fractions
Protein extracti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39)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r SEM).
Significance was assessed by one-way analysis of

method of Komatsu with minor modifications .
Esophageal tissues for cytosol fraction were homogenized

variance (ANOVA) followed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method using SPSS version 22.0

with ice-cold lysis buffer A (250 mL) containing 10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 Values of p <

mM HEPES (pH 7.8), 10 mM KCl, 2 mM MgCl2, 1 mM
DTT, 0.1 mM EDTA, 0.1 mM PMSF, and 1,250 L

0.05 were considered significant.

protease inhibitor mixture solution. The homogenate
o

incubated at 4 C for 20 min. And then 10% NP-40 was
added and mixed well. After centrifugation (13,400×g
for 2 min at 4oC) using Eppendorf 5415R (Hamburg,
Germany), the supernatant liquid (cytosol fraction)
was seperated new e-tube. The left pellets were washed
twice by buffer A and discard the supernatant. Next,
the pellets were suspended with lysis buffer C (20 mL)
containing 50 mM HEPES (pH 7.8), 50 mM KCl, 300
mM NaCl, 1 mM DTT, 0.1 mM EDTA, 0.1 mM PMSF,
1% (v/v) glycerol, and 100 L protease inhibitor mixture
solution suspended and incubated at 4oC for 30 min.
After centrifugation (13,400 ×g for 10 min at 4oC),
the nuclear fraction was prepared to collect the
supernatant. Both cytosol and nuclear fractions were
kept at -80oC before the analysis.

Ⅲ. Results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wo analysis methods (such as DPPH and ABTS
methods) were performed to confirm antioxidant
activity of AT-mix. IC50 (g/ mL) represent half
maximal concentration of tested compounds to scavenge
DPPH and ABTS radical. As shown in Figure 1, the
IC50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T-mix
was found at 8.15±0.14 g/ mL and the IC50 value of
ascorbic acid as a positive control was 1.11±0.03 g/
mL. The calculated IC50 value of AT-mix against the
ABTS radical was determined to be 24.69±0.03 g/
mL and the IC50 value of ascorbic acid as a positive
control was 3.34±0.04 g/mL.

7. Immunoblotting analyses
For the estimation of Nrf2, NF-Bp65, and histone,
12 g of protein from each nuclear fraction was

2. Gross mucosal damage in the esophagus.

electrophoresed through 8-10% sodium dodecylsulfate

Normal rats had no detectable esophageal mucosa
lesions, whereas esophageal ulcers were readily apparent

polyacrylamide gel (SDS-PAGE). Separated proteins
were transferred to a nitrocellulose membrane, blocked

in the middle or distal esophagus of CRE control rats.

with 5% (w/v) skim milk solution for 1 h, then

As compared to the normal rats, CRE control rats
exhibited basal layer thickening and esophagus length

incubated with primary antibodies (Nrf2, NF-Bp65,

decreased and enlarged. Moreover, esophagus muc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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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er is severe. On the other hand, the AT-mix rats remarkably alleviated an extensive damage (Figure 2).

Figure 1.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T-mix. AT-mix, water extract of Areca Semen and Toosendan Fructus Mixture.
Data are mean ± SEM. Each experiment was run in triplicate.

Figure 2. Representative image in each group of esophageal mucosal ulcer after surgical induction of
CRE. A: Normal rat; B: CRE control rat; C: AT-mix-treate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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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ophageal NOX4 and p22phox protein

increase. Otherwise, AT-mix treatment had significantly
down-regulated NADPH oxidase (Figure 3).

expressions.
An important cellular source of ROS is the NADPH
oxidase family. The protein expressions of both NOX4
phox

and p22
(the markers of NADPH oxidase activity in
the esophageal tissues) were augmented in CRE control
rats. However, its change didn’t show a significant

4. Esophageal Nrf2, HO-1, SOD, Catalase,
and GPx-1/2 protein expressions.
As shown in Figure 4, the Nrf2 protein expression

phox

Figure 3. Esophageal NOX4 and p22
protein expressions. N, normal rats; Con,
CRE control rats; AT-mix, AT-mix 200 mg/kg body weight/day-treated CRE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 0.05 vs. CRE control rats.

Figure 4. Esophageal Nrf2, HO-1, SOD, Catalase, and GPx-1/2 protein expressions. N, normal rats; Con, CRE control rats;
#
##
AT-mix, AT-mix 200 mg/kg body weight/day-treated CRE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0.05, P <0.01
vs. normal rats and *P <0.05, **P <0.01 vs. CRE contro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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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sophageal p-I  B  and NF-  Bp65 protein expressions. N, normal
rats; Con, CRE control rats; AT-mix, AT-mix 200 mg/kg body weight/day##
###
treated CRE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0.01, P <0.001
vs. normal rats and *P <0.05 vs. CRE control rat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RE control rats compared

iNOS,

TNF-α
, and

IL-6.

In

addition,

AT-mix

with normal rats, whereas AT-mix treatment significantly

administration reduced nearly to normal levels or

up-regulated Nrf2 expression. CRE control rats
significantly showed decreased expressions of HO-1,

below in levels of COX-2, iNOS, and IL-6. However,
IL-1 didn’t exhibit a significant change.

SOD, Catalase, and GPx-1/2 in esophagus compared
with normal rats; however AT-mix administration
up-regulated all four antioxidant enzymes compared

Ⅳ. Discussions

with CRE control rats. Especially, HO-1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Figure 4).

GERD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and causing a
considerable economic impact. Reflux esophagitis (RE),
which is known as the early stage of GERD can be

5. Esophageal p-Iκ
Bαand NF-κ
Bp65
protein expressions.
The protein levels of the oxidative stress-related
proteins, such as p-IκBαand NF-κ
Bp65, were examined.
As shown in Figure 5, the protein levels of p-Iκ
Bαand
NF-κ
Bp65 increased in the esophagus of CRE control
rats, whereas these elevated levels significantly reduced
in AT-mix treated CRE rats.

principally diagnosed using esophageal pH value and
gastroscopy when the abnormalities of upper
gastrointestinal motility or the esophageal mucosa is
found40,41). Inflammatory mediators and other factors
can break down the esophageal mucosal barrier, lower
the esophageal peristalsis, and reduce the lower
esophageal sphincter pressure, ultimately leading to
42,43)

RE
. The pathogenesis of RE results from an
imbalance between a numerous natural defense
mechanisms and aggressive factors damaging the

6. Esophageal COX-2, iNOS, TNF-α
,
IL-6, and IL-1βprotein expressions.
We quantified COX-2, iNOS, TNF-α
, IL-6, and
IL-1βprotein expressions (Figure 6). The inflammationrelated protein expressions in CRE control rats were
significantly augmented in the esophagus compared
with normal rats. However, treatment with AT-mix
suppressed these proteins in the esophagus. Herein,
AT-mix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COX-2,

esophagus. The fundermental aggressive components
of gastric refluxate include acid, pepsin, pancreatic
enzymes, and bile cause inflammation, destruction of
the normal squamous epithelium of the esophagus,
and ulceration. In recent years, a number of studies
have detected that the occurrence of esophageal
mucosal injury in RE patien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oxidative stress factors44). Excessiv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re produced by mucosal epithe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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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sophageal COX-2, iNOS, TNF-α
, IL-6, and IL-1βprotein expressions. N, normal rats; Con, CRE control rats; AT-mix,
#
##
AT-mix 200 mg/kg body weight/day-treated CRE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0.05, P <0.01 vs. normal
rats and *P <0.05, **P <0.01 vs. CRE control rats.

of esophagus under stress due to gastric refluxate45,46).

oxidase like NOX4 and p22phox, otherwise these CRE-

Several herbals from Traditional Korea Medicine
have alleviated symptoms caused by inflammation.

related changes were reversed by AT-mix administration.
That is, the levels of NOX4 and p22phox significantly

Arecae Semen and Toosendan Fructus contain various

reduced in AT-mix group (Figure 3)

pharmacological effects, among those efficacy antiinflammatory and analgesic effect may exert the

The Nrf2 pathway, a major cellular defense pathway,
is known to regulate expression of enzymes involved in

protective effect on GERD including reflux esophagitis.

anti-oxidative stress response and detoxification and.

Accordingly, mixture of Arecae Semen and Toosendan
Fructus may be also possessed effects like anti-

Nrf2 in the cytoplasm under normal physiological
conditions translocates into nucleus and binds to the

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algesic activities.

antioxidant response elements (ARE) of target genes

Hence, we investigated the theraputic effect of AT-mix
via inhibiting oxidative stress in a chronic model of

when cells are exposed to oxidative stress . And then
Nrf2 leads to the transcription of antioxidant enzyme

reflux esophagitis.

including HO-1, SOD, Catalase, and GPx50). Many

Free radicals are a key factor of reflux-caused
esophageal damage, since it has been shown that the

studies suggest that HO-1 which is the inducible
isoform of the first and rate-limiting enzyme of heme

treatment of the free-radical scavenger inhibited most

degrad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cluding cytoprotective

47)

49)

of free radicals in rats with esophagitis . The in vitro
antioxidant assays, such as DPPH and ABTS showed

and antioxidant, and anti-apoptotic activities in
inflammatory diseases of the upper (esophagus and

that the supplementation of AT-mix could alleviate

stomach) and lower (intestine) gastrointestinal tract51).

CRE-induced oxidative stress in the esophagus of rats
(Figure 1). Moreover, the NADPH oxidase family is an

SOD and Catalase are actually considered to be the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free radical attack. SOD

important cellular source of ROS. Previous study has

interacts with superoxide radical (O2−) to form H2O2,

reported that pharmacological suppression of NADPH
oxidase activity prevents tissue apoptosis48). These

which is subsequently catabolised by Catalase or GPx
to H2O. In this study, the oral administration of

findings indicate that NADPH oxidases may be involved

AT-mix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CRE

to apoptosis of esophageal tissue. In the current study,
CRE modeled rats showed up-regulation of NADPH

control rats, otherwise all three of SOD, Catalase, and
GPx showed an increased tendancy witho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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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This suggests that the treatment of ATmix may effectively scavange ROS though up-regulating

release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and cytokines.
Consequently, AT-mix ameliorated esophageal mucosal

the expression of HO-1 via Nrf2 activation. Inflammation

ulcer in a chronic model of reflux esophagitis.

promotes ROS generation, and the over-expression of
ROS leads to lipid peroxidation, which may cause
52)

serious cell damage . ROS can also trigger the NF-B
pathways, as well as promote the expression of

Ⅴ. Conclusions

inflammatory factors such as NO, TNF-, and IL-6,

In summary,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AT-mix may exert anti-inflammatory activity by

thus exacerbate the inflammatory response. The NF-B
pathway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key inflammatory
signaling pathway, which is involved in immune and
inflammatory responses in vivo, including apoptosis,
53)

cell adhesion, and cytokine production, etc. . Growing
evidence suggests that the NF-B pathway mediates
inflammatory processes by regulating the expression
of the inflammatory response genes (COX-2 and iNOS)
and various pro-inflammatory cytokines54). p65, a member
of the NF-B protein family, is activated under ROS
stimulation, resulting in nuclear translocation and the
production of various pro-inflammatory factors (TNF-,
IL-6, IL-1, COX-2, and iNOS, etc.), thereby
55)
accelerating the inflammatory process . Hence, the
expression of p65 can effectively reflect the degree of
NF-B activation, and inhibiting the activation of the
53)

NF-B pathway can exert anti-inflammatory effects .
In this study, AT-mix inhibited p65 nuclear
translocation though inhibition the phosphorlyation of
IB. These suggest that anti-inflammatory effects
may be exerted by mediating the NF-B pathway.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AT-mix significantly
reduce the production of TNF- and IL-6, as well as
the expression levels of COX-2 and iNOS, suggesting
that AT-mix may exert an anti-inflammatory effect
by inhibiting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mediators. Herein, we found the interaction between
Nrf2 and NF-B. Absence of Nrf2 induces more
aggressive inflammation through activation of NF-B
and downstream pro-inflammatory cytokines. On the
other hand, activation of Nrf2-mediated anti-oxidative
signaling attenuates NF-B-mediated inflammatory
response56).
A recent study has shown that ROS are one of the
potent factors in the pathogenesis of esophageal
mucosal damage mediated by oxidative stress in an
experimental model of chronic reflux esophagitis. In
the present study, the administration of AT-mix
reduced the oxidative stress via suppressing NADPH
oxidase.

These

results

also

showed

anti-oxidant

effects through HO-1 increase by Nrf2 activation.
Furthermor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AT-mix
suggested that the inactivation of NF-B by blocking
the phosphorlyation of IB, led to the inhibition of the

suppressing the NF-B inflammatory pathways and
activating the Nrf2/HO-1 pathway to reduce the
release of inflammatory factors such as COX2, iNOS,
TNF-, IL-6, and IL-1.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AT-mix in a chronic model of reflux
esophagitis. These results can indicate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AT-mix into an effective antiinflamm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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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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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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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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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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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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