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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이

고혈압백서의 혈압 관련인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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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ihogayonggolmoryeotanghabcheongsimyeonjaemgaga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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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CG on hypertension in spontaneous hypertensive rats. SHR was

sensitized and challenged with Sihogayonggolmoryeotanghabcheongsimyeonjaemgagambang (SHCG) for 4 weeks. The

3 groups have 6 rats, respectively.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with 56.7 mg/kg of SHCG orally and control group

was treated with 56.7 mg/kg of normal saline instead. SHCG significantly showed safety against cytotoxicity on hFCs and

toxicity in the liver. SHC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blood pressure and the heart rate. SHC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s of aldosterone. SHC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s of dopamine, norepinephrine, and epinephrine. SHC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s of potassium and chloride. SHC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s of uric acid and

creatini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CG might be hopeful in treatment of hypertension.


Key words : Sihogayonggolmoryeotanghabcheongsimyeonjaemgagambang(SHCG), hypertension, spontaneous hypertensive

rats

* 교신저자 : 김윤식, 대전시 서구 둔산2동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E-mail : yoonsik@dju.ac.kr, ․Tel : 042-470-9409

․접수 : 2010/03/30 ․수정 : 2010/05/28 ․채택 : 2010/06/02

서 론

고혈압은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이 25%에 달하는

성인병이다
1)

. 이처럼 높은 발생빈도는 유전 뿐 아니라 생활수준

및 식생활의 변화, 고령화, 정신적 긴장도, 과도한 식염 섭취와

유관하다2-4).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고혈압으로 청구된 건강보

험 진료비는 9배 증가하였다
1)

. 뇌경색, 뇌출혈, 관상동맥질환 등

주요 사망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여, 미국고혈압합동위원회의 강

화된 기준을 따르고, 각종 보건사업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인 질환이다
1-5)

.

고혈압 치료제는 이뇨제, ACE 저해제, 칼슘채널길항제, α·β 

차단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 말초혈관 확장제 등이다6).

가격이 경제적이며 효과가 빠르나 장기적 사용에 따른 두통, 성

기능 장애, 무기력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많다5-7).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頭痛, 眩暈, 中風 등의 範疇로 보며,

肝陽上亢, 心火亢炎, 陰陽兩虛, 痰濕壅盛 등의 病因으로 분류하

여 접근하고 있으며8,9), 고혈압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약물 처방

에 의한 혈압 강하 유도의 실험적 연구로는 백
10)

등의 加味淸熱

導痰湯, 김11) 등의 加-味天麻鉤藤飮, 허12) 등의 加味鎭肝熄風湯,

이13) 등의 加味順氣活血湯 등이 있고, 단미제를 통한 혈압 강하

유도의 실험적 연구에는 강
14)

등이 吳茱萸, 유
15)

등이 木香, 이
16)

등이 枸杞子 煎湯液, 서17) 등이 何首烏 등을 사용하여 유의한 결

과를 얻은 바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는

柴胡加龍骨牡蠣湯18)에서 大棗, 生薑, 鉛丹을 去하고, 淸心蓮子飮
19)을 合한 처방이다. 柴胡加龍骨牡蠣湯은 임상가들의 혈압 강하

치험례가 있었던 처방이나
18,20,21)

실험 연구를 통하여 혈압 강하

를 입증한 논문은 없었다. 淸心蓮子飮 역시 혈압 강하를 입증하

는 실험 논문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

子飮加減方도 고혈압을 유발시킨 병태 모델을 통한 실험적 연구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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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는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을 이용

하여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의 혈압 강하 효과를 밝히

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경구 투여를 시행한 후, 세포 독성 및

간독성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였으며, 체중 및 장기

무게, 혈압 및 심박수 측정, aspartate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aminase (ALT),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ine, uric acid, 전해질, aldosterone,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 수치를 통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은

바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

(Sihogayonggolmoryeotanghabcheo-ngsimyeonjaemgagambang

: SHCG)의 구성 약물은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구입 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약물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동물 및 사료 조성

본 실험에 사용된 백서는 7주령, 체중 200-220 g의 雄性

Wister kyoto rat (WKY)와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을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 (슈퍼피드, 강원도, Korea)를

자유 식이하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실온 22 ± 2℃, 상대

습도 50 ± 10%, 조명시간 12시간 (07:00 ~ 19:00), 조도 150 ~ 300

Lux로 설정하여 2주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체중 변화

가 일정하고 건강한 쥐만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료

조성 내용과 분량은 Table 2와 같다.

3) 시약 및 기기

(1) 시약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A; Sigma Co.,

USA), RPMI 1640 (Sigma Co., USA), collagenase A (BM, USA),

DNase type Ⅰ (Sigma. Co., USA), Penicillin (Sigma. Co., USA),

pyrogallol (Sigma. Co., USA), Streptomycin (Sigma. Co., USA),

Amphotericin B (Sigma. Co., USA), Trypsin (invitrogen., US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Sigma., USA),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USA), Dimethyl sulfoxide (DMSO; Sowa

chemical., Japan), 3.8% Sodium citrate (Sigma Co., USA), ethyl

acetate (Junsei., Japan),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KH2PO4; Yakuri., Japan),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

USA) 등을 사용하였고, 이 밖에 일반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

하였다.

(2) 기기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ice-maker (Vision, Korea), serum

separator (녹십자, Korea), centrifuge (Beckman Co., USA),

Rotary vaccum evaporator (Büchi 461, Switzerland), deep

freezer (Sanyo Co., Japan), freeze dryer (Eyela Co., Japan),

autoclave (Hirayama, Japan), ultrasonic cleaner (Branson

Ultrasonics Co., USA), ELISA reader (Molecular Divice., USA),

roller mixer (Gowon scientific technology Co., Korea), 한약유출

기 (DWP-1800T, 웅진, Korea), spectrophotometer (UV-256.7,

Shimazu, Japan), 비침습혈압측-정기 (CODA6, Kent, USA), 전자

저울 (CAS, Korea), 생화학기기 (AU400, Olympus, USA), 전해

질 측정기 (NOVA5, Japan), 감마 카운터기 (WIZARD 1470,

Finland), 정제수 (동원샘물) 등을 사용하였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SHC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age (g)

柴 胡 Bupleuri Radix 8

蓮 子 Nelumbo Semen 8

半 夏 Pinellias Rhizoma 6

白茯苓 Poria cocos 5

桂 枝 Cinnamomi Ramulus 5

黃 芩 Scutellariae Radix 4

人 蔘 Ginseng Radix 4

龍 骨 Fossilia Ossis Mastodi 4

牡 蠣 Ostreae Testa 4

黃 芪 Astragali Radix 4

赤茯苓 Pachymae Fungus 4

大 黃 Rhei Undulati Rhizoma 1.5

車前子 Plantaginis Semen 3.2

麥門冬 Liriopis Tuber 3.2

地骨皮 Lycii Cortex Radicis 3.2

甘 草 Glycyrrhizae Radix 3.2

Total 70.3

Table 2. Composition of Basal Diet

Composition Contents

Crude Protein over 22.1%

Crude Fat over 3.5%

Crude Fiber under 5.0%

Crude Ash under 8.0%

Calcium over 0.6%

Phosphorus over 0.4%

2. 방법

1) 약물 추출

시료 추출 방법은 SHCG 2첩을 한약 약탕기에 넣고, 정제수

1500 ㎖와 같이 혼합하여 3시간 열탕하여 추출한 후 흡입 여과하

였다. 이를 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 농축하여

SHCG를 분리한 후, 다시 Freeze dryer에서 24시간 동결 건조하

여 분말 18 g을 얻었으며, 얻어진 분말은 초저온냉동고 (-80℃)에

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따라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In vitro

(1) Cell viability 측정

세포독성 측정은 MTT assay로 하였다. 배양한 human

fibroblast cells를 96 well plate에 2×105 cell 씩 분주한 후 배양하

고, 24시간 후 SHCG를 12.5, 25, 50, 100, 200 ㎍/㎖ 농도로 투여

하였다. 다시 48시간 배양 후 부유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MTT

solution (0.5 ㎎/㎖) 100 ㎕ 씩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부유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100 ㎕의 DMSO를 첨가하

여 37℃ CO2 배양기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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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wave length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In vivo

(1) 약물 투여

실험동물은 정상군 (WKY), 대조군 (SHR) 그리고 SHCG 투

여군 (SHR-SHCG)으로 각 군 6마리씩 실험을 실시하였다.

SHR-SHCG군에는 성인 기준 하루 두 첩 분량 (56.7 ㎎/㎏)으로

4주 동안 매일 SHCG를 투여하였고, SHR군은 동량의 증류수를

투여하였다.

(2) 체중 및 장기 무게 측정

① 체중 측정

체중은 실험종료 하루 전에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② 심장 그리고 신장 무게 측정

심장, 신장은 ether로 마취 후 채혈한 다음에 적출하여 지방

과 다른 조직들과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몸무게에

대한 무게를 나타내었다.

(3) 혈압 및 심박수 측정

혈압 및 심박수는 혈압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동물

들의 안정을 위해 측정 전에 3회 이상 홀더에 적응을 시켰고, 혈

압과 심박 수는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결과로 사용하였다.

(4) 채혈 및 혈장 분리

SHCG의 투여 종료 후 12시간 절식 후 ether로 마취시킨 다

음 심장에서 12 ㎖이상의 혈액을 취하여 5 ㎖을 15 ㎖ conical

tube에 넣어 6,500 rpm에 15분간 원심 분리시켜 혈청을 분리하

였다. 나머지 6 ㎖의 혈액을 EDTA 첨가 튜브에 넣어 혈장을 분

리하였다.

(5) 혈청 및 혈장 성분의 측정

분리한 혈청은 생화학기기를 이용하여 AST, ALT, BUN,

creatinine, uric acid를 측정하였고, Na+, K+, Cl-, Ca2+의 측정은

전해질 측정기를 이용하였다. 혈장 성분은 감마 카운터기를 이용

하여 핵의학적 방법으로 aldosterone,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을 측정하였다.

4) 통계 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t-test (JAVA, Bonferroni Ver 1.1)

로 분석하여 p값을 구하였다. 각 대조군을 정상군과, 실험군을 대

조군과 비교하여 p<0.05 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독성 검사

1) 세포독성 평가

hFCs에 대한 세포독성을 관찰한 결과, SHR의 세포생존율이

104 ± 0.7(%)인데 비하여, SHR-SHCG는 12.5, 25, 50, 100, 200

(㎍/㎖)의 농도에서는 각각 100.3 ± 0.4, 99.7 ± 0.5, 98.5 ± 0.7,

94.6 ± 0.5, 93.6 ± 0.9(%)로 나타났다(Fig. 1).

2) 간 독성 평가

AST는 WKY 221.7 ± 5.1 I.U/ℓ, SHR은 205.0 ± 9.2 I.U/ℓ,

SHR-SHCG는 210.0 ± 29.6 I.U/ℓ으로 나타났다. ALT 수치에서

는, WKY는 51.7 ± 5.8 I.U/ℓ, SHR은 60.3 ± 6.7 I.U/ℓ,

SHR-SHCG은 52.0 ± 4.0 I.U/ℓ으로 나타났다(Fig. 2).

Fig. 1. Cytotoxicity of SHCG on Human Fibroblast Cells (hFCs).
Human fibroblast cells (hFC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12.5, 25,

50, 100, 200 ㎍/㎖) of the SHCG extract.

Fig. 2. Effect of SHCG on the AST and ALT in SHR. WKY (normal
group) : Wister kyoto rat. SHR (control group)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2. 심장 무게에 미치는 영향

몸무게에 대한 심장의 무게가 WKY는 1.22 ± 0.05 g, SHR은

1.45 ± 0.02 g이었고, SHR-SHCG는 1.35 ± 0.02로 나타나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3).

Fig. 3. Effect of SHCG on the heart and kidney weight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5).

3. 신장 무게에 미치는 영향

몸무게에 대한 신장의 무게가 WKY는 2.35 ± 0.13 g, SH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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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0.19 g이었고, SHR-SHCG는 2.45 ± 0.02로 나타나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4).

Fig. 4. Effect of SHCG on the kidney weight in SHR.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4. 혈압에 미치는 영향

WKY는 136.5 ± 4.0 mmHg, SHR은 187.4 ± 13.3 mmHg이

었으며, SHR-SHCG는 149.6 ± 8.6 mmH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5) 감소하였다(Fig. 5).

Fig. 5. Effect of SHCG on the blood pressur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5).

Fig. 6. Effect of SHCG on the heart rat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1).

5.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WKY는 342.7 ± 12.2 times/min, SHR은 542.5 ± 50.9

times/min이었으며, SHR-SHCG는 408.6 ± 16.2 times/min로 나

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1) 감소하였다

(Fig. 6).

6. Aldosterone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24.2 ± 4.8 pg/㎖, SHR군은 51.4 ± 8.3 pg/㎖이었

으며, SHR-SHCG군은 37.1 ± 6.1 p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성 있게 (* : P <0.05) 감소하였다(Fig. 7).

Fig. 7. Effect of SHCG on the plasma aldosteron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5).

7. Catecholamine에 미치는 영향

1) Dopamine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21.1 ± 1.9 pg/㎖, SHR군은 59.4 ± 10.4 pg/㎖이

었으며, SHR-SHCG 군은 29.9 ± 6.0 p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1) 감소하였다(Fig. 8).

Fig. 8. Effect of SHCG on the plasma dopamin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1).

2) Norepinephrine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204.8 ± 15.3 pg/㎖, SHR군은 728.1 ± 131.6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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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SHR-SHCG군은 344.7 ± 56.8 pg/㎖로 나타나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1) 감소하였다(Fig. 9).

Fig. 9. Effect of SHCG on the plasma norepinephrin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1).

3) Epinephrine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33.2 ± 9.3 pg/㎖, SHR군은 65.4 ± 9.6 pg/㎖이었

으며, SHR-SHCG 군은 37.5 ± 9.6 p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5) 감소하였다(Fig. 10).

Fig. 10. Effect of SHCG on the plasma epinephrin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5).

8. 전해질에 미치는 영향

1) Sodium (Na
+
)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137.7 ± 2.5 mEq/ℓ, SHR군은 144.7 ± 1.5 mEq/

ℓ이었으며, SHR-SHCG군은 143.0 ± 0.0 mEq/ℓ로 대조군에 비

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11).

2) Potassium (K+)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4.4 ± 0.3 mEq/ℓ, SHR군은 5.8 ± 0.1 mEq/ℓ이

었으며, SHR-SHCG 군은 4.8 ± 0.2 mEq/ℓ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5) 감소하였다(Fig. 12).

3) Chloride (Cl-)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100.7 ± 0.6 mEq/ℓ, SHR군은 104.7 ± 0.6 mEq/

ℓ이었으며, SHR-SHCG군은 101.3 ± 0.6 mEq/ℓ로 나타나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 : P <0.01) 감소하였다(Fig. 13).

Fig. 11. Effect of SHCG on the sodium (Na
+
)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p<0.05).

Fig. 12. Effect of SHCG on the potassium (K+)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5).

Fig. 13. Effect of SHCG on the chloride (Cl
-
)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1).

4) Calcium (Ca
2+

)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9.6 ± 0.4 mEq/ℓ, SHR군은 10.6 ± 0.1 mEq/ℓ

이었으며, SHR-SHCG 군은 10.0 ± 0.1 mEq/ℓ로 나타나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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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SHCG on the calcium (Ca2+)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5).

9. Uric acid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2.0 ± 0.1 mg/㎗ SHR군은 4.4 ± 0.6 mg/㎗이었

으며, SHR-SHCG 군은 1.3 ± 0.1 m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성 있게 (** : P <0.01) 감소하였다(Fig. 15).

Fig. 15. Effect of SHCG on the uric acid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1).

Fig. 16. Effect of SHCG on the BUN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1).

10. BUN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19.8 ± 0.7 mg/㎗, SHR군은 23.8 ± 0.4 mg/㎗이

었으며, SHR-SHCG 군은 21.7 ± 2.2 m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16).

11. Creatinine에 미치는 영향

WKY군은 0.6 ± 0.1 mg/㎗, SHR군은 0.7 ± 0.1 mg/㎗이었

으며, SHR-SHCG 군은 0.6 ± 0.1 mg/㎗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성 있게 (* : P <0.05) 감소하였다(Fig. 17).

Fig. 17. Effect of SHCG on the creatinine in SHR. WKY : Wister kyoto
rat. SHR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SHCG : SHCG extract orally

administered for 4 weeks (56.7 mg/kg/ 500 ㎕/once a day). The results are

represent the mean ± S.E of 6 r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WKY group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SHR group

(*p<0.05).

고 찰

미국고혈압합동위원회는 2003년 고혈압 전단계를 120~139/

80~90 mmHg로 규정하여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140/90 mmHg이상의 혈압을 고혈압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수

축기 혈압이 120 mmHg 이하, 이완기 동맥압이 80 mmHg 이하

가 혈압의 정상 범위로 볼 수 있다5).

고혈압은 동맥경화 및 뇌경색, 뇌출혈,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며, 지질대사이상, 비만, 미세단백뇨증, 당뇨병 및 내당능장애

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에도 포

함되었다
22)

.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이 25%로 높으며
1)

,

이처럼 높은 발생빈도는 유전 뿐 아니라 생활수준 및 식생활의 변

화, 정신적 긴장도, 과도한 식염 섭취 등 생활습관과 유관하다2-4).

고혈압의 작용 기전과 병태, 치료, 예방은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

선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한다. 본

태성 고혈압은 일차성으로 유전, 고령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

며, 전체 고혈압 환자의 85%로 추정한다. 이차성 고혈압은 신장

호르몬 분비의 이상, 부신 호르몬 분비의 이상, 신동맥의 협착,

갑상선기능항진, 대동맥협착, 임신, 약제 등을 원인으로 보며, 전

체 고혈압 환자의 15%로 추정한다23).

혈압의 조절 기전은 신경성 조절기전과 체액설 조절기전이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신경성 조절 기전은 전신에 분포된 혈관을

축소하거나 확장시켜, 혈관 저항을 변화시키며, 심박출량에 영향

을 미쳐 혈압을 조절시킨다.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는 심장 중추

와 혈관운동중추이다. 교감신경계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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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기능을 촉진시키나, 부교감신경은 심장의 작용을 감소시키

는 길항 작용으로 심장 기능을 조절하며, 대동맥궁과 경동맥동의

압력수용기의 자극에 의해 혈관운동중추가 혈압을 조절한다
24,25)

.

Catecholamine의 종류인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

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이는 수초 내에 심

맥관계에 작용하여 혈관수축, 대사속도 증진에 영향을 주고, 체

액 및 전해질, 내장기에 작용을 끼친다26).

체액성 조절은 신장의 분비 호르몬 및 부신피질 호르몬에

의하여 혈압이 조절되는 것이다. 신장 혈류량 감소시 신세뇨관에

서 renin이 분비되며, 이는 angiotensinogen과 결합하여

angiotensin Ⅰ이 된다. angiotensin Ⅰ은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의 작용으로 angiotensin Ⅱ가 되어 혈관을 수축시

켜 혈압을 상승시키며, 부신피질에 aldosterone 분비를 촉진한다.

Aldosterone은 sodium (Na+) 재흡수와 potassium (K+)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변량 감소와 혈액량 증가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도

한다27).

Aldosterone의 작용 기전에서 알 수 있듯이 sodium과

potassium은 고혈압에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전해질이다.

또한 세포막에는 sodium 펌프 외에도, sodium/calcium 교환 기

전이 존재하며, calcium과 본태성 고혈압의 관련 기전에 대한 가

설 중 ouabain-like factor(OLF) 가설이 있다. 신장의 sodium 배

설 능력이 감소하여 체액량이 증가할 때, 시상하부에서 세포막의

sodium 이온 이동에 관여하는 OLF가 분비되며 OLF는 세포막의

sodium 이온과 potassium 이온 펌프를 억제한다. 세포 내에

sodium 이온이 증가하고, sodium과 calcium 역교환이 일어나지

못해 세포막내 calcium 이온이 증가한다. 따라서 혈관의 긴장도

가 높아지고 신경세포에서 norepinephrine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는 가설이다28).

고혈압 치료제는 이뇨제, ACE 저해제, 칼슘채널길항제, α·β 

차단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 말초혈관 확장제 등이다
6)

.

이러한 약물 치료법은 투약시 복용 기간이 평생이며, 두통, 성기

능 장애, 무기력증, 어지러움, 전해질 장애 등의 부작용이 많고,

치료 순응도가 복용 기간에 따라 점차 낮아질 수 있다
2,5-7,29)

. 이

에 비 약물요법인 운동, 금연, 금주, 저염식 및 식이요법에 의한

체중감소, 명상 등의 이완요법이 강조되고 있다29).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의 명칭은 없으나 頭痛, 眩暈, 項强, 手-

足痲木 등의 증상으로 볼 때 頭痛, 眩暈, 中風, 項强 등의 範疇로

보며, 肝陽上亢, 心火亢炎, 痰濕壅盛, 陰陽兩虛 등의 病因으로 분

류하여 접근한다
8,9,30)

.

<至眞要大論>에서는 ‘諸風掉眩 皆屬于肝’으로 기술하여 風

과 眩暈이 肝과 유관함을 설명하였다31,32). 孫33)은《備急千金要-

方》에서 心氣不足으로 인하여 痰熱이 上感하여 動風하며, 風이

心을 悶하게 하여 風眩之病이 發한다고 하였다. 程34)은 濕痰壅褐

하여 頭旋面花가 일어나고, 氣虛挾痰하여 淸陽不升, 濁陰不降하

여 上重下輕하며, 또한 腎水不足, 命門火衰 등으로 因하여 肝火

內動의 眩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兪35)는 고혈압 관련 질환에

대하여 역대 의가들이 風, 火, 및 痰을 발생원인으로 하였으며,

그 치법으로는 調氣, 疎風, 祛痰, 淸熱瀉火 및 補陰 등의 원칙을

세웠다고 정리하였다.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SHCG)은 柴胡加龍-

骨牡蠣湯
18)
에서 大棗, 生薑, 鉛丹을 去하고, 淸心蓮子飮

19)
을 合한

처방이다. 柴胡加龍骨牡蠣湯은 임상가들의 혈압 강하 치험례가

있으며20,21), 동맥경화증, 뇌진탕후유증36), 두통, 현훈, 틱장애18) 등

의 치험례가 있는 처방이다. 치험례의 대부분이 實證이며
18,20,21,36), 李37)도 柴胡加龍骨牡蠣湯에 대하여 체질적으로 實證인

편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尹38)은 柴胡加龍骨牡蠣湯이 小柴胡湯

에서 甘草를 去하고 利水, 寧神, 鎭靜하는 桂枝, 茯苓, 龍骨, 牡蠣,

大黃을 가하여 和解少陽하고 寧神, 鎭靜作用이 있어 壞逆의 증을

治하고 癎證에도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實證 증상

이 있는 환자의 寧神, 鎭靜作用이 혈압 강하의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한다.

淸心蓮子飮은 《太平惠民和劑局方》19)에서부터 기원을 찾

을 수 있으며, 益氣陰, 淸心火, 交心腎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고,

許39) 등은 消渴門에서 心火亢炎, 口乾煩渴, 小便赤澁에 사용한다

고 하였다. 李37)는 上盛下虛를 치료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上部 心熱이 盛하여 下焦의 腎의 활동이 약해져, 上下調和

를 잃고, 下焦 泌尿器 症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尹38)은 淸熱利水之劑와 生津益氣之劑로 構成된 補瀉兼治方으로

虛證 症狀이 實證보다 우세할 때 活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淸心蓮子飮은 上部는 實證에, 下部는 虛證에 가까운

症狀을 호소하여, 고혈압의 역상하는 증상과 연결지어, 혈압 강

하 치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柴胡加龍骨牡蠣湯과 淸心蓮子飮 모두 혈압 강하를 입증하는

실험 논문은 없으며,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

(SHCG)도 병태 모델을 통한 혈압 강하의 실험 연구가 없었던

바, 자발성 백서에 SHCG를 투여하여 각종 변화를 관찰하게 되

었다. 저자는 고혈압이 없는 백서인 정상군 (WKY), 대조군

(SHR), 자발성 고혈압 백서에 SHCG를 투여한 SHR-SHCG군의

3그룹으로 6마리씩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우선 hFCs에 대한 세포독성을 관찰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SHCG 투여에 따른 AST, ALT의 유의할 만한 간독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상에서 환자들의 장기 복용에 무방

한 안전성 있는 약제로 개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고혈압 쥐의 심장 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을 때,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를 나타냈다(Fig. 3).

고혈압 쥐의 신장 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역시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4). 고혈압을 유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심장과 신장의 혈관의 부

담을 덜어주어, 동맥경화 등에 작용하도록 기대할 수 있었다.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체

크하였다. 혈압의 경우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5)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심박수 역시

SHR-SHCG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1) 감

소를 나타내었다(Fig. 6). 이를 통해 SHCG가 베타차단제와 같은

혈압강하제로 혈압 조절 기전에 의미있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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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Renin-angiotensin-aldosterone계의 혈압 상승에 대한 억제

력을 확인하기 위해 혈장내 aldosterone의 수치를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부신 호르몬 분비 및 혈압 상승에 대한 억제력을 알아

보기 위해 혈장 내 catecholamine 중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 함량을 측정하였다. Plasma aldosterone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

의성 있게 (P <0.05) 감소하였다(Fig. 7).

Plasma dopamine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1)

plasma dopamine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8).

Plasma norepinephrine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1)

plasma norepinephrine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9).

Plasma epinephrine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5)

plasma epinephrine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0).

이와 같이 SHCG 투여는 aldosterone 및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의 혈장 함량을 대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SHCG 투여는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

고, 심근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성 조절기전과

renin-angiotensin-aldosterone계에서 이루어지는 체액설 조절기

전의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4,26,27).

혈청 중의 sodium (Na
+
)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

과, SHR-SHCG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Fig. 11), SHR-SHCG 투여군의 혈청 중의

potassium (K
+
) 농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5)

감소를 나타내었으며(Fig. 12), SHR-SHCG 투여군의 혈청 중

chloride (Cl-) 농도도,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1) 감

소를 나타내었다(Fig. 13). 비록 sodium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

타내지 못하였으나, sodium과 potassium, chloride를 감소시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는 기전에 필요한 전해질 작용을 저해하여

혈압 강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혈청 중의 uric acid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SHR-SHCG 투

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P <0.01) 감소를 나타내었

다(Fig. 15). 혈청 중의 BUN 농도는, SHR-SHCG 투여군이 대조

군에 비하여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Fig. 16),

혈청 중의 creatinine 농도는 SHR-SHCG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 있는 (P <0.05)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7). Uric

acid는 사구체 여과와 세뇨관 재흡수에 의해 조절되며, BUN은

혈중 urea 내 질소를 표현한 것으로 신장 질환과 관계 깊은 질소

대사산물이다. Creatinine 역시 신장의 배설 기능에 관련되어 신

장 혈류량 및 신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할 경우 증가되므로 신장

질환과의 상관성이 높다40). SHCG를 복용한 실험군이 혈청 중의

uric acid와 creatinine가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은 신장의 기능

장애로 발생한 고혈압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 SHCG는 유의성 있는 혈압 강하 효과와 심박수

감소 효과, 혈중 aldosterone,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 potassium, chloride, uric acid, creatinine의 감소

효과로 미루어, 고혈압, 동맥경화
4)

, 교감신경 항진
26)

, 신기능 장

애40) 등의 치료 및, 고혈압으로 인한 대사증후군22), 중풍전조증

등의 치료에 유의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약물 제형, 투여방법,

임상 실험 등을 거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柴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SHCG)가 혈압 유관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발성 고혈압 白鼠를

대상으로 대조군과 함께 SHCG를 투여하여 체중 및 장기 무게의

변화, 혈압 및 심박수 측정, 혈장 성분의 AST, ALT, BUN,

creatinine, uric acid, 전해질, aldosterone,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SHCG는 세포독성 및 간장에 대한 독성 평가에서 안전성을

보였다. SHCG는 혈압과 심박수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SHCG는 혈중 aldosterone의 함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SHCG는 혈중 catecholamine 중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의 함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SHCG는 혈중

전해질 중 potassium, chloride의 함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

다. SHCG는 혈중 uric acid, creatinine의 함량을 유의성 있게 감

소시켰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SHCG는 고혈압에 대한 억제 효

과가 있음을 밝혔기에,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도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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