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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령인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뇌  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고1,2), 다른 질환과 달리 운동 장애나 신경

학  후유 장애가 나타나 사회  손실이 높기 때문에3) 많은 심

을 갖고 있다.

    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추 인 역할을 하는 장기로 

체 액량  18%(분당 50～60 ㎖/100 ㎎씩, 700～800 ㎖)를 공

받고4,5), 뇌 류량은 뇌 류압 ( 압)와 뇌 의 직경에 비례하기 

때문에6,7) 정상 으로 유지되기 해서는 뇌 류압과 뇌 의 직

경 변화가 유기 으로 작용해야 한다8). 뇌 류량의 감소는 뇌 안

에서 유발된 허 의 치, 기간, 정도에 따라 복잡한 과정이 발생

되는데9,10), 만약 뇌 류량이 20%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생화학  

반응들이 일어나 허 성 뇌손상이 유발되어 신경계 손상을 포함

한 뇌기능 장애나 뇌조직의 손상이 비가역 으로 나타난다4,11,12).

    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prostaglandin과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EDRF) 등으로 평활근이 이

완됨으로써 직경이 확장되게 되는데, prostaglandin은 세포막에서 

유리되는 arachidonic acid가 cyclooxygenase를 활성화시켜 생성되

고, cGMP는 EDRF  하나인 nitric oxide (NO)가 에서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증가됨으로써 이 확장된다13-16).

    四物湯은 陳의『太平惠民和劑局方』17)에 최 로 補血活血하

는 血病의 표  方劑18)로 수록되어 있고, 노화 방지19), 빈 20,21) 

  이완 효과
22) 등이 있어 血을 보충하고 조 함으로써23) 

肝腎不足이나 腎精虧虛로 인한 질병을 억제한다19).

    竹瀝은 나무과에 속한 솜 의 莖을 불에 구어서 빼낸 液

汁24)으로, 풍으로 인한 언어장애나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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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25)

, 약리 작용을 보면 평활근 이완작용과  확장작용
26)

, 상 동맥 류량 증가  좌심실 수축  이완 작용
27)

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뇌 류에 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정 등28)
은 石菖

蒲를, 강 등
29)

은 茴香을 이용하여 정상 흰쥐의 뇌 류역학 변

화를, 박 등30)
은 八物湯을 이용하여 뇌동맥 폐색으로 유발된 

뇌허  흰쥐의 불안정한 국소 뇌 류량  뇌연막동맥 직경 변

동을 안정 으로 개선되었음을 보고하 다. 죽력을 혼합한 혼합

물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김 등31,32)
은 나무 추출액

과 죽력을 혼합한 혼합물을 이용하여, 이 등
33)

은 육군자탕에 죽

력을 혼합한 혼합물을 이용하여  확장 억제제 등을 이용, 뇌

류역학의 작용기 을 보고하 다.

    그러나 사물탕과 죽력이  이완 등에 여하고, 죽력이 

타 약물과 혼합되었을 때 뇌 을 확장시켜 뇌허 에 이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물탕에 죽력을 혼합한 혼합

물을 이용한 연구는 하지 못하 다.

    이에 사물탕에 죽력을 혼합한 혼합물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과 평균 압에 미치는 효과와  확장 억제제인 인

도메타신과 메틸 블루를 처치한 후 변화되는 뇌 류역학을 

찰한 결과 유의성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동물

    동물은 체  300 g 내외의 웅성 Sprague-Dawley계 흰쥐를 

(주) 다물사이언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동물은 항온항습 

장치가 부착된 사육장에서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서 

실험실 환경 (실내온도 24±2℃, 습도 55±5%, 12시간 명암주기)에 

1주일 이상 응시킨 후 사용하 다.

 2) 약재

  (1) 四物湯

    실험에 사용된 四物湯은『方藥合編』34)
에 수록된 처방을 근

거로 동신 학교 부속 주한방병원에서 구입하 고, 사물탕의 

구성약물 분량  생약명24)은 다음과 같았다 (Table 1). 

Table 1. Prescription of Yukgunja-tang

Herbs Quantity (g)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5.0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5.0

川  芎 Cnidii rhizoma 5.0

當  歸 Angelicae gigantis radix 5.0

Totality 20.0

  (2) 竹瀝

    실험에 사용된 죽력
24) (Bambusae caulis in liquamen)은 죽력 

원액 (Original Bambusae Caulis in Liquamen, OBCL, 진 상사 

: 특허출원번호 제 98-400625호)을 죽력 량 비 10% 활성탄 

(200～250 mesh, Yakuri pure chemical Inc. Japan)으로 흡착시킨 

후 자체 제작한 상압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108℃에서 상압 증류

하여 유출되는 액 가운데 기와 후기 증류액 각각 10%를 제거

하고 간의 80%만을 취하 다. 황토 가마에서 고온 추출 공법

에 의하여 추출되었고 여과 정제된 정제 죽력의 물리 화학  특

성은 아래와 같았다(Table 2, 3, Fig. 1).

Table 2.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of BCL 

Item
Kind

content of 
soluble tar(%)

transparency
(680 ㎚)

pH
den-
sity

hue's demarcation
smell

L a b

OBCL 0.674 0.151 4.00 1.012 55.57 33.37 -15.11 burn

BCL 0.015 0.036 2.32 1.008 99.83 -0.22 1.22 burn

OBCL ; Original Bambusae Caulis in Liquamen, BCL ; Bambusae Caulis in Liquamen, L 
; degree of light and shade, a ; degree of red, b ; degree of yellow

Table 3. Chemical constituents of BCL

No RT (min) Mw (g) Compound Are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658
2.792
3.050
3.692
5.640
7.510
8.550
11.36
15.14
16.49
17.50
18.23
18.46
21.65
26.50

32
46
58
60
104
88
96
86
94
110
108
108
124
122
139

Methanol
Ethanol
Propanol
Acetic acid

Propananoic acid
Hydroxy buthanone
Furanaldehyde
Furanone
Phenol

Cyclopentanone
o-Cresol
m,p-Cresol
Mepoxyphenol
Dimethylphenol
Nitrophenol

-
△
△
○
△
-
-
-
-
-
-
-
-
-
-

RT : Retention time, Mw : Molecular weight, * - : non detect, △ : trace,  ○ : lager 
than 20,000 cps 

Fig. 1. Identification of BCL by Gaschromatography. 

2. 방법

 1) 시료의 조제

    四物湯 2첩 분량 (40.0 g)을 3,000 ㎖ 환  라스크에 증류

수 1,500 ㎖와 함께 120분 가열하고 탕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5,000 × g로 30분 원심 분리하여 상청액을 취하 다. 그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Japan)에 넣어 50.0 ㎖로 감

압 농축한 다음 죽력 1.0 ㎖을 혼합한 후 동결 건조시켜 6.88 g의 

건조분말 (Samul-tang Extract and Bambusae caulis in liquamen, 

SEB)을 얻었다.

 2) 정상 흰쥐의 뇌 류역학 변화 찰

  (1) 국소 뇌 류량 변화 측정

    흰쥐를 stereotaxic frame (DKI, U.S.A.)에 고정시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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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따라 두피를 개하여 두정골을 노출시킨 후 bregma의 4～

6 ㎜ 측방, -2～1 ㎜ 방에 직경 5～6 ㎜의 두개창 수술을 시행

하 다. 이때 두개골의 두께를 최 한 얇게 남겨 경막외 출 을 

방지하도록 하 다. Laser doppler flowmeter (Transonic 

Instrument, U.S.A.)용 needle probe (직경 0.8 ㎜)를 뇌 (두정

엽) 피질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stereotaxic micromanipulator를 

사용하여 뇌연막 동맥에 조심스럽게 근 시켰다. 일정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실험 차에 따라 사물탕합죽력의 건조분말 (SEB)

을 용량별 (0.01 ㎎/㎏, 0.1 ㎎/㎏, 1.0 ㎎/㎏,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국소 뇌 류량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을 각각 30분 동안 측정하 다35)
.

  (2) 평균 압 변화 측정

    흰쥐를 우 탄 (1 g/㎏, i.p.)으로 마취시킨 후 체온이 37～3

8℃로 유지될 수 있도록 heat pad 에 복와 로 고정시켰다. 사

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 용량 (0.01 ㎎/㎏, 0.1 ㎎/㎏, 1.0 ㎎/

㎏, 10.0 ㎎/㎏, i.p.)에 따른 평균 압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변화는 동물의 퇴동맥에 삽입된 polyethylene tube

에 연결된 pressure transducer (Grass, U.S.A.)를 통하여 MacLab

과 macintosh computer로 구성된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각각 30분 동안 측정하 다35).

 3) 정상 흰쥐의 뇌 류역학 변화에 미치는 기  찰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이 국소 뇌 류량  평균 압 변화

에 미치는 작용 기 을 알아보기 하여  확장 인자 억제제 

- prostaglandin의 생합성효소인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

도메타신 (indomethacin 1 ㎎/㎏, i.p., IDN, Sigma I7378), cyclic 

3',5'-guanosine monophosphate (cGMP)의 생합성효소인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 블루 (methylene blue 0.01 

㎎/㎏, i.p., MTB, Sigma M9140) - 를 (Fig. 2) 처치한 후 사물

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 용량 (0.01 ㎎/㎏, 0.1 ㎎/㎏, 1.0 ㎎/㎏, 

10.0 ㎎/㎏, i.p.)에 따라 변화되는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을 

각각 30분 동안 측정하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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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sms of action of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as inhibitors of cyclooxygenase and guanylate cyclase, respectively.

3. 통계처리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이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에 미

치는 효과를 각각 30분 단 로 합산 통계 처리하 고, 각 군 간

의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에 의하 으며, p-value는 0.05 

미만인 경우에만 유의성을 인정하 다.

결    과

1. 사물탕합죽력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에 

미치는 효과

    사물탕합죽력이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용량별 (0.01 ㎎/

㎏, 0.1 ㎎/㎏, 1.0 ㎎/㎏,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

는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을 찰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 기 치를 100.00±4.74%로 환산하 을 때, 사물탕합죽

력 건조분말 0.01 ㎎/㎏을 투여하 을 때의 국소 뇌 류량은 

109.27±5.99%로 기 치보다 증가되었고, 0.1 ㎎/㎏을 투여하 을 

때의 국소 뇌 류량은 123.48±4.65%로 기 치보다 유의성 

(P<0.01)있게 증가되었으며, 1.0 ㎎/㎏과 10.0 ㎎/㎏을 투여하

을 때의 국소 뇌 류량은 각가 131.24±2.34%와 141.52±5.89%로 투

여 용량에 비례하여 기 치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평균 

압 기 치를 100.00±2.60%로 환산하 을 때, 사물탕합죽력 건

조분말을 용량별로 투여하 을 때의 평균 압은 각각 

100.00±2.64%, 99.96±3.89%, 100.62±2.95%, 104.29±3.48%로 고용

량 투여시 기 치에 비해 증가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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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SEB on the rCBF and MABP in normal rats. SEB 
: Samul-tang Extract and Bambusae caulis in liquamen freeze dried powder, rCBF 

: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MABP :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of 6 experimen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0 ㎎/㎏ group (* ; p<0.05, ** ; p<0.01) 

2. 사물탕합죽력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 작용기  찰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로 변화된 국소 뇌 류량의 작

용기 을 알아보기 하여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로 유의

성 있게 증가된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을 조군으로,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을 처치한 다음 사물탕

합죽력 건조분말 투여로 변화된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을 

인도메타신 처리군으로,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 블

루를 처치한 다음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로 변화된 흰쥐

의 국소 뇌 류량을 메틸 블루 처리군으로 하 다.

    인도메타신을 처치하고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투여하

지 않았을 때의 국소 뇌 류량 기 치를 100.00±6.59%라 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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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인도메타신을 처치한 후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용량별 

(0.01 ㎎/㎏, 0.1 ㎎/㎏, 1.0 ㎎/㎏, 10.0 ㎎/㎏, i.p.)로 투여한 인

도메타신 처리군의 국소 뇌 류량은 각각 101.24±7.77%, 

113.14±8.45%, 121.45±8.84%, 128.74±8.71%로 투여 용량에 비례

하여 증가되었으나 조군의 국소 뇌 류량 변화보다는 유의성 

(P<0.05)있게 감소되었다.

    메틸 블루를 처치하고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투여하

지 않았을 때의 국소 뇌 류량 기 치를 100.00±4.62%라 하 을 

때, 메틸 블루를 처치한 후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용량별

로 투여한 메틸 블루 처리군의 국소 뇌 류량은 각각 

105.83±6.21%, 111.55±9.90%, 115.70±11.77%, 119.98±13.77%로 투

여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되었으나 조군의 국소 뇌 류량 변화

보다는 감소되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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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on the SEB-induced changes in rCBF in normal rats.  IDN Group 
: indomethacin (1 ㎎/㎏, i.p.) treated group, MTB Group : methylene blue (10 ㎍/

㎏, i.p.) treated group, Control Group : non-treated group.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of 6 experimen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5). Legends are the same as Fig. 3.

3. 사물탕합죽력이 정상 흰쥐의 평균 압 작용기  찰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시 변화되지 않은 평균 압과 

 확장 인자와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사물탕합죽력 건조

분말 투여시 나타난 정상 흰쥐의 평균 압을 조군으로, 인도

메타신을 처치한 다음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시 변화된 

정상 흰쥐의 평균 압을 인도메타신 처리군으로, 메틸 블루를 

처치한 다음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 투여시 변화된 정상 흰쥐

의 평균 압을 메틸 블루 처리군으로 하 다.

    인도메타신을 처치하고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투여하

지 않았을 때의 평균 압 기 치를 100.00±4.35%라 하 을 때, 

인도메타신을 처치한 후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용량별로 

투여한 인도메타신 처리군의 평균 압은 각각 99.70±3.86%, 

99.68±4.02%, 100.57±4.14%, 100.88±3.86%로 투여 용량에 비례하

여 조군의 변화보다 감소되었다.

    메틸 블루를 처치하고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투여하

지 않았을 때의 평균 압 기 치를 100.00±7.38%라 하 을 때, 

메틸 블루를 처치한 후 사물탕합죽력 건조분말을 용량별로 

투여한 메틸 블루 처리군의 평균 압은 각각 102.06±11.55%, 

102.55±11.22%, 104.68±11.57%, 105.30±1076%로 투여 용량에 비

례하여 증가되었고, 조군의 평균 압 변화보다 유의성 

(P<0.05)있게 증가되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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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on the SEB-induced changes in MABP in normal rats.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of 6 experiments. Legends are the same as Fig. 4.

고    찰

    四物湯은 陳의『太平惠民和劑局方』17)에서 부인들의 질환

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최 로 수록된 이후 補血活血하는 血病의 

표 인 方劑로 활용되었다
18). 사물탕을 구성하는 약물들의 효

능24)을 살펴보면 補血和血하여 血虛頭痛이나 眩暈 등에 활용되

는 當歸, 滋陰補血하여 心悸怔忡, 眩暈이나 耳鳴 등에 사용되는 

熟地黃, 養血柔肝하여 四肢攣急 등에 활용되는 白芍藥 그리고 活

血行氣하여 血虛頭痛이나 風濕痺證 등에 사용되는 川芎으로 구

성되어 최근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양물질 사의 근본인 을 

보충하고 조 하는 문 인 효능이 있는 처방23)으로 肝腎不足

이나 腎精虧虛로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노화를 방지

하는데 활용된다19).

    竹瀝
24)은 나무과에 속한 솜 의 莖을 불에 구어서 빼낸 液

汁으로, 신선한 竹稈을 30～50 ㎝로 잘라서 양끝의 마디를 제거하

고 새로로 쪼갠 것을 선반에 걸쳐 놓고 불로 구어 양끝에서 흘러

내린 액체를 말한다. 죽력은 淸熱豁痰하고 鎭痙通竅하여 풍으로 

인한 언어장애나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는 응 시 는  등에 

활용되며25)
, 흉통을 主訴症로 하는 순환기 질환에도 다용된다

36)
. 

    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추 인 역할을 하는 장기로 무

게는 체 의 2%에 해당되지만 체 액량에 있어서는 18%를 

공 받는다4)
. 공 되는 뇌 류량은 뇌 류압 ( 압)에 비례하고 

뇌  항에 반비례하는데, 뇌 류압은 평균 동맥압에 비례하

고, 뇌  항은 액의 도, 뇌 의 길이에 비례하며, 뇌

 직경의 4승에는 반비례하지만 주로 뇌 류압보다는 뇌 의 

직경에 더 많은 향을 받는다6,7). 정상 인 뇌 류량이 유지되기 

해서는 뇌 류압과 뇌 의 직경 변화가 유기 으로 작용해야 

한다. 즉, 압이 하강될 경우에는 뇌 이 확장되어야 하고, 압

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뇌 은 반 로 수축되어야 한다8).

    뇌로 공 되는 류는 정상 으로 분당 50～60 ㎖/100 ㎎씩, 

700～800 ㎖가 흐르지만5)
 만약 뇌로 공 되는 류량이 20%이하

로 감소되면 충분한 양의 액이 뇌로 류되지 못하거나 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산소와 루코스 등의 공 이 

떨어지고, 일련의 생화학  반응들이 일어나 신경세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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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를 방해하는 다양한 기 들이 발생하여 허 성 뇌손상이 

유발되며, 이것이 5분 이상 경과될 경우 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뇌

기능 장애나 뇌조직의 손상이 비가역 으로 나타나게 된다4,11,12)
.

    뇌 류량의 감소는 뇌 안에서 유발된 허 의 치, 기간, 정

도에 따라 일련의 복잡한 병리-생리학  과정이 발생되는데
9,10)

, 

그  허 로 인해 에 지가 고갈되면 신경세포의 탈분극이 일

어나게 되고, 세포내로 물의 유입이 증가되며, 산소유리기가 생

성됨으로써 뇌조직에 구조 인 이상을 래시키게 됨으로써 뇌

부종이 발생되게 된다37-39)
. 

    뇌  질환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각

종의 성인병  노인성 질환들과 함께 그 발생빈도가 차 증가

되어 1998년에는 사망자  14.3%에 해당되었지만 최근에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고, 단일질환으로는 1 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되었다1,2). 특히 뇌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회복이 되

더라도 운동 장애나 신경학  기능에 후유 장애가 나타나 사회

로의 복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  손실도 높기 

때문에3) 많은 심을 갖고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뇌 류에 한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석창

포
28)와 소회향29) 등의 단일 약물이 뇌 을 확장시켜 뇌 류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음이 밝 졌고, 當歸芍藥散40)은 뇌동맥 폐색

으로 유발된 뇌허  흰쥐에서 변화되는 여성 호르몬 분비와 뇌

축에 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침 자극과 운동치료 등41)이 뇌

허 로 인한 풍 모델 흰쥐의 신경계에 미치는 유의한 향이 있

음이, 八物湯30)이 cyclooxygenase와 련되어 뇌 류역학 변동을 

개선시켜 허 로 인한 뇌손상에 사용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사물탕에 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조 등19)은 QRS와 free 

radical을 측정한 결과 사물탕이 자궁 등의 생식기 기능과 면역기

능 등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어 노화 방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

고하 고, 김 등20,21)은 phenylhydrazine으로 유발된 빈  흰쥐에서 

삼투압에 한 변형과 항을 개선시킴으로써 울 에 향을 미쳐 

항빈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으며, 김 등22)은 참當歸를 이용한 

四物湯이 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죽력을 이용한 연구를 보면, 홍 등26)
은 죽력이 진경작용, 평

활근 이완작용,  확장작용과 압 강하작용  진해작용이 

있음을 보고하 고, 김 등27)은 죽력이 좌심실의 수축력과 이완

력, 상 동맥 류량, lactate dehydrogenase 등에 유의한 향

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 다. 한 죽력을 혼합한 혼합물을 이용

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김 등31,32)
은 나무 추출액과 죽력을 혼

합한 결과 guanylate cyclase와 련되어 국소 뇌 류량을 유의

성 있게 증가시켰고, 뇌허  상태에서도 유의성 있게 불안정한 

뇌 류 변동을 개선시켰다고 보고하 으며, 이 등33)도 육군자탕

에 죽력을 혼합한 혼합물이 guanylate cyclase와 련되어 뇌

을 확장시킴으로써 뇌 류을 증가시켜 뇌 류가 감소되는 허

성 질환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 다.

    이에 자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볼 때, 뇌 류 질환에 한 

심이 지 하고, 사물탕과 죽력이  이완작용 등에 여하

며, 죽력을 타 약물과 혼합한 결과에서도 뇌 을 확장시켜 뇌

허 에 이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사물탕에 죽력을 혼합한 혼합

물이 정상 흰쥐의 뇌 류역학에 미치는 작용기 을 찰하 다.

    사물탕합죽력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에 

미치는 효과를 찰하기 하여 사물탕합죽력을 용량별 (0.01 ㎎/

㎏, 0.1 ㎎/㎏, 1.0 ㎎/㎏, 10.0 ㎎/㎏, i.p.)로 투여한 결과 국소 뇌

류량은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고, 평균 압

은 투여 용량이 용량일 때는 변화되지 않았으나 고용량을 투여

하 을 때는 기 치보다 증가되었다(Fig. 3). 이는 뇌 류량이 평균 

압과 뇌 의 직경에 비례한다는 것6,7)
에 비추어 볼 때, 사물탕

합죽력이 평균 압에 작용하기 보다는 뇌 의 직경을 확장시킴

으로써 국소 뇌 류량이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직경의 확장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prostaglandin과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EDRF) 등

으로 평활근이 이완됨으로써 이루어지고14,15), 압은 심장의 박

동수와 수축력, 말 , 평활근의 긴장도  생체내 내인성 활

성물질 등에 의해 조 된다7,42). 이  nitric oxide (NO)는  

확장에 여하는 EDRF  하나
13,14)로 소 과 에서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세포내 2차 령 물질인 cGMP

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확장을 일으키고  내피세포나 

소 끼리의 부착  응집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며
15,16), 

prostaglandin은 세포막에서 유리되는 arachidonic acid가 

cyclooxygenase에 의하여 생성됨으로써 소 의 응집을 억제시

키고 심박출량과 각 장기로 공 되는 류를 증가시킨다13).

    사물탕합죽력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국소 뇌 류량이 

뇌 의 직경 확장에 의한 것인지에 하여 알아보고자  

확장 억제제를 처치한 결과,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도

메타신43)을 처치하 을 때는 조군의 국소 뇌 류량보다 유

의성 있게 억제되었고,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 블

루44)를 처치하 을 때도 조군의 국소 뇌 류량보다 감소되

었다(Fig. 4). 그러나 사물탕합죽력을 고용량 투여하 을 때 증가

된 평균 압은 인도메타신을 처치하 을 때 조군의 변화보

다 감소된 반면 메틸 블루를 처치하 을 때 조군의 변화보

다 오히려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Fig. 5).

    이와 같은 결과는 Shin 등45-47)
이 메틸 블루 처치로 국소 

뇌 류량이 감소되는 것은 cGMP의 생성효소인 guanylate 

cyclase와 련이 있다고 보고와 Bakalova48)와 Okamoto 등49)이 

인도메타신 처치로 국소 뇌 류량이 감소되는 것은 

cyclooxygenase와 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 등에 미루어 볼 때, 

사물탕합죽력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국소 뇌 류량은 

guanylate cyclase와 cyclooxygenase가 활성화되어 뇌 이 확

장된 결과라 생각되지만 평균 압과 연계하여 고찰해 보면, 

cyclooxygenase를 처치하 을 때 사물탕합죽력 투여로 증가된 

평균 압보다 더욱 증가되었기 때문에 cyclooxygenase보다 

guanylate cyclase와 련된다 생각된다. 이는 박 등30)이 사물탕

에 사군자탕을 합방한 八物湯의 작용기 이 cyclooxygenase와 

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김 등31,32)
과 이 등

33)
이 보고한 것을 

비교하여 볼 때, 사물탕합죽력의 작용기 이 오히려 본방보다는 

죽력의 향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물탕의 작용

기 이 밝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는 더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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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정상 흰쥐에서 guanylate 

cyclase와 련되어 국소 뇌 류량을 유의성 있게 변화시킨 사물탕

합죽력은 뇌허 시에도 국소 뇌 류량의 변동을 유의하게 개선시

킴으로써 허 로 인한 뇌손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사물탕합죽력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 류량  평균 압에 

미치는 효과를 찰하고, 그 작용기 을 알아보기 하여 

cyclooxygenase의 억제제 인도메타신과 guanylate cyclase의 억

제제 메틸 블루를 처치한 후 변화되는 국소 뇌 류량과 평균 

압을 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물탕합죽력은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국소 뇌 류량을 유

의성 있게 증가시켰고, 평균 압도 고용량 투여시 증가되었다.

사물탕합죽력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국소 뇌 류량은  

확장 인자인 prostaglandin 생합성 효소인 cyclooxygenase의 억제

제인 인도메타신과 cGMP 생합성 효소인 guanylate cyclase의 억

제제인 메틸 블루를 처치하 을 때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사물탕합죽력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평균 압은 인도

메타신을 처치하 을 때 조군의 변화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

되었지만 메틸 블루를 처치하 을 때는 조군의 변화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사물탕합죽력은 prostaglandin 생합성 효소인 

cyclooxygenase와 련되어 뇌 을 확장시킴으로써 국소 뇌

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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