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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 압은 한의학에서 頭痛, 眩暈, 肝陽上亢 등의 범주로 분

류된다.
1-4)

 고 압은 뇌졸 ,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  질환  

심부  콩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근

본 인 치료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 으로도 국내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의 34.4%, 여성의 26.5% 이상이 고 압에 이환

되는 것으로 나탄 의료  사회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

다. 그러나, Ca2+ channel 길항제, Angiotension converting enzyme 

(ACE) 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ARB), α, β-차단제  

이뇨제 등의 고 압 치료제는 피로, 부종, 두통, 변비, 마른기침 

 발기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약리작용 의 개발 

 한방치료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HMC05는 Clinical Handbook of Internal Medicine5)에 수록

된 半夏白朮天麻湯의 처방을 기본으로  동력학 조 에 한 

연구를 통해 최 의 조성과 비율을 개발하여6)
 심 질환의 치

료를 목표로 구성된 처방으로 특허 등록을 통해 HMC05로 명명

하 다. 半夏白朮天麻湯은 足太陰의 痰厥頭痛을 主治로 한 방제

로 脾胃內傷으로 인한 頭痛如裂, 身重如山, 惡心煩悶, 四肢厥冷, 

嘔吐, 眩暈 증상에 처방하며7,8), 그 除濕化痰의 효능으로 최근 痰

濕의 阻滯로 인한 고 압, 동맥경화  뇌 질환의 방과 치

료에도 범용되고 있다. 半夏白朮天麻湯의 실험  연구로는 鎭痛, 

鎭靜  장 이완 효과를 비롯하여9) protein kinase C (PKC) 억

제와 nitric oxide (NO)의 생성을 통한 이완활성의 연구에서 

고 압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보고 된 바 있다10). 

    한편,  평활근세포는 내피세포와 함께 을 구성하는 

주세포로서 의 수축이완을 직 으로 조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에 련된 신호조  경로로서는 크게 thick 

(Myosin) filament regulation과 thin (Actin) filament regulation

으로 설명될 수 있다11). Thick filament regulation은 20 kDa 

Myosin light chains (LC20)의 인산화를 조 하는 Myosin light 

chain phosphatase (MLCP)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K)의 경로로서 Ca2+ activation  sensitization 과정을 모

두 포함하며,  thin filament regulation은 Caldesmon (CaD)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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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를 통해 actin과 myosin간의 상호작용이 해되는 경로로서 

요약할 수 있다11).
 재까지 보고 된 바에 따르면, Ca

2+
 의존 인 

Calmodulin과 PKC 경로를 포함하여, Rho-associated kinase 

(ROC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 (ERK) 

등의 신호 달 경로가 요한 작용 경로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각 물질의 활성 기작을 통해 의 수축이완이 조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15)
.

    본 연구에서는 HMC05에 의한  평활근세포의 이완

활성  작용기 을 규명하기 하여, 흰쥐의 흉부 동맥으로부

터 내피를 제거하고 phenylephrine (PE)  sodium fluoride 

(NaF) 유도 수축 에 미치는 향을  수축이완에 련된 

표 인 신호 달 물질을 심으로 조사하 다. 연구의 주요 내

용은 HMC05의 이완 효능을 세포 생화학 인 수 에서 검

증하 고, 특히 PKCα의 세포내 치이동  ERK를 포함한 다른 

아종의 Mitogen-activated protein (MAP) kinases, Rho kinase 

(ROCK)의 신호 달 경로를 조 함으로써 이완활성의 효능

을 나타내는 작용기 을 제시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실험동물은 체  300～350 g의 웅성 Sprague-Dawley계 흰

쥐를 항온항습 장치가 부착된 사육장에서 고형사료를 충분히 공

하면서 2 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온도, 21±2℃; 습도, 50～60%)

에 응시킨 후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HMC05의 각 약

재는 동국 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방법

 1) 한약 추출물의 제조

    HMC05 (半夏 9 g, 白朮 12 g, 天麻 6 g, 陳皮 6 g, 茯苓 9 

g, 山楂 9 g, 豨薟 9 g, 黃連 9 g) 69 g을 둥근 flask에 넣고, 증류

수 500 ml을 가하여 100 ℃에서 1 시간 30분 탕한 후 추출액을 

여과지로 여과하 다. 진공회 증발기 (rotary evaporator)를 이

용하여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12.1 g의 분말을 수득하

다. 분말은 -20 ℃냉동 보 하 으며 하루 이내에 쓸 분량만 덜

어서 실험에 사용하 다. 

 2) 편의 제작

    흰쥐를 마취하여 희생시키고, 즉시 복강을 열어 흉부 동맥

을 출하 다. 출한 조직은 Krebs-Ringer bicarbonate 용액 

(NaCl 119.8 mM, KCl 4.6 mM, CaCl2 2.5 mM, MgCl2 1.2 mM, 

NaHCO3 25 mM, KH2PO4 1.2 mM, glucose 10 mM, pH 7.4)에 

넣고 실온에서 주 의 결합조직과 지방을 제거한 후, 약 3 

mm의 길이로 단하여 고리형태의 동맥 환 (aortic ring)을 제

작하 다. 

 3) 장력의 측정

    용량 5 ml의 Krebs-Ringer bicarbonate 용액이 담겨있는 

organ bath 는 95%의 O2와 5%의 CO2를 혼합한 가스가 연속

으로 공 되며 37 ± 0.5℃로 유지되는 환경으로, 방법 2)에서 제

작된 동맥 환을 physiograph 장치에 연결하여 편의 한

쪽 끝은 organ bath의 부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은 근 수축변

환기에 연결하여 등장성 장력을 기록하 다. 의 장력측정은 

미세장력 조 장치 (Grass FT-03)를 이용하여 기 장력을 2 g 

부하하고 1 시간 이상 회복시킨 후, 1 μM의 PE로 수축시켜 조직

의 신선한 상태를 확인하고, PE-유도 수축 에 한 농도별 이

완효능을 찰하 다. 내피의존성 여부의 실험에서는 

acetylcholine으로 내피의 제거를 확인한 후 실험에 이용하 다. 

Western blot analysis 를 하여 1 μM의 PE 는 8 mM의 NaF

로 수축시켜 최고 수축기에 도달했을 때 0.5 mg/ml의 HMC05를 

1 시간 처리하거나, 30 분간  처리한 후 1 μM의 PE 는 8 

mM의 NaF 유도 수축억제 효과를 시간별(0, 5, 10 and 20 min)

로 찰하 다.

 4) 단백질 추출, SDS-PAGE  Western blot analysis

    장력의 측정 후 조직을 10% TCA/acetone/DTT 용액으

로 -80℃에서 한 시간 동결 고정시키고, DTT/acetone용액으로 

씻어낸 후 단백질을 분리하 다. 동일한 양으로 SDS-PAGE gel 

기 동하고 기이동의 방법으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막으

로 옮긴 후, 5% skim milk를 함유한 TBS 용액의 처리 후 해당 

1 차 항체  peroxidase가 부착된 2 차 항체를 반응한 후 각각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 용액으로 30 분간 세척하 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IL, USA)를 처

리하고 X-ray film에 감 하여 인화하 다. 실험에 사용된 항체

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5) Glycerol-Urea gel 기 동  LC20의 인산화 측정

    장력의 측정 후 조직을 10% TCA/acetone/DTT 용액으

로 -80℃에서 한 시간 동결 고정시킨 후 DTT/acetone용액으로 

씻어내고 8 M urea가 들어있는 시료 완충액으로 단백질을 분리

하여 Glycerol-Urea gel에서 기 동하고 기이동의 방법으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막으로 옮겼다. 이후 과정은 방법 4)와 

동일하게 수행하 다. 

 6)  평활근세포의 배양

    흰쥐의  평활근세포는 Sprague-Dawley Rat의 흉부 

동맥으로부터 기존에 확립된 분리법16)에 따라 분리  배양하

으며, human의  평활근세포 (AoSMC)는 Cambrex에서 구입

하고 각 세포가 요구하는 배지와 환경을 조성하여 배양하 다. 

세포배양용 dish에 평활근세포를 분주하여 약 90%의 도가 되

었을 때, 무 청 배지로 교체하여 20 시간을 배양한 후 HMC05 

추출물을 처리하 다. 평활근세포로서의 형질유지 여부를 확인

하기 하여 200 배 배율의 도립 미경 (inverted 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수축제 처리에 따른 세포형태

의 변화를 찰하 다.

 7) 면역형  염색법

    Cover slip 에서 자란 세포를 무 청 배지에서 20 시간 동

안 배양한 후 HMC05를 처리하며, 5% BSA의 blocking 용액을 

처리 후 각각의 1 차 항체와 형  염색제가 붙은 2 차 항체를 이

용하여 염색하고 형 미경으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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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세포분획법

    배양조에서 자란 세포를 무 청 배지에서 20 시간 동안 배

양한 후 HMC05를 처리하고 세포질, 세포막  핵으로의 분획화

에 한 완충액과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분획을 획득하

다. 이후 과정은 방법 4)와 동일하게 수행하 다. 

성    

1. HMC05의 내피 비의존성 이완효능

    1 μM PE에 의한 수축에 하여 HMC05의 이완 작용

이 내피세포와 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하여 내피존재 유

무에 따라 추출물의 농도별 이완효과를 찰하 다. HMC05는 

각 농도에서 내피의 존재 유무에 따른 활성도의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며, 두 그룹 모두 0.1 mg/ml, 0.3 mg/ml, 0.5 mg/ml 

 1.0 mg/ml의 농도에서 농도 의존 인 이완활성 효능을 나

타내었다.

Fig. 1. Vasorelaxation effect of HMC05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endothelium on the PE-induced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Values are mean±SEM (n=10).

2. LC20의 인산화에 한 HMC05의 향

    HMC05의 이완 효능을  수축의 기본 경로인 LC20

의 인산화에 미치는 향을 시간별로 측정함으로써 재확인 하

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MC05는 PE 유도 LC20의 인산

화를 억제하 다.

Fig. 2. Effect of HMC05 on LC20 phophorylation in the absence of 

endothelium on the PE-induced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3. HMC05의 동력학 제어약리작용 으로서 ROCK 경로 확인

    수축이완과정을 조 하는 주요 신호인자로서 ROCK의 

경로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HMC05가 ROCK의 신호경로를 경

유하는 지 조사하 다. HMC05를 30 분  처리한 후 1 μM PE

를 10 분간 는 8 mM NaF를 20 분간 처리함으로써 수축을 유

도하 다. PE와 NaF는 ROCK의 신호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ROCK의 기질로서 하 신호인자에 속하는 adducin (A), MLCK

과 MYPT1 (B)과 같은 기질의 인산화를 유도하 고, HMC05의 

처리는 이러한 인산화의 증가를 해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A

B

Fig. 3.  Effect of HMC05 on ROCK pathways in the absence of 

endothelium on the 1 μM PE (for 10 min) (A, B) or 8 mM NaF (for 

20 min) (B)-induced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4. HMC05의 약리작용 으로서 ERK 확인

    수축이완과정을 조 하는 주요 신호인자로서 ERK의 경

로 한 잘 알려져 있다. HMC05가 ERK의 신호경로를 경유하는

지 조사하 다. HMC05를 30 분  처리한 후 1 uM PE를 10 분

간 처리함으로써 수축을 유도하 고, ERK의 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ERK 인산화의 변화를 찰하 다. HMC05는 PE에 의한 

ERK 인산화의 증가를 해하 다.

Fig. 4. Effect of HMC05 on ERK activity in the absence of 

endothelium on the PE-induced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5. HMC05의 약리작용 으로서 JNK 확인

    HMC05가 이완을 조 하는 주요 신호인자로서 MAP 

kinases의 아형인 c-Jun NH2-terminal kinase (JNK)의 경로 한 

확인하 다. HMC05를 30 분  처리한 후 1 uM PE를 10 분간 

처리함으로써 수축을 유도하 고, JNK의 활성을 측정하기 하

여 JNK 인산화의 변화를 찰하 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에 의하여 JNK의 활성이 유도됨을 확인하 고 HMC05의 처

리는 이러한 인산화를 해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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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MC05 on JNK activity in the absence of 

endothelium on the PE-induced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6. HMC05가 CaD의 인산화에 미치는 향

    동일한 방법으로 수축이완과정을 조 하는 신호인자로

서 thin filament (Actin)의 주요 조 인자인 CaD 신호경로를 경

유하는 지 조사하 다. HMC05를 30 분  처리한 후 1 uM PE

를 10 분간 처리함으로써 수축을 유도하 고 CaD의 인산화 변

화를 찰하 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D의 인산화에는 

PE와 같은 수축제나 HMC05의 처리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도 

찰되지 않았다.   

Fig. 6. Effect of HMC05 on CaD phosphorylation and IκB protein 

level in the absence of endothelium on the PE-induced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Fig. 7. Subcellular translocation of PKCα and phopho-PKCα in 

HMC05-treated rat aortic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n=3).

7. HMC05가 평활근 세포의 PKC활성에 미치는 향  

    PKC에 한 HMC05의 활성조 의 가능성은  평활근세

포에서 수행하 다.  평활근세포에 0.5 mg/ml HMC05을 처

리하고 1 μM PE를 시간별로 처리하여 세포분획 (세포질, 막, 핵)

별로 단백질을 추출하거나 (A), PKCα  인산화된 PKCα의 면역

형  염색법 (B)을 수행함으로써 세포내 각 분획으로의 이동정도

를 측정하 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의 처리에 의하여 

인산화된 PKCα의 분획화 정도는 PKCα의 분획화 정도에 비해서

도 더욱 큰 차이를 보이며 막 분획으로 이동하 고, HMC05의 

처리에 의해서 막 분획으로의 이동이 한 차단됨을 찰하 다.

고    찰
   

    HMC05는 문헌에 설명된 각 약재의 효능과 실험  연구에 

기 하여 半夏白朮天麻湯을 바탕으로 심 질환을 치료하기 

해 개발된 처방이다16-22)
. 그 조성은 半夏, 白朮, 天麻, 茯苓, 陳皮, 

山楂, 黃連, 豨薟의 8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半夏白朮天麻湯

은 한의학에서 痰厥頭痛의 치료를 목표로 사용되어 처방으로 실

험 으로 LC20의 인산화와 PKCα 활성 억제
8)

  NO 경로
23)

를 

통한 이완활성이 보고되었다. 이는 半夏白朮天麻湯이 

확장을 통한 액순환개선이 고 압에 용될 수 있음을 객

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조성된 HMC05의 이완 활성을 

생리학 인 방법으로 검증한 후, 그 작용 기 을 세포 내 신호

달 체계를 심으로 한 생화학 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을 구성하는  평활근은 내피조직과 함께 의 수

축이완을 직 으로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련

된 신호조  경로로서 LC20의 인산화를 조 하는 경로  CaD

의 인산화를 통해 actin과 myosin간의 상호작용이 해되는 경

로로서 요약할 수 있다11). 재까지 보고 된 바에 의하면, Ca2+ 

의존 인 Calmodulin과 PKC 경로를 포함하여, ROCK  ERK 

등의 신호 달 경로가 요한 작용 경로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phophorylation  translocation 등에 의한 각 물질의 활성 기작

을 통해 의 수축이완이 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5).

    흰 쥐의 흉부 동맥으로부터 내피를 제거하고 PE  NaF에 

의해 유도된 수축 과정에서 HMC05의  이완의 효능은 내피 

비의존 으로 작용하며(Fig. 1),  수축의 기본 경로인 LC20

의 인산화 한 억제함을 확인하 다(Fig. 2). 이는 이미 보고된 

半夏白朮天麻湯의 내피의존  이완 작용이 처방의 가감을 

통해 평활근에 직  작용하여 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이완활성의 증가와 더불어 그 상이한 작용기 을 나타내었다. 

나아가 HMC05가  수축이완 과정을 조 하는 세포 내 주요 

신호인자를 경유하는 지 확인하기 하여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

고 있는 ROCK를 비롯하여 기존에 많이 보고된 MAP kinase  

PKC 경로를 경유하는 지를 조사하 다. 비록 실험상의 제약으로 

ROCK의 직 인 활성도는 확인하지 못하 지만, ROCK의 기

질로서 하 신호인자에 속하는 adducin, MLCK, MYPT1의 인산

화를 간 으로 조사하 다. NaF의 처리는 이미 보고15) 된 바

와 같이 ROCK의 신호경로로서 MYPT1의 인산화를 유도하 으

며 이는 HMC05의 처리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PE나 

NaF(data not shown)는  ROCK의 하 신호인자 adducin의 인

산화를 유도하 고, HMC05의 처리는 이러한 인산화의 증가

를 해하 다.  이들 수축제에 의한 MLCK, MYPT1의 인산화 

역시 억제되었다(Fig. 3). 

    본 연구에서 나타낸 ROCK 경로는 HMC05를 30 분간  

처리가 1 μM PE (10분) 는 8 mM NaF (20분)에 의한 수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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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시에 미치는 향을 모두 제시하 으며, 이외는 1 μM PE로 

수축을 유도한 결과만을 제시하 다. 그러나 NaF 역시 ROCK 

경로 뿐만 아니라 다른 신호 달 경로에서도 모두 동일한 결과

를 찰할 수 있었다. 한 PE나 NaF에 의해 수축이 최고 에 

도달한 후 HMC05를 1 시간도안 후 처리한 경우에도 결과는 동

일하 다. 

    수축이완과정을 조 하는 주요 신호인자로서 ERK의 경

로 한 잘 알려져 있다. ERK의 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PE 유

도  ERK의 인산화에 미치는 향을 찰하 다. PE의 처리는 기

존에 보고 된 바14)
와 같이 ERK의 인산화를 유도하 고, HMC05

의 처리는 이러한 인산화의 증가를 해하 다(Fig. 4). 한편, 

MAP kinase 의 아형으로서 JNK는 수축이완과정에서 그 역

할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 본 결과에서는 HMC05가 이완을 

조 하는 주요 신호인자로서 JNK의 경로 한 확인하 으며, 수

축제의 처리에 의한 JNK의 활성 유도와 HMC05의 처리에 의한 

인산화  활성의 해를 찰하 다(Fig. 5). 그러나, HMC05는 

thin filament (Actin) 조 의 주요인자인 CaD의 인산화에는 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D은 인산화에 따라 

myosin과 actin과의 cross-bridge를 조 함으로써 수축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HMC05가 이러한 조 과정에

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PKC의 활성은 인산화의 변화 뿐 아니라 세포 내 치

이동 (translocation)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출된 조직으로

부터 세포 내 치이동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PKC에 한 HMC05의 활성조  가능성은  평활근에서 분

리한 세포에서 수행하 다.  평활근세포에 HMC05을 처리

하고 PE를 시간별로 처리하여 세포분획 (세포질, 막, 핵)별로 단

백질을 추출한 후 Western blotting analysis를 하거나, PKCα  

인산화 된 PKCα의 면역형  염색법을 수행함으로써 세포내 각 

분획으로의 이동정도를 측정하 다. PE의 처리에 의하여 인산화

된 PKCα의 분획화 정도는 PKCα의 분획화 정도에 비해서도 더

욱 큰 차이를 보이며 막 분획으로 이동하 고, HMC05의 처리에 

의해서 막 분획으로의 이동이 한 차단됨을 찰하 다(Fig. 7).

    인상의연구로부터 각 신호인자의 특이 인 해나 활성 조

을 통한 작용 원인의 명확한 규명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으

로 남아 있으나, HMC05의 이완 효능이 ROCK, ERK, JNK 

 PKCα의 활성을 억제하는 신호경로를 경유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신규 도출된 HMC05의 

이완효능과 기 을 객 으로 규명한 것으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질환모델동물에서의 압강하 효능 검증을 통한 고

압치료의 가능성 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결    론

    半夏白朮天麻湯을 기 로 조합과 가감의 선행 연구를 통하

여 새로이 개발된 HMC05의 항고 압 효능을 조사하기 하여 

PE와 NaF 유도 수축 에 한 이완활성  작용기 을 

연구함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HMC05는 내피에 비 의존 으로 이완효능을 나타내었

으며,  평활근세포의 수축과 직 으로 련된 LC20의 인

산화를 해하 다. 한 HMC05는 동역학 제어 약리작용

으로서 ROCK, ERK  JNK의 활성 조 에 여함을 확인하

다. 나아가  평활근세포에서 HMC05는 PE에 의해 유도된 

PKCα의 세포막으로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PKCα의 활성을 조

하 다. 그러나 HMC05는 CaD의 인산화 조 과는 무 하

으며, 이상의 결과로부터 HMC05는 내피 비의존 으로 평활근

에 직  작용하며, ROCK, ERK, JNK  PKCα를 포함하는 평활

근세포의 신호 달 경로를 조 함으로써 이완활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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