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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혈압은 신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혈압을 초래
하는 병태생리학적 인자들 중 하나가 신장 내 레닌-안지오텐신-알
도스테론계 (renin-angiotension system, RAS)임을 밝혔다. 고혈
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 질환이 원
인이 돼 2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한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2005년 신장질환 원인으로 ‘당뇨병성 신증 (38.5%)’, ‘고혈압성 사
구체 경화증 (16.9%)’, ‘만성 사구체신염 (14.5%)’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노령인구 증가,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고혈압과 관련된 신장 

질환은 계속 증가추세이다1).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와 기능적인 변화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
이 일어나는데 이는 혈관의 이상을 초래한다. 혈압과 혈류의 변화
로 인한 동력학적 변화와 세포 내외의 신경혈액학적 요인에 의해 
비대형 혈관 재형성 (hypertrophic remodeling)이 일어난다. 또한 
미세 혈관에서는 혈관 비대 없이 혈관 내경의 감소 (eutrophic 
remodeling)가 일어난다2). 신장질환에서는 고혈압이 많이 동반되
는 이유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수분과 염분 배설이 저하되
고, 신장의 호르몬 이상에 의한 RAS가 부적절하게 자극되어 이차
적인 혈관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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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또한,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상실되면 결과적으로 혈관손상
이 일어나게 된다. 혈관 내피 세포는 혈관 이완 인자 nitric oxide 
(NO)를 생성하여 endothelium-drived relaxing factor (EDRF), 
endothelin-1 (ET-1), angiotensin II (Ang-II)와 같은 혈관 수축 
인자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4). NO는 혈관 이완작용에서 중요한 역
할과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이동의 억제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5). 이러한 NO는 L-arginine으로부터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합성되는 물질이다6). endothelial NOS (eNOS)는 
내피 세포에서 첫 번째로 확인되었고, 상피세포, 평활근세포, T림
프구세포에서도 나타난다7). 따라서 고혈압은 혈관 이완 및 혈압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신혈관성 고혈압에 
있어 혈압강하와 혈관 이완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물모델
을 제작했다.  
    신혈관성 고혈압이란 신동맥 또는 그 부근의 분지에서 협착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혈압을 말한다. 죽상 경화성 신동맥 협착증은 
흡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관상동맥 경화성 협착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8). 신혈관성 고혈압에 대한 동물모델은 1934년 
Goldblatt 등에 의해서 'two-kidney, one-clip (2K1C)', 
'one-kidney, one-clip (1K1C)' 두 모델이 개발되었다9). 양쪽 신
동맥을 협착 시키거나 혹은 한쪽 신장을 제거한 후에 나머지 신장
으로 가는 신동맥을 협착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방법이다. 본 실험은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인간의 신혈관성 고혈압 모형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2K1C goldblatt hypertensive rat을 실험동물모델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신혈관성 고혈압 모델 (2K1C)에서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추출물의 투여로 인한 항 고혈압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했다. 상표초 (桑螵蛸, mantidis ootheca)는 뽕나무에 붙은 사
마귀의 알이 들어 있는 벌레집을 찐것으로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짜면서 달며 독이 없다. 효능으로는 요통(腰痛), 산증(疝症), 유뇨
(遺尿), 유정(遺精)에 사용한다. 익신고정 (益腎固精), 고정축뇨(固精
縮尿), 지한(止汗)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상
표초는 임상에서는 남성의 불임증에 효과가 있으며, 기력이 감퇴될 
때 좋은 한약재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다10). 상표초의 경우 보고된 
기초연구가 미미 하여 본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모근 (白茅根, Imperata cylindrica Beauvois)은 벼과에 속한 
다년생 본초인 띠의 가는 뿌리 및 비늘 모양의 잎을 제거한 뿌리 
줄기를 말한다. 맛은 달고, 독이 없으며, 혈을 식히고, 이뇨하는 효
능이 있어, 토혈, 폐열 천식, 위열구토 등의 치료에 쓰인다고 알려
져 있다11). 또한 백모근은 지혈작용12)과 적출장관13) 및 알레르기 
질환14)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됐다. 금앵자 (金櫻子, Rosa 
laevigata Michaux)는 장미과 금앵자 나무의 성숙한 과실을 건조
한 것으로, 성질은 평(平)하고 따뜻하고 맛은 시고 떫으며 독이 없
다. 한방에서는 만성설사, 다뇨 (多尿), 유정 (遺精), 유뇨 (遺尿), 
식은땀, 만성장염, 대하 (帶下), 자궁출혈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
다15). 또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발기부전16)에 효과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는 한의학에서 사용된 약물들이나 고혈
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혈관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혈관성 
고혈압 모델인 2K1C 백서에 있어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추출물
을 이용하여 혈압강하 및 혈관이완 개선 효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의 제조
    상표초 (310 g, 중국 하북성 한단시) 백모근 (300 g, 중국, 미
륭생약, 제품번호: MK 130218) 금앵자 (300 g, 중국, 미륭생약, 제
품번호 : KAJ 120710)을 금오당 (전주, 전라북도)을 통하여 구입하
여 각각 2250 ml의 증류수에 시료가 충분히 추출될 수 있도록 상
온에서 2시간가량 담궈 뒀다가 1시간 반 동안 열탕 추출했다. 그 
이후 추출된 추출물을 1차적으로 무명베를 이용하여 잡질과 찌꺼기
를 걸러주었고, 2차적으로 분리된 맑은 전탕액 만을 취하여 회전식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했다. 농축시킨 후 동결 건조하여 만들
어진 조성물은 상표초 20.3 g(HBG161-01), 백모근 65.3 
g(HBF171-03), 금앵자 57.9 g(HBA091-01)을 각각 수득했다. 

2. 병태동물모델 구축 및 혈압 측정 - 신혈관성 고혈압 (2K1C)
    실험동물로는 체중 150∼200 g의 백서 (Sprague-Dawley, 
♂)를 샘타고 ((주) 샘타코바이오코리아, 오산,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했으며, 온도 23±1, 습도 50±10%, 환기횟수 10-15 회/hr 및 
조명 (06:00-18:00 light on)의 환경조건을 유지했다. 신혈관성 고
혈압 병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염산케타민 (isoflurane; 유한양
행, Korea)과 럼푼 (BayerKorea, Korea) 혼합액을 복강주사하여 
마취했으며, 개복한 후 좌측 신동맥에 직경 0.2 mm의 silver clip
을 장치하고 신속히 봉합했다. 마취에서 깨어난 후 사료와 물을 충
분히 공급하면서 1주 간격으로 꼬리혈압을 간접법으로 측정하여 고
혈압 유발과정을 확인했다. 그 방법으로는 백서의 꼬리에 
pneumatic sensor를 부착하여 puenmatic pulse transducer에 
연결한 후 (BP monotor for rat. MK-2000A, Muromachi 
kikaico., LTD, Japan). 이를 sphygmo-manometer 
preamplifier에 연결하고, polygraph (Grass Model 7E, Quinicy, 
MA, USA) 상에 기록하여 심박동수, 수축기 혈압을 측정했다. 4주 
후 수축기혈압이 160 mmHg 이상인 개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했고, 수축기혈압이 160 mmHg 이하인 경우는 실험대상에서 제외
했다(동물 윤리 승인번호: WKU15-68).

3. 실험군의 구성 및 투여
    실험군은 1) Sham, 2) Sham + 상표초 (100 mg/kg/day), 3) 
sham + 백모근 (100 mg/kg/day), 4) Sham + 금앵자 (100 
mg/kg/day), 5) 2K1C, 6) 2K1C + 상표초 (100 mg/kg/day), 7) 
2K1C + 백모근 (100 mg/kg/day), 8) 2K1C + 금앵자 (100 
mg/kg/day)로 sham 그룹은 각 그룹 당 6마리씩 진행했으며, 
2K1C군의 경우 각 군당 8마리씩 진행하여 총 8개의 실험군으로 
분류했다. 2K1C 그룹의 경우 고혈압 유발이 확인된 동물을 선정할 
때 수축기 혈압이 160 mmHg 이상인 것으로 선별했으며 sham 군
을 정상혈압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약물군은 상표초, 백모근, 금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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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각각 100 mg/kg/day 농도로 일정시간대에 경구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3주간 투여했으며, 대조군의 경우 같은 양의 증류수를 투
여했다.

4. 흉부 대동맥의 분리 및 고정
    각 그룹의 백서의 흉부대동맥을 분리 후 4℃ Krebs 용액(118 
mM NaCl, 4.7 mM KCl, 1.1 mM MgSO4, 1.2 mM KH2PO4, 1.5 
mM CaCl2, 25 mM NaHCO3, 10 mM glucose, pH 7.4)에서 지
방을 제거한 후 3 mm의 크기로 일정하게 자른다. 준비된 흉부대
동맥 절편을 95% O2, 5% CO2 혼합가스로 포화시킨 37℃의 
Krebs 용액이 들어있는 organ bath에 한쪽 끝을 고정시킨다. 다
른 쪽 끝은 forcedisplacement transducer (Grass FT 03, 
GRASS Instrument, M, USA)에 연결하여 isometric tension을 
생리기록계 (Grass Model 7E, Grass Instrument,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이때 heat/circulator (Model CW-10GL, 
JEIO TECH, Korea)에 의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 

5. 흉부대동맥에 대한 혈관 장력의 측정
    Organ bath에 고정한 혈관을 1 g의 힘까지 당겨준 후 일정한 
안정기에 들어서면 phenylephrine (PE)으로 최대한 수축시키고 혈
관 이완반응을 보기 위해 5분 후 acetylcholine (ACh) 또는 
sodium nitroprusside (SNP)을 용량 의존적으로 첨가하여 혈관의 
이완효과를 관찰 했다. 이완율은 PE에 의한 수축에 대해 백분율로 
계산했다.

6. 혈장의 renin 활성도측정 (Plasma renin activity)
    혈장 renin 활성도는 Kang등17)이 발표한 radioimmunoassay 
(RIA) 방법에 의하여 측정했다. 상표초, 금앵자, 백모근 추출물 100 
mg/ml을 3주간 투여한 후 각 군의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절식
시키고 guillotine에 의해 sacrifice한 후 혈액을 얻었다. 혈액은 
EDTA를 처리하여 4℃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
장을 분리했다. 분리한 혈장의 renin 활성도는 50 μl의 시료에 대
량의 renin 기질을 사용하여 생성된 angiotensin Ⅰ을 측정하는 
plasma renin concentration (PRC)으로 측정했다. angiotensin 
Ⅰ의 RIA는 BSA를 포함하는 Ris-acetate buffer (pH 7.4, 0.1 M)
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랐다. 4℃에서 18-20시간 방치후 
charcoal suspension으로 bound form을 분리하여 gamma 
counter를 사용하여 radioactivity를 측정했다. 결과는 ng/ml의 
angiotensinⅠ 농도가 된다. 

7. 통계 처리
    실험 결과의 유의성은 검증은 Sigma Plot 10.0 프로그램을 이
용했으며,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를 통하여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결    과

1. 신혈관성 고혈압 모델 (2K1C)에서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추출

물의 투여에 의한 혈압 강하 효과 
    백서의 신혈관성 고혈압의 유발을 위하여 왼쪽 신동맥에 클립
을 삽입하는 외과적 수술 이후 4주 동안 매주 1회 혈압을 측정했
다. 그 결과, 2K1C군은 4주간 꾸준히 혈압이 증가됐다. Sham 백
서과 혈압이 오른 2K1C 백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총 8그룹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군을 나눈 이후 3주간 각각의 약물군은 상표초 
(100 mg/kg/day), 백모근 (100 mg/kg/day), 및 금앵자 (100 
mg/kg/day)를 투여했고, 대조군은 saline을 투여했다. 이때 약물
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각 군은 3주간 매주 혈압을 측정했다. 
총 7주간의 실험 결과, 꾸준히 혈압이 증가하던 2K1C 그룹은 상표
초(A), 백모근(B) 및 금앵자(C)를 투여함으로써 혈압강하 효과를 보
이는 것을 확인했다(Fig. 1). 

Fig. 1. Effect of extracts on weekly systolic blood pressure levels in 
sham and 2K1C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p<0.01, 
***p<0.001 vs. Control;  ##p<0.01, ###p<0.001 vs. 2K1C.

2. 신혈관성 고혈압 모델 (2K1C)에서 신장의 변화
    신혈관성 고혈압의 유발을 확인 할 수 있는 2K1C 모델의 특
징 중 하나인 좌측신장의 축소와 우측 신장의 비대 현상을 확인하
기 위하여 실험이 완료된 이후 신장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했다. 
그 결과, sham군에 비하여 2K1C군의 좌측신장이 현저하게 작아짐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Fig. 2A), 우측신장은 sham군에 비하여 
2K1C군이 현저하게 비대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B). 
그러나, 각 약물군과 2K1C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2. Effect of WMO, WIC, and WRL on left (A) and right (B) kidney 
weights in sham and 2K1C groups. The data of values shows mean ± 
S.E. *p<0.05, **p<0.01, ***p<0.001 vs. Control

3. 혈장레닌활성도 (Plasma Renin Activity : PRA) 측정
    혈장 레닌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득한 혈장을 방사면역측
정법(radioimmunoassay, RIA)을 이용하여 레닌의 기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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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tensinogen에 의하여 형성된 angiotensin I을 측정했다. 그 
결과, sham군에 약물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K1C군간의 
PRA 측정량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또한 2K1C에 의하여 증가된 
PRA 측정량이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를 100 mg/kg/day를 투여
한 군에서의 유의성 있는 감소효과를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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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values for plasma renin activity (PRA) level in sham 
and 2K1C groups. Values are mean ± S.E. (n=4 per group). ***p<0.001 
vs. Control; ###p<0.001 vs. 2K1C

4. 혈관이완 개선 효과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추출물 투여가 2K1C의 혈관 내피 세
포 및 평활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지 측정하기 위
하여 각 군의 흉부 대동맥을 적출하여 혈관 장력을 측정했다. 흉부 
대동맥에서 내피 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 인자인 acetylcholine 
(ACh, 1 μM)을 처리 했을 때 혈관 이완 반응을 살펴본 결과, 
sham군은 87.59±4.19%, 2K1C군은 47.75±8.78%로 2K1C군에서 
이완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ham에 상표
초, 백모근, 금앵자를 100 mg/kg/day 씩 투여한 군의 이완율은 
90.20±5.06%, 90.25±4.64%, 90.73±6.36%로 각각 나타났으며 
sham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K1C에 상표초, 백
모근, 금앵자를 100 mg/kg/day 씩 투여한 군의 이완율은 71.28 
± 8.59%, 76.26±7.22%, 71.18±8.99%의 이완효과를 보이면서 
2K1C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 혈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4). 또한 NO donor인 Sodiumnitroprusside 
(SNP, 0.1 μM)에 대한 혈관 이완 반응을 살펴본 결과, sham군은 
83.81±8.18%, 2K1C군은 56.43±7.18%로 2K1C군에서 이완효과가 
현저하기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ham에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를 100 mg/kg/day 씩 투여한 군의 이완율은 
83.71±5.11%, 87.22±4.01%, 89.82±10.38%로 각각 나타났으며 
sham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K1C에 상표초, 백
모근, 금앵자를 100 mg/kg/day 씩 투여한 군의 이완율은 
79.34±7.80%, 87.36±5.47%, 73.93±2.71%의 이완효과를 보이면
서 2K1C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 혈관 개선 효과가 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5).
    따라서 흉부대동맥에서의 ACh와 SNP에 의한 혈관 이완은 
2K1C군에서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 했고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추출물 100 mg/kg/day 투여함으로써 개선된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Effects of WMO, WIC, and WRL on the ACh-induced relaxation 
of thoracic aorta from sham and 2K1C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p<0.01, ***p<0.001 vs. Control; #p<0.05, ##p<0.01 vs. 
2K1C

Fig. 5. Effects of WMO, WIC, and WRL on the SNP-induced relaxation 
of thoracic aorta from sham and 2K1C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p<0.05, **p<0.01 vs. Control; #p<0.05, ##p<0.01, 
###p<0.001 vs. 2K1C

고    찰

    이차성 고혈압은 신혈관성 고혈압 (renovascular 
hypertension), 신장염 (nephritis), 신부전 (renal failure), 내분
비질환, 갑상선질환 등과 같은 주요 원인이 있다18,19). 이들은 신기
능 저하가 고혈압 발생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신장질환에서 
고혈압이 많이 동반되는 이유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수분과 
염분 배설이 저하되고, 신장의 호르몬 이상에 의한 RAS가 부적절
하게 자극돼 이차적인 혈관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신혈관성 고
혈압의 경우 신동맥을 부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그로인해 많은 양의 레닌이 분비되는 원리로 
혈압의 상승을 초래 하여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신혈관성 고혈압에 있어 한약재에 의한 효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신혈관성 고혈압 동물모델 (2K1C)를 제작했으며 이때, 
대조군을 함께 제작하여 비교분석했다. 2K1C에서의 수술 후 4주동
안 혈압상승을 확인했으며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를 각각 투여하
여 그 변화를 매주 1회씩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SBP는 심근 수축에 의해 혈액이 대
동맥으로 방출되는 혈관 내 최고 압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고혈압
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2K1C군에서 SBP는 꾸준히 상
승했으며, 2K1C + 약물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개선효과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ham군과 sham + 약물군간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신혈관성 고혈압을 유발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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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P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때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를 각각 투여
함으로써 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혈압강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K1C 모델의 경우 한쪽 신동맥을 결착시킴으로 왼쪽 신장의 
기능을 감쇠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왼쪽 신장이 제 기능을 하
지 못하여 크기가 작아지고 왼쪽 신장의 기능을 보상하기 위하여 
오른쪽 신장이 비대해 지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작
된 2K1C군의 경우 sham군에 비하여 좌측 신장의 경우 현저하게 
작아졌으며 우측 신장의 경우는 유의성 있는 비대효과를 보이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레닌은 신장사구체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분해효소로서 혈중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I으로 활성화시키며, 폐의 전환효소의 
작용을 받아 안지오텐신I은 안지오텐신II로 전환된다. 안지오텐신II
는 직접 동맥을 수축하거나, 신장에서 수분과 염분의 재흡수를 촉
진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 출혈이 있거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을 
때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은 생명을 구하는 장치가 되지만, 순환
되는 안지오텐신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따라
서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의 가장 상위 단계인 혈장 레닌 효소 활
성은 혈압조절과 관련된 대표적인 바이오마커로 사용된다21). 본 연
구에서는 레닌의 기질인 안지오텐시노겐에 혈장을 첨가하여 형성된 
안지오텐신 I을 radioimmunoassay로 검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2K1C에서 레닌의 활성을 측정했다. 2K1C군에서의 레닌 활성은 
sham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여주었고, 3주동안 상표
초, 백모근, 금앵자를 100 mg/kg/day 투여한 군에서 레닌의 활성
도가 컨트롤 수준으로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혈관
성 고혈압모델에서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는 투여는 레닌 활성의 
감소를 통해 개선 효과가 있음이 사료된다. 
    혈압은 말초혈관의 저항과 심장의 박출량에 관여하고, 혈관 평
활근에 분포하는 자율신경계22)와 활성물질에 대한 반응성 및 혈관 
내피세포에서 유리되는 인자들에 의하여 혈관 저항은 조절된다23). 
따라서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있어서 혈관 내피의 기능 이상은 혈
관의 항상성에 있어 주요 인자이며 질병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하
다. 이에 따라 혈압 상승 억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표초, 백
모근, 금앵자 투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군의 흉부 대동맥
을 적출하여 혈관 장력 실험을 진행했다. Organ bath에 고정된 
혈관은 phenylephrine으로 수축시키고 내피 세포 의존성 혈관 이
완 인자인 ACh과 NO donor인 SNP를 농도별로 투여하여 혈관의 
이완효과를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를 투여
한 군에서 내피의존성 혈관이완 반응이 개선되었고 또한 내피 비의
존성 혈관이완 반응도 개선되었다.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 확
장반응을 위해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는데 이를 혈류가 
증가됨으로서 유발되는 내피 세포 의존성 혈관 반응이라고 하며, 
위의 실험 결과가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의한 내피세포의 보호가 
효과가 혈관이완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는 신혈관성 
고혈압 백서의 혈압을 감소시키고, 고혈압에 의한 내피세포 및 평
활근의 보호 작용을 함으로써 혈관 이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본 실험에서는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의 항 고혈압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신혈관성 고혈압 모델인 2K1C를 이용하여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K1C에서의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투여에 의한 혈압 강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혈장내 레닌의 활성 또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2K1C 
백서의 흉부대동맥에서의 ACh과 SNP에 의한 혈관 이완의 개선 
효과는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를 각각 투여한 군에서 농도 의존적
인 회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
에 의한 혈압 감소는 혈관 장애에 의한 신혈관성 고혈압을 완화시
키며, 내피세포 및 평활근의 보호 효과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표초, 백모근, 금앵자는 혈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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