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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蔘飮의 약리효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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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pharmacological effects of Dansameum (DSE) water extract

which is composed with Salviae Radix, Santali Lignum and Amomi Semen. DSE was administered orally at the

concentartion of 100 and 500 mg/kg. DSE decreased the writhing syndrome induced by acetic acid and the

permeability of evans blue into peritoneal cavity. Also, DSE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from murine

macrophages. Futhermore, DSE protected the liver injury induced by galactosamine in vitro system and CCl4 in vivo

syst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DSE has a diverse effects such as analgesic action, inflammatory action and liver

prot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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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丹蔘飮은 단삼을 주약으로 단향과 사인을 좌사약으로 배합

한 처방으로, 심통과 위완부의 제반 통증에 사용하며, 특히 부인

에게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1), 또한, 간병이 오래 경과

하여 어체증후 (瘀滯證候)가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다2). 구성 약재인 단삼은 간에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3-5), 항암
6-8) 및 항균작용9)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단향은 기가 잘 흐르도

록 하여 肝氣를 소통시켜 간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10)

, 사인은 울

결을 풀어주어 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이다11). 본 연구자들

은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련의 실험

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삼음은 이들 연구를 위하여 선택한 처방

중 하나이다. 본 실험에서는 단삼음의 약리 효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진통, 소염 및 간보호작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약간

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생쥐는 대한실험동물(주)에서 ICR계 수컷

20 ± 2 g을 구입하여, 온도 20 ± 3 ℃, 습도 50 ± 5%, dark/light

12시간의 조건하에서 1 주일 이상 실험실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

였으며,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스럽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시약 및 동물

실험에 사용한 시약 sodium salicylate, evans blue,

galactosamine, DMEM, RPMI1640 medium, lipopolysaccharide,

γ-interferone, thioglycollate, sulfanylamide, MTT, penicillin-

streptomycin, N-naphthylenediamine·HC은 Sigma Co. (St. Lois,

MO, USA)에서, ALT 및 AST kit는 아산제약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3. 검액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각 약재는 시중 건재상에서 구입하여 엄

선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성은 醫學全書〮·時方歌括1)에 의하였다.

처방 3첩 분량을 증류수 1,000 ml로 2회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하

여 rotary evaporator로 여액을 농축한 다음,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하여 사용하였다(수득률 41.4%).

4. 진통작용 실험

생쥐 8마리를 1군으로 하여 acetic acid writhing법1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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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만을, 실험군에는 DSE 100 mg/kg 및 500

mg/kg을, 약물대조군에는 sodium salicylate 300 mg/kg을 각각

경구투여하고, 1시간 후에 0.7% acetic acid 10 ml/kg을 복강 내

에 주사한 다음, 10분 후부터 10분간의 writhing syndrome의 횟

수를 측정하였다.

5. 모세혈관 투과성 실험

생쥐 8마리를 1군으로 하여 Shimomura의 방법13)에 따라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만을, 실험군에는 DSE 100 mg/kg 및 500

mg/kg을, 약물대조군에는 sodium salicylate 300 mg/kg을 경구

투여 하였으며, 1시간 후에 1% evans blue 5 ml/kg을 꼬리정맥

에 주사하였다. 주사 후 즉시 0.6% acetic acid 10 ml/kg을 복강

내에 주사하고, 1시간 후에 복강액을 생리식염수 5 ml로 세척하

여 회수한 다음,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에 의해 누

출된 evans blue의 양을 비색정량하였다.

6. 대식세포로부터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

대식세포의 분리는 생쥐 복강에 3% thioglycollate 2 ml를

주입하고, 3일후에 경추탈골하여 도살시킨 다음, 복강에 cold

PBS 10 ml를 넣어 복강세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세포를 4℃에

서 1,300 rpm으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RPMI1640 배지로 2회

세척 후, 직경 120 mm petri dish에 분주하여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키고 2 시간 후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였다. 배지

는 RPMI1640 배지에 10% FBS와 penicillin-streptomycin (100

units/ml, 100 ㎍/ml)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분리한 대식세포

를 24 well plate에 well당 2 × 10
6

cells로 분주한 후, 각 well에

LPS 1 ㎍/ml와 γ-IFN 25 units/ml 및 DSE를 첨가하여 48 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 100 ㎕와 Griess 시약 (1 % sulfanilamide +

0.1 % N-naphthylenediamine·2HCl + 2.5 % H3PO4) 100 ㎕를 혼

합하여 96 well plate에 넣고, 37℃에서 10 분간 방치한 후 570

nm에서 microplate-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NaNO2의 검량선에 의해 NO2
-
의 농도를 환산하였다

14)
.

6. Galactosamine에 의한 간손상 실험

Human normal liver cell-line인 Chang cell을 DMEM 배지

에 10% FBS를 첨가한 배지를 이용하여 5 × 104 cells/ml로 조제

한 다음 96 well에 100 μl씩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액을 교체한 후 30 mM galactosamine 50 ㎕와 DSE 50 ㎕를 처

리하여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0.04N isopropyl alcohol 100 ㎕와 MTT 20 ㎕를 첨가하여 4시간

후에 ELISA reader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5-17)

.

7. CCl4에 의한 급성 간손상 실험

생쥐 8마리를 1군으로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만을, 실험군

에는 단삼음 엑스 100 mg/kg 및 500 mg/kg을 경구투여 하였다.

급성 간손상은 CCl4 0.5 ml를 olive oil 10 ml로 희석하여 생쥐 1

마리 당 0.25 ml를 복강에 주사하였다. 단삼음은 CCl4 투여 48시

간, 24시간, 2시간 전 및 투여 후 6시간 후에 경구투여 하였으며,

CCl4 투여 24시간 후에 채혈하였다18). 혈액을 3,000rpm으로 20분

간 원심분리하여 serum을 분리한 다음, ALT 및 AST assay kit를

이용하여 Reitman-Trankel법으로 측정하였다19).

8.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들은 mean ± SE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p<0.05를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

정하였다.

Table 1. Prescription of Dansameum (DSE)

韓藥名 生藥名 重量(g)

丹 蔘 Salviae Radix 37.5

檀 香 Santali Lignum 3.75

砂 仁 Amomi Semen 3.75

總 量 45.0

결 과

1. DSE의 진통작용

대조군의 writhing syndrome 횟수는 28.3 ± 3.2회 이었으나,

DSE 100 mg/kg 및 500 mg/kg을 각각 투여한 군은 16.5 ± 2.7회

및 13.1 ± 1.5회로, sod. salicylate 300 mg/kg을 투여한 군은 9.5

± 1.2회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Table 2).

Table 2. Effects of Dansameum (DSE) and sod. salicylate on acetic

acid-induced writhing syndrome in 8mice

Samples
Dose

(mg/kg, p.o.)
No. of writhing syndrome

Inhibition rate
(%)

Control - 28.3 ± 3.2 -

DSE 100 16.5 ± 2.7* 41.7

DSE 500 13.1 ± 1.5* 53.7

Sod. salicylate 300 9.5 ± 1.2* 66.0

The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of 8 mic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 p<0.001).

2. DSE의 모세혈관투과성 억제작용

대조군의 evans blue 유출량은 12.8 ± 0.8 ㎍/ml 이었으나,

DSE 100 mg/kg 및 500 mg/kg을 각각 투여한 군은 9.4 ± 0.5 및

7.5 ± 0.7 ㎍/ml로, sod. salicylate 300 mg/kg을 투여한 군은 5.3

± 0.4 ㎍/ml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Table 3).

Table 3. Effects of DSE and sod. salicylate on permeability of evans

blue into peritoneal cavity in mice

Samples
Dose

(mg/kg, p.o.)
Leakage of evans blue

(㎍/ml)
Inhibition rate

(%)

Control - 12.8 ± 0.8 -

DSE 100 9.4 ± 0.5* 26.6

DSE 500 7.5 ± 0.7*** 41.4

Sod. salicylate 300 5.3 ± 0.4*** 58.6

The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of 8 mic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 p<0.05, ***; p<0.001).

3. DSE가 nitric oxide 생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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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대식세포에 LPS와 γ-IFN을 처리하지 않고 48 시

간 배양하였을 때 nitric oxide (NO) 생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LPS와 γ-IFN을 처리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하였다. DSE를 각각

10, 50 및 100 ㎍/ml를 처리하고 LPS와 γ-IFN을 처리하였을 때

NO 생성량은 50 ㎍/ml 이상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NO 생

성량이 감소하였다(Table 4).

Table 4. Effects of DSE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from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Samples Dose (μg/ml) γ-IFN + LPS Nitric oxide (μM)

Control
- - 3.5 ± 0.2

- + 58.6 ± 2.5

DSE

10 + 56.7 ± 2.1

50 + 35.0 ± 1.8***

100 + 43.2 ± 2.3***

Peritoneal macrophages (2 × 10
6
cells/ml) obtained after 2 hr adherence period were

cultured for 48 hrs. in the presence or in the absence of γ-IFN + LPS.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was determined with a Griess reagent. The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of 3 experimen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γ-IFN + LPS treated control group
(***; p<0.001).

4. DSE가 galactosamine에 의한 간손상에 미치는 효과

Human normal liver cell-line인 Chang cell에 대한 대조군

의 세포생존율을 100%로 하였을 때, galactosamine을 처리한 군

은 세포생존율이 52.4 ± 2.8%로 감소하였으나, DSE 10, 50 및

100 ㎍/ml를 처리한 군은 각각 53.7 ± 2.0%, 58.5 ± 2.1% 및 64.3

± 2.3%로 DSE 100 ㎍/ml를 처리한 군에서 galactosamine을 처

리한 군에 비해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다(Table 5).

Table 5. Effects of DSE on the cell viability of galactosamine-

induced Chang cells

Samples Dose (μg/ml) Galactosamine (30 mM) Cell viability (%)

Control
- - 100.0 ± 1.1

- + 52.4 ± 2.8

DSE

10 + 53.7 ± 2.0

50 + 58.5 ± 2.1

100 + 64.3 ± 2.3*

The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of 3 experimen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alactosamine-treated control group (*; p<0.05).

5. DSE가 CCl4에 의한 간손상에 미치는 효과

CCl4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군의 ALT 및 AST 수치는 35.2 ±

2.8 IU/L 및 27.8 ± 2.5 IU/L 이었으나, CCl4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DSE 100 mg/kg을 투여한 군은 대조

군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500 mg/kg 투여군에서 CCl4 투여군에

비해 ALT 및 AST 수치가 감소하였다(Table 6).

Table 6. Effects of DSE on the serum aminotransferase activities in

the CCl4-induced mice

Samples Dose(mg/kg) CCl4 ALT(IU/L) AST(IU/L)

Normal - - 35.2 ± 2.8 27.8 ± 2.5

Control - + 1875.4 ± 151.5 1327.3 ± 125.7

DSE
100 + 1725.9 ± 142.3 1215.6 ± 110.4

500 + 1435.7 ± 121.7* 978.4 ± 85.6**

The data represents the mean ± SE of 8 mic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 p<0.05, **; p<0.01).

고 찰

丹蔘飮은 陳修園의 《醫學全書〮․時方歌括》에 심통과 위완

부의 제반통증에 효과가 있으며, 심통과 제반 통증에 오묘한 효

과가 있는 처방인데 단삼을 주약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향

과 사인을 좌사약으로 하는 것도 배합의 법도에 맞는 것이어서

복용해보면 누구나 그 효험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소

개하였다1). 또한, 江克明은 협심증, 간병, 위병에 어체증후를 치료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2)

. 따라서 단삼음은 간병이 오래 경과

하여 어체증후가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Acetic acid에 의해 유도되는 진통작용 실험에서 단삼음 100

mg/kg 및 500 mg/kg을 투여한 군은 writhing syndrome 횟수

를 41.7% 및 53.7% 억제하였으며, 약물대조군인 sod. salicylate

투여군은 66.0% 억제하였다. 이는 단삼음 500 mg/kg이 sod.

salicylate 300mg/kg 보다는 약하지만 강력한 진통작용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vans blue에 의한 모세혈관투과성 실험에서 단삼음 100

mg/kg 및 500 mg/kg을 투여한 군은 evans blue 유출을 26.6%

및 41.4% 억제하였으며, 약물대조군인 sod. salicylate 투여군은

58.6% 억제하였다. 이는 단삼음이 모세혈관투과성을 억제하여

강력한 항염작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염증이 시작될 때 내피 세포는 혈류로 염증을 유도하는 물

질을 분비하는 세포외 유출(exocytosis) 과정을 활성화시키는데,

NO는 N-ethylmaleimide-Sensitive Factor (NSF)를 차단하여 염

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대식세포로부터 nitric

oxide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LPS와 γ

-IFN을 처리하였을 때 NO 생성량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단삼

음을 각각 10, 50 및 100 μg/ml를 처리하고 LPS와 γ-IFN을 처리

하였을 때 NO 생성량은 5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

해 NO 생성량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단삼음이 NO 생성을 억

제하여 항염작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단삼이 간보호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

한 적이 있으며
3)

, 또한 단삼이 간섬유화 억제작용이 있다는 보고
4,5)가 있어, 단삼음에도 간보호작용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galactosamine 및 CCl4로 간손상을 유도하여 실

험하였다. CCl4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를 일으켜 간독성을 유발

하며21), 2차적으로 kupffer cell을 활성화시켜 매개인자를 생성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아미노산 전이효소는 세포질에 존재하

며, ALT 및 AST 활성은 alcohol, 유기용매 및 기타 독소 등에 의

해 간장애가 발생하면 혈중으로 유리되어 농도가 증가하므로 간

독성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23). Human normal liver cell-line인

Chang cell에 galactosamine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은 현저

히 감소하였으나, 단삼음 100 ㎍/ml를 처리한 군에서

galactosamine 만을 처리한 군에 비해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단삼음이 in vitro에서 간세포 보호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삼음이 in vivo에서도 간보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Cl4로 간손상을 일으키고 단삼음 500 mg/kg 투여 하였

을 때 CCl4 투여군에 비해 ALT 및 AST 수치가 감소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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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삼음이 in vivo에서도 간 보호작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 론

단삼음은 acetic acid에 의한 writhing syndrome 억제작용,

evans blue의 모세혈관투과성 억제작용 및 galactosamine과

CCl4에 의한 간 손상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진통, 항염 및 간

보호작용이 있는 탕제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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