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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O bjectives)

황은 약 수재종외에도 수십여 가지의 유사종이 있다. 정확한 기원종 분류와 우수한 효

능의 종 확인을 해 효능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엽 황과 약용 황, 

동속근연종인 탑황과 산 황의 항  효능을 비교하기 하여  반응에 한 장엽

황(RPE), 약용 황(ROE), 탑황(RNE), 산 황(RFE)의 물 추출물의 활성 비교 연구를 진

행하 다. 이를 해  용해 활성, 액 응고시간 지연효과, 소  응집억제 활성 등

에 한 RPE, ROE, RNE, RFE의 항  효능을 평가하 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장엽 황(Rheum palmatum), 약용 황(R. officinale), 탑황(Rheum nobile Hook. f. et 

Thoms.), 산 황(Rheum franzenbachii Muent.)은 국 간쑤 (甘肅)와 스촨 (四川)에서 구

입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에서 검정하고 정선한 것을 사용하 다.   

액은 SD-rat을 동물 사육실에서 1주일간 순화시킨 다음 채 하여 사용하 다. 

◦ 실험방법

첫 번째 실험으로는 액응고 억제 활성  내인성 경로에 기인하는 활성트롬빈 라스

틴 시간 APTT와 외인성 경로에 기인하는 로트롬빈 시간 PT를 자동 액응고 분석기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용해능 측정으로 fibrin plate가 용해

되어 형성된 투명환의 넓이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세 번째는 소 의 응집에 따라 형

성되는 두 극사이에 형성된 기  항의 변화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Results)

용해 활성 측정한 결과 탑황의 용해도가 다른 장엽 황, 약용 황, 산 황 추출

물과 비교하 을 때 12.99 mm²로 가장 탁월한 효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액 응고

시간 지연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탑황이 다른 3가지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138%로 액 응고시간 지연효과가 가장 우수하 다. 소 응집억제활성을 알아본 결과 

한 탑황이 100%로 매우 뛰어난 응집억제 활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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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Effects of fibrinolytic activity. (A) Measurement of fibrinolytic area in fibrin 

plate. (B) Photographs of fibri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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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A) Effects of prothrombin time. (B) Effects of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Fig.3. Effects of platelet aggre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