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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기반구축을 위한 사군자탕 연구 문헌 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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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화연구본부 한약EBM연구센터

Analysis of Studies on Sagunja-tang(Sijunzi-tang) to Establish the

Fundament for Evidence Based Medicine

Jung Hoon Kim, Jun Kyoung Lee, Hyeun Kyoo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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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ablish the fundament for EB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 papers on Sagunja-tang(Sijunzi-tang)

frequently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ere analyzed through researc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The papers were classified by the registration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journals, the year of

publishment, experimental fields and the kinds of studies on biological activities. Of total 228 papers on

Sagunja-tang(Sijunzi-tang), 121 volum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creteria. 47 volumes were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71 in Chinese journal, 2 in Japanese journal, and 1 in Taiwan journal. The papers on instrumental analyses

were preceeded by HPLC, MS, GC with standard compounds of herbal medicine in Sagunja-tang(Sijunzi-tang). The

papers on biological activit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showed improvement of gastrointestinal activity and blood

circulation, immunoactivity, anti-cancer, anti-oxidant, anti-fatigue, anti-stress, pharmacokinetics, hepatic protection,

radioprotection, muscular activity, hematopoiesis and nontoxical effect. Further studies includ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immune related disease, cancer, oxidative injury and pharmacokinetic study need to be preceeded to

establish the fundament for EBM of Sagunja-tang(Sijunzi-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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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환자 진료에 있어 과학적인 임상 자료와 통계적인

분석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 행위를 하려는 근거 중심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

또한 한약 및 침구치료 등에 있어서 한의학 문헌 기록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하는 가운데, 현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한 투

약 및 시술의 과학적 근거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여러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여러 시술 중

에 한약 처방의 가장 기본인 사군자탕의 기존 연구 자료를 확보

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헌 분석 연구를 수행하

였다.

사군자탕은 宋代 陳師文이 편찬한 《太平惠民和劑局方․卷

之三․新添諸局經驗秘方》에서 최초로 기재되었고 처방은 人蔘,

白朮, 白茯笭, 甘草으로 구성되었다. 益氣健脾하는 효능으로 주

로 脾胃의 氣虛로 面色萎白, 語聲低微, 四肢無力, 食少 혹은 便溏

하고, 舌質淡, 苔薄白하며 脈細緩 등의 증상을 치료하여, 脾胃 氣

虛로 인해 運化力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에 적용되는

처방이다1).

본 연구에서는 사군자탕에 대한 EBM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에 발표된 국내․외 실험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사군자탕에 대한 투약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및 검색어

국내 자료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대구한의대도서관, 전통

의학정보포털 등의 웹사이트에서 ‘사군자탕'을 주제어로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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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집하였다.

국외 자료는 Pubmed, Sciencedirect,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Scholary and Academic

Information Navigator,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ggregator, Electronic 등의 웹사이트에서 ‘사군자

탕’의 한국어식 영문표기 'Sagoonja-tang', 'Sagunjatang',

'Sagunja-tang', 'Sakoonjatang', 'Sakoonja-tang', 'Sakunjatang',

'Sakunja-tang'와 중국어식 영문표기 'Sijunzitang', 'Sijunzi-tang',

그리고 일본어식 영문표기 'Shikunshito', 'Shikunshi-to' 등을 주

제어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2.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사군자탕을 주제로 발표된 국내 학위 논문 및 국내․외 학

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논문을 선정하는 과

정은 Scheme 1에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국내 논문

의 경우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출판된 것으로 선정하였고, 중국

에서 발행된 논문의 경우 전문을 구할 수 있는 1993년도부터

2009년까지 출판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일본과 타이완에서 발행

된 논문도 1990년도 이후 출판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Scheme 1. Flow chart of paper selection.

3. 분석방법

수집되어 채택된 총 12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용

된 효능 검색 시스템별, 실험동물 및 방법, 효능 주제별로 구분하

였고, 주제 구분에 있어 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동시

에 다루는 논문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에 포함시켰다.

Table 1. Quantitative analysis of Sagunja-tang(Sijunzi-tang)

Author(year) Column Mobile phase Flow rate Detector Temp. Reference compound

이 등2)

(2000)
μBondapak C18
(3.9×300 mm)

MeOH:water=1:2 1.0 mL/min
UV

254 nm
room
temp.

glyccyrrhizin, 40.9% in SGJTa

姚 등
3)

(2001)
Hypersil C18

(4.6×250 mm, 5 μm)
ACN:water=3:7 1.5 mL/min

UV
203 nm

40℃ ginsenoside Rb1, 32.66 μg/mL in SGJT

Liu 등
4)

(2005)
YMC ODS AL column
(2.0×100 mm, 5 μm)

ACN:water
(0.04% formic acid)

200 μL/min
UV

280 nm
368 nm

38℃
liquiritigenin 7%, liquiritin 9%, isoliquiritigenin 7%,

isoliquiritin 7% in SGJT

Liu 등5)

(2006)
Zorbox 300SB-C3
(2.1×150 mm, 5 μm)

ACN:water
(5 nM ammonium

acetate-0.8% acetic acid)
200 μL/min MS 38℃

ginsenoside Rg1, Re, Rb1, Rc, Rb2, R0,
liquiritigenin-7-4'-O-diglucoside,

liquiritigenin-4'-O-apiosyl-(1→2)-glucoside, glycyrrhizic acid
a
abbreviation : Sagunja-tang

결 과

사군자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기분석 실험 분석

1) 지표성분 분석 연구

기기분석을 이용한 성분 연구는 주로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사군자탕 구성 약물의 지표성분에 대한 정량분석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Table 1). 이 중 Liu 등5)은 HPLC/MS/MS(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사군자탕 내 지표물질 중 ginsenoside

Rg1, Re, Rb1, Rc, Rb2, R0, liquiritigenin-7-4'-O-diglucoside,

liquiritigenin-4'-O-apiosyl-(1→2)glucoside, glycyrrhizic acid 등

을 검출하였고, 이 중 Rf에 대한 Rg1, Re, Rb1의 비율과

triterpenoid m/z 985 성분에 대한 m/z 919 성분의 비율 및

flavonoid liquiritigenin-4'-O-apiosyl-(1→2) glucoside에 대한

flavonoid 성분의 비율이 각각 인삼(Panax ginseng)과 감초

(Glycyrrhiza uralensis)에서보다 사군자탕 내에서 증가하였고,

liquiritigenin-4'-O-apiosyl-(1→2) glucoside에 대한 m/z 735 성

분의 비율은 감초에서보다 사군자탕 내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2) 전탕 분석 연구

최6,7)는 GC(gas chromatography)분석을 통해 사물탕과 사군

자탕에 대해 냉각기를 사용하여 전탕했을 때에 전통방식으로 전

탕했을 때보다 휘발성분이 많이 검출되었고, 전탕액을 증류한 증

류액에서 전탕액보다 휘발성분이 많이 검출되었으며, 증류하고 남

은 액에서는 거의 휘발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8)은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와 MA(mecury analyzer)

를 이용하여 사군자탕의 개별 약재 재료, 탕약 및 전탕 후 찌꺼기

내에서 중금속(As, Pb, Cd, Hg) 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2. Contents of heavy metals in Sagunja-tang(Sijunzi-tang)

Sample
Content (ppm)

As Cd Pb Hg

감초 0.723 0.019 0.871 0.001

복령 0.369 N.D.a 0.338 0.004

백출 0.703 0.076 0.059 0.001

인삼 0.709 0.085 0.104 0.003

전탕액 0.016 N.D. 0.007 0.002

전탕 후 찌꺼기 0.403 0.069 0.020 0.006
a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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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동력학적 연구 분석

투여한 약물의 생체 내 분포 정도와 시간에 따른 사군자탕

구성 성분의 함량 변화를 HPLC를 통해 분석하는 약물 동력학적

연구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 독성 연구 분석

독성연구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 생물학적 효능 실험 분석

전체적인 생물학적 활성 실험에서 확인한 효능은 위장관 활

성, 면역활성, 항암효과, 항산화효과, 항피로효과, 항스트레스 효

Fig. 1. Distribution of papers classified by biological activities.

Table 3. Pharmacokinetic analysis of Sagunja-tang(Sijunzi-tang)

Author
(year)

Column
Mobile phase
(Detection)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
(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任 등
9)

(1997)
- -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reserpine
(脾虛症)
-

소장 조직과 혈장 내 motilin 함량, 혈액 내
tetramethylpyrazine phosphate의 α(h-1), β(h-1),
K10(h-1), K12(h-1), K21(h-1), t1/2ka(h), Ka(h-1),

t1/2α(h), t1/2β(h), AUC, Cmax, 시간별 혈청 내 농도

China
Huang 등10)

(2000)
Shim-Pack CLC-ODS
(4.6×150 mm, 5 μm)

MeOH:water=72:28
(UV 280 nm)

張 등11)

(2000)
Intersile ODS-3
(4.6×150 mm, 5 μm)

MeOH:water:acetic
acid=80:19:1
(UV 250 nm)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 시간별 혈액 내 glycyrrhizin 함량 China

Table 4. Toxicological stud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
(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마 등
12,13)

(2007)
in vivo

(mouse,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아급성
독성여부

사망동물, 독성증상, 체중변화 부검시 이상병변, 음수 및 사료 섭취량 변화, 안저이상 변화,
뇨량 및 요의 화학적 변화, 백혈구 및 적혈구, 혈액 응고시간, 장기무게, cortical vacuolation,

덧부신조직, interstitial pneumonia, hemorrhagic alveolius, chronic inflammation
Korea

Table 5. Papers on gastrointestinal activit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위장관
운동 조절

任 등14)

(1994)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reserpine(脾虛症)
jejunum 조직 및 혈장 motilin 함량, rectum 내 PGE2

함량
China

彭 등15)

(1995)

in vivo
(mouse,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식초투여(脾虛症)
pepsin 활성도, 효소과립량,

위 연동운동 정도, 혈청 D-xylose 함량
China

易 등16)

(1997)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소승기탕 투여(脾虛症)
혈당농도, 자발적 활동도, 간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호흡조절비율(RCR), 간세포 에너지 부하량

China

任 등17)

(2000)
in vivo
(rat)

사군자탕, 육미지황탕액
경구투여

reserpine(脾虛症)
gastric emptying rate, 혈장 및 시상하부의 motilium,

somatostatin, cholecystokinin 함량
China

王 등18)

(2001)
ex vivo
(rabbit)

적출 십이지장에
사군자탕 CHCl3, EA,
n-BuOH 분획물 처리

acetylcholine, barium chloride
(십이지장의 경련성 수축),
adrenaline(소장 운동)

십이지장 자발성 운동, 경련성 수축도, 소장의 활동성 China

과, 혈액순환 개선, 간보호 효과, 방사선 방호효과, 평활근 운동

조절, 조혈작용 등으로 분류되었다(Fig. 1). 각 효능별 논문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장관 활성 증진 효과

위장관 활성에 관한 실험은 주로 위장관 운동 조절, 위장관

점막 세포 손상 회복, 소화흡수 증진, 장내 미생물 증식 조절 등

의 분야에서 보고되었다(Table 5).

2) 면역 증진 효과

면역활성 증진 측면에서 사군자탕은 주로 면역세포 증식,

cytokine 분비 조절, DNA 합성 조절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6).

3) 항암 효과

사군자탕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백혈병, sarcoma

180,위암, 자궁암, 복수암, 방광암, 간암 등에 대해 실험한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항암제 부작용 감소에 관한 논문도 보고되었다

(Table 7).

4) 항산화효과

사군자탕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항노화 효과와 산

화적 손상에 대한 방지에 관한 논문이 많이 보고되었다(Table 8).

5) 기타 생물학적 활성

운동피로회복, 항스트레스, 혈액순환 향상, 약물동력학, 간보

호, 방사선 방호, 평활근 운동기능향상, 조혈작용, 독성에 관한 연

구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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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위장관
운동 조절

葉 등19)

(2002)
ex vivo
(rat)

적출 위장, 십이지장에
사군자탕 EA, n-BuOH, 물

분획물 처리

GPS(gastroinstestinal pressure
system) 이용

위장 및 십이지장 운동성 China

張 등20)

(2002)
ex vivo
(rat)

적출한 위장에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acetylcholine(위장 근육 수축),
atropine(위장 근육 이완)

위장 수축 압력 China

위장관
점막 세포
보호

彭 등
21)

(1995)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식초투여

(脾虛症, 위장 점막 손상)
쥐의 체중, 섭취량, 자발활동, 대변 형태, 위장관 점막

상피세포 손상 정도
China

彭 등22)

(1996)

in vivo
(rat,
mouse,
rabbi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식초투여(脾虛症, 위장과 공장

점막 손상)

위장관 점액 당단백, 상피세포 신생 정도,
위세포선립체의 succinate dehydrogenase와

공장세포막의 Na+-K+-ATP활성, 혈청 lipidperoxides
및 superoxide dismutase, 음식섭취량, 자발성 운동도,
腹脹과 대변, 장간막내 모세혈관 직경과 개방 혈관
수, 위점막 혈류량, 혈청 gastrin과 혈장 및 위액 내

PGE2 함량

China

易 등
23)

(1997)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승기탕 투여

(脾虛症, 위점막 손상)

위벽세포 손상 정도, 산성도, carbonic anhydrase,
surcinic dehydrogenase, ATPase 활성도, gastrin, motilin

및 glucagon 함량
China

易 등
24)

(1998)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ethanol, cholesterol, 대승기탕

투여
세포막(위점막세포막, 적혈구세포막, 간세포 내

mitochondria막)의 점도
China

姚 등25)

(1999)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reserpine(脾虛症)
위저(胃低), 십이지장, 공장, 결장(結腸) 내 세포의

BrdU 양성 세포수
China

劉 등26)

(2000)
in vivo
(mouse)

사군자탕 총다당(總多糖)
경구투여

cyclophosphamide
(소장 점막 손상)

소장 점막 내 Peyer's patch 수 증가, Peyer's patch 내
총 세포수, CD3+와 IgA 세포, 세포 apoptosis

China

裵 등27)

(2005)
in vivo
(mouse)

사군자탕, 이진탕,
육군자탕액 경구투여

indomethacin
(위점막 손상)

위 점막의 출혈성 미란과 궤양, Hsp70(heat shock
protein 70), BrdU 양성반응, NF-κB p65 양성반응, I-κB,

iNOS mRNA 발현
Korea

韓 등28,29)

(2006)
in vitro 사군자탕 총다당 처리 IEC-6(소장 상피세포주) 세포이동, 세포증식 China

위장관
소화 흡수
조절

張 등
30)

(2002)
in vivo
(mouse)

사군자탕 BuOH 분획물
경구투여

番瀉葉
(Cassia angustifolia VAH.)

설사 정도 China

高 등31)

(2003)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위장 내 직접 투여

대황 물추출물(脾虛症)
혈장 내 적혈구, 헤모글로빈, 백혈구, 망상적혈구

농도, 위산분비량
China

任 등32)

(200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후
회장(回腸) 적출

대황 물추출액(脾虛症) 회장 침수(沈水) 비율 China

邢 등
33)

(2007)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승기탕과 ursodeoxycholic acid

(脾氣虛형 위축성위염)
위점막 혈류량, 혈청 내 superoxide dismu

tase, malondialdehyde 함량
China

劉 등34)

(2007)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황 물추출액(脾虛症)
뇨 중 D-xylose, 뇌하수체 및 결장 점막 내
somatostatin, cholecystokinin-8 함량

China

장내
미생물
증식 조절

楊 등35)

(2006)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γ-선 조사
맹장 내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enterobacter,
enterococcus, 장 점막 융모 밀집도, 간으로 역위된

세균수
China

鞠 등
36-39)

(2003, 2007)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나노입자
분말 경구투여

Lincomycin Hydrochloride 투여
소장 내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enterobacter,
enterococcus 개체수, 혈액 내 acetic acid 함량, 혈중
pH, 간으로 역위된 세균수, 소장 점막 회복 정도

China

Table 6. Papers on immunoactivit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면역세포
증식

林 등
40)

(1987)
in vivo
(rabbi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항원 E. coli Ry 13 감작
체중, 적혈구 및 백혈구 수치, 혈청 총단백질량,

혈청 γ-globlin량
Korea

金41)

(1987),
李 등

42)

(1989)

in vivo
(mouse,
rabbit)

사군자탕, 사물탕,
팔물탕액 경구투여

prednisolone(면역억제),
면양적혈구 항원 감작

족저종창(足蹠腫脹), 비장 세포의 Rosette
형성세포수, 적혈구 응집소가 및 용혈소,
항체생산세포 수치, Phagocytic index K,

비강(脾腔) 내 NK세포 활성

Korea

Xu 등43)

(1993)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hydrocortisone(림프증식 억제),
dinitrochlorobenzene(지연성 피부

과민증), 면양적혈구 감작, Ⅳ charcoal
particle과 cyclophosphamide

(면역 억제)

비장 림프구 증식, 지연성 피부 과민증,
용혈소 생산, 골수세포 clearance rate

China

徐44)

(1996), 章
등45)

(1999)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reserpine

(면역억제, 脾虛症)
비장과 흉선 내 T 세포 수치 China

이 등46)

(1997), 崔
등47)

(1999)

in vivo
(rat)

사군자탕, 사물탕액
경구투여, 약침액

주입(脾兪穴 상응 부위)

methotrexate(면역 억제),
면양적혈구 항원 감작

혈중 백혈구 및 림프구, 경골 골수 림프구 수,
흉선조직 림프구 형태 및 밀도, IgG 항체 형성

Korea

李 등48)

(200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hydrocortisone(면역 억제)
복강 내 macrophage phagocytic activity,

간에서의 bacterial translocation
China

梁 등
49)

(2005)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
체중, 흉선과 비장 무게 및 각 지수,
비장세포 IL-2 생산, 림프구 수치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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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면역세포
증식

任 등
32)

(200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황 물추출액(脾虛症)
간과 비장 내 대식세포 활성, 혈액 내

α-naphythyol acetate esterase 양성 반응
T-lymphocyte 비율

China

吳 등
50)

(2007)
in vivo
(mouse)

사군자탕, 육미지황탕액
경구투여

cyclophosphamide
(면역억제)

spleen index, 흉선세포수,
비장세포 apoptosis 수치

China

邢 등51)

(2007)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승기탕, ursodeoxycholic acid
(脾氣虛형 위축성위염)

혈액 내 CD3+, CD4+, CD8+ 세포 수치,
흉선 및 비장지수

China

楊 등52)

(2008)
in vivo
(mouse)

사군자탕 총다당
경구투여

cyclophosphomide
(면역억제)

소장 점막 Peyer's pacth, mesenteric lymph node,
inguinal lymph node에서 CD3+, CD19+세포

수치 비율
China

cytokine
분비 조절

田 등53)

(1999)
in vitro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human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IL-1β, IL-6, GM-CSF(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와 TNF-α 

Korea

陳 등54)

(2001)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alkylating agent(血虛症) 비장 림프구의 IL-2 수치 China

楊 등
55,56)

(2004)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황 물추출액(脾虛症)
비장 세포 IFN-γ mRNA, NF-ATc(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 IL-4 mRNA 발현정도
China

溫 등57)

(2005)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강제수영 부하(脾虛症)
혈청 내 gastrin, motilin, IL-4, IL-8,

aldosterone 수치
China

趙 등58)

(2007)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reserpine(脾虛症)
jejunum 표면 TGF-β(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NF-α 발현수치
China

DNA 합성
조절

章 등
59)

(2000)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reserpine(脾虛症) 비장세포 DNA 합성정도 China

李 등60)

(2005)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황 물추출액(脾虛症) T 세포 NF-ATc mRNA와 단백질의 발현정도 China

Table 7. Papers on anticancer activit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항암 활성

殷 등61)

(1997)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L1210 cell 복강이식
(leukemia cell)

T-lymphocyte apoptosis, macrophage의 phagocytic
activity 및 NO(nitric oxide) 생성

Korea

한 등62)

(1997)
in vivo
(mouse)

사물탕,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액

경구투여

L1210 cell 복강이식
(leukemia cell)

암세포 apoptosis, mitochondrial transmembrane
potential(△Ψm), 복강 macrophage 활성

Korea

安 등63)

(1994)
in vivo
(mouse)

소요산, 소복축어탕,
사군자탕, 육미지황탕
엑기스 경구투여

Sarcoma-180 복강이식
(복강암)

T 및 B 세포 백분율, lymphocyte transformation 및
interleukin-2 생산능

Korea

王64)(1998),
季 등65)

(2000)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Sarcoma-180 복강이식

(복강암)

혈액 내 C3b receptor rosette, RBC immune adherence
enhance factor, immune complexes rosette rate, RBC

immune adherence inhibitor factor
China

정 등66)

(2001)
in vitro

사군자탕, 사군자탕가반묘
물추출액 처리

AGS(위암세포주)
위암세포 apoptosis, apoptosis 억제인자(bcl-2) 발현,
위암세포 분열 유전자(CDK1. Cdc2, Cyclin D1, PCNA,
c-myc), apoptosis 관련 유전자(Bax, Bcl-XL, p53)

Korea

趙 등67)

(2001)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SGC-7901 이식(위암)
종양 성장, 종양 세포의 apoptosis index, 종양세포
형태(핵 염색질축, 세포막에서의 수포형성, apoptotic

body 형성)
China

Zhao 등68)

(2002)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SGC-7901 이식(위암)
종양 성장, Apoptotic index, mutant p53 mRNA, bcl-2

mRNA 발현
China

金69)

(1993)
in vitro

유근피, 사군자탕,
사군자탕가유근피 물추출물

처리

HeLa cell
(자궁경부암 세포주)

세포 증식, 비장세포 유래 T-lymphocyte 증식정도 Korea

Lian 등70)

(2006)
in vitro

십전대보탕, 사물탕,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Ishikawa cell
(자궁내막암세포주)

세포독성, 세포내 hER-α mRNA 발현 China

陳 등71,72)

(2004)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SRS-82 피하 이식

(복수암)
종양 무게, 종양세포의 apoptosis 유도,

bcl-2, MMP-2 mRNA 발현
China

항암 활성

李 등73-75)

(2005, 2006)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mitomycin C 병용투여

BTT739 세포 피하이식
(방광암)

종양 세포 세포핵 내 염색질 밀도,
핵막 주위에 염색질 응축, 종양 세포의 apoptosis,

Fas/Fas ligand 발현, 암세포 생장
China

徐 등76)

(2007)
in vitro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Bel-7402(간암세포주) 암세포 생장률 China

항암제
부작용
감소

殷77)

(1992)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mitomycin C 병용투여

HepG2(간암), A549(폐암),
KHOS-Np(골암), A431(피부암),

HeLa(자궁경부암)

A549 및 HeLa 세포 수치, 백혈구 수치,
흉선 중량, plaque forming cell 수치,

T-lymphocyte 증식능
Korea

李78)

(1992)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cisplatin(항암제 부작용) 체중, 백혈구와 적혈구 및 혈소판 수치, 생존률 Korea

清 등79)

(199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mitomycin C 복강 투여

(골수독성)
대퇴 골수세포 colony-forming unit-megakaryocyte,
colony forming unit-granulocyte/macrophage 수치

Japan

殷 등80)

(1997)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etoposide, vincristine,

doxorubicin(항암병용투여)
흉선 T-lymphocyte의 apoptosis와 proliferation,

CD4+및 CD8+세포 수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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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apers on antioxidative activit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항노화
효과

劉 등
81)

(199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D-galactose(노화)
혈청 MDA, SOD 함량, 回盲部 장관 내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enterobacter,

enterococcus 수치
China

龔 등82)

(199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O3(노화)
간세포 형태, 대뇌 피질 뇌혈관장벽 혈류 및
모세혈관 내피 상태, 신경교세포 상태

China

楊83), 李84),
陳 등85)

(2005, 2006)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D-galactose(노화)
뇌, 흉선, 비장 지수(무게mg/체중g), 혈청 및
심장과 간, 뇌 중 SOD, GSH, MDA 활성,

telomerase 활성
China

산화적
손상 회복

趙86)와
김 등87)

(1999)

in vitro,
ex vivo
(rabbit)

토끼 혈액 내 호중구 분리, 신장
적출,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t-butyl hydroperoxide
(산화적 손상)

호중구 내 superoxide 생성량,
신장조직 절편 내 MDA 함량

Korea

趙 등88)

(1999)
ex vivo
(rat)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t-butyl hydroperoxide
(산화적 손상)

lactate dehydrogenase 누출량, MDA 함량 Korea

이 등
3)

(2000)

in vitro,
ex vivo
(mouse)

토끼 및 쥐 혈액 내 호중구 분리,
쥐 신장, 간 적출,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t-butyl hydroperoxide
(산화적 손상), HgCl2, CCl4

호중구 활성 산소종 농도, 신장 및 간 조직
절편 세포 사멸율과 MDA 함량, 혈청 ALT 함량,

creatinine 및 BUN 함량
Korea

이 등89,90)

(1998)
in vitro
(rat)

쥐에서 척수운동신경세포 분리,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xanthine oxidase,
hypoxanthine(신경독성)

세포 생존률, 신경세포돌기 소실 여부 Korea

薑
91)

(1998)
in vitro

소의 폐동맥 혈관내피 세포주,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H2O2(산화적 손상)
LDH 누출량, 세포활성도,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축적량,
PAEC DNA 및 총단백질 합성량

Korea

樸92)

(2001)
in vitro

쥐심근세포주(H9c2),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H2O2(심근세포 고사)
심근세포 생존률, DNA 분절현상,

Bcl2 및 Bax 단백질량, 미토콘드리아 분포,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Korea

조93)

(2001)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HgCl2

(급성 신장조직 손상)
혈청 creatinine 함량 Korea

吳 등94)

(2007)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cyclophosphamide
(산화적 손상)

혈액 내 SOD, catalase, glutathione, MDA 함량 China

李 등
95)

(2007)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허혈-재관류(허혈손상)
혈청 및 뇌 내 SOD, MDA 함량 감소, 활성산소

제거율
China

Table 9. Papers on biological activities of Sagunja-tang(Sijunzi-tang)

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운동피로
회복

李 등96)

(1989)
ex vivo
(rabbit)

토끼 대퇴근 소포체 적출,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
근소포체 ATPase 활성화 에너지, ATP분자와

ATPase 효소간의 친화력
Korea

南 등97)

(1991)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하중 부하 후 강제 수영

(운동피로)
유영시간, 혈중 glucose 함량 Korea

李98)

(1999)
in vivo
(rat)

사군자탕, 사물탕, 팔물탕액
경구투여

강제 수영(운동 피로)
혈청 lactate, pyruvate, creatinine, nonesterified fatty

acid, glucose 함량
Korea

任 등32)

(200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대황 물추출액(脾虛症),
저온(-15℃) 활동,
강제 수영(운동피로)

영하 15℃에서 활동률, 수영유지시간 China

항
스트레스

김99)

(1995)
in vivo
(rat)

사군자탕, 육미지황탕,
사물탕액 경구투여

구속 상자(구속 스트레스) 혈중 norepinephrine, dopamine, triglyceride 함량 Korea

강 등100)

(2002)
in vivo
(mouse)

사군자탕, 육미지황탕,
사물탕액 경구투여

42℃ 수욕(열 스트레스),
4℃ 수욕(한 스트레스),

corning tube(구속 스트레스)
혈중 corticosterone 농도 Korea

조 등
101)

(2003)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42℃ 수욕(열 스트레스) 혈중 corticosterone 농도 Korea

권 등102)

(2003)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4℃ 수욕(한 스트레스) 혈중 corticosterone 농도 Korea

혈액순환
향상

金
103)

(1977)

in vivo
(rat,
mouse)

사군자탕, 당귀음탕액
경구투여

Endotoxin(E. coli) (혈전증),
hydrocortisone acetate(고점도 혈액)

혈소판 수치, 혈장 fibrinogen, prothrombin time,
fibrin-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

전혈(全血)점도, 혈장점도, RBC 및 WBC 수치,
hematocrit 수치, hemoglobin, 체중, 체온

Korea

河 등104)

(1988)
in vivo
(rat)

사군자탕, 사물탕 Endotoxin(E. coli) (혈전증)
혈소판 수치, 혈장 fibrinogen, prothrombin time,

fibrin-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
Korea

李 등105)

(1994)
in vivo
(rabbit)

사군자탕, 이진탕,
육군자탕액 경구투여

cholesterol 섭취
(고지혈증)

혈청 glucose, total cholesterol, total lipid, triglyceride,
HDL-cholesterol 함량, 대동맥 내측 지방 침착도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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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activity

Author
(year)

Design
(animal)

Method Induction(Symptom) Measurement of evalution Country

간보호
효과

김 등
106)

(2001)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CCl4(급성 간손상)
간 조직 내 MDA 함량과 혈청 AST. ALT 농도, 혈청

BUN, creatinine 함량
Korea

李 등107)

(200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D-galactosamine
(급성 간손상)

혈중 GOT, GPT, LPS, diamine oxidase 함량, 소장
내 lactobacilli, bifidobactirium, entericbacilli,

enterococcus, 간조직에서 간세포용혈괴사 정도,
간세포액 rarefaction 및 ballooning degeneration,
hepatic sinusoid 내 혈류정체 정도, hepatic cell

cords 배열 정도

China

于 등108)

(2007)
in vivo
(rat)

사군자탕, 사역산, 소요산액
경구투여

강제수영실험
(만성 스트레스)

혈청 corticosterone 함량, 1% sucrose 섭취율,
수영 중 부동(不動)시간

China

방사선
방호 효과

Hsu 등109)

(1996)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복강투여 χ-ray(방사선 조사)
spleen colony-forming unit, peripheral leukocyte 및
erythrocyte, thrombocyte 수치 hematocrit 수치

Taiwan

김 등110)

(1998)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복강투여,
소장적출

60Co γ-ray 조사
crypt 생존률, 내재성 비장 집락형성률,

소장움 세포 apoptosis
Korea

陶 등111)

(2008)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60Co γ-ray 조사 WBC 수치, 흉선 및 비장 지수, 골수 DNA합성 China

평활근운
동 기능
향상

金112)

(1991)
ex vivo
(rat)

적출 자궁, 사군자탕,
사물탕, 팔물탕 물추출물

처리

acetylcholine, serotin,
oxytocin(자궁수축)

자궁근 수축률, 자발운동 빈도 Korea

張 등113)

(1997)
in vitro
(rat)

사군자탕, 음양곽, 구기자,
사군자탕가음양곽구기자

물추출물 처리

瀉下法과 운동과다
(脾氣虛症)

적출된 흉격신경, 근육 적출의 miniature endplate
potential 및 Acetylcholine potential의 진폭

China

조혈작용

高 등114)

(1999)

in vivo
(mouse,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Cyclophosphamide
(골수조혈기능손상)

spleen conditioned media 중 erythropoietin 생장인자
농도

China

章 등115)

(2000)
in vitro

비장세포, 사군자탕
물추출물 처리

concanavalin A
(골수조혈기능손상)

비장세포 내 IL-3mRNA 발현 China

성장촉진
裵 등116)

(1978)
in vivo
(rat)

사군자탕, 사물탕 피하주사 - 체중 증가량 Korea

상처회복
安 등117)

(1989)
in vivo
(rabbit)

사군자탕,
사군자탕가황기액 경구투여

창상 유발 창상 치유 정도 Korea

항경련,
진통

南 등97)

(1991))
in vivo
(rat)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초산(진통), strychnine 및

picrotoxin(경련)
동통과 족저부종, 경련 억제 정도 Korea

치석억제
Hidaka
등118)

(1993)

in vivo
(rat),
in vitro

사군자탕, 사역산액
경구투여

-
hydroxyapatite 형성과 유도 억제율, 치아 calcium
phosphate 침착, supragingival calculus 형성 정도

Japan

기아회복
강 등119)

(1994)
in vivo
(rat)

사군자탕, 사물탕, 팔물탕액
경구투여

絶食(기아유발)
혈액 내 adenocorticotropic hormone, total protein,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함량
Korea

체내
무기질
함량 조절

張 등120)

(1995)
in vivo
(mouse)

사군자탕액 경구투여 脾虛症 혈청 내 아연, 구리, 철분 함량 China

파킨슨병
치료

강 등121)

(1999)
in vitro

rat pheochromocytoma cell
line(PC12), 사군자탕,
사물탕, 육미지황탕,
팔미환, 팔물탕,

십전대보탕, 연령고본단
처리

MPP+(1-methyl-4-phenyl-pyridinium
ion), 6-OHDA(세포독성)

세포 생존률, 세포 내 ATP 함량, neurite 변이 여부 Korea

뇌혈류량
조절

정 등122)

(2004)

in vivo
(mouse,
rat)

사군자탕, 이진탕,
육군자탕액 복강투여

-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Korea

고 찰

최근 한의학적 치료 효능을 현대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

는 노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적 방법을 통해 한의학

적 치료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한약 처방 중 하나인 사군자탕에 관련

된 실험 논문을 분석하여 사군자탕 투여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

대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사군자탕과 관련된 국내 학위 논문 및 국내외 학술지를 포

함한 총 228편의 논문이 수집되었고, 선정 기준(Scheme 1 참조)

에 근거하여 다시 분류한 결과, 최종 121편의 논문이 분석에 사

용되었다. 이 중 국내 학술지 등재 논문 42편과 학위 논문 5편 등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은 총 47편이었고, 국외 학술지 등재 논문

은 총 74편이었으며, 이 중 중국에서 발행된 논문이 71편(SCI 2

편 포함), 일본에서 발행된 논문이 2편(SCI 1편 포함), 타이완에

서 발행된 논문이 1편(SCI 1편 포함)으로 사군자탕에 관한 연구

는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논문에서 기기 분석과 생물학적 활성 연구가 동시에

진행된 논문이 1편, 2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효능 연구가 이루어

진 논문이 2편으로 보고되었다. 실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

내에서 발행된 논문은 기기분석 연구 6.4%, 독성 연구 4.5%, 생

물학적 활성 연구 87.2%로 나타났고, 중국에서 발행된 논문은 기

기분석 연구 4.2%, 약물동력학 연구 4.2%, 생물학적 활성 연구

91.5%, 일본과 타이완은 모두 생물학적 활성 연구를 진행하여,

생물학적 활성에 관한 연구가 타분야 연구보다 약 13~21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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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Distribution of papers classified by country of publishment

and experimental fields.

진행된 실험 디자인을 국가별로 발행 년도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에서 발행된 논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실험의 대부분이 생물

학적 활성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물학적 활성 실험(in vivo,

in vitro, ex vivo) 중에서는 약물에 대한 생체 반응을 알아보는

in vivo 실험 논문이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In vivo 실험 논문

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발행된 수는 시기별로 동일하였으나,

1990년대 이전에는 발행된 논문의 87.5%를 차지하였고, 90년대

초반에는 77.8%, 중반에는 36.8%로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비율

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 다시 77.9%로 증가하였다. 하

지만 2000년도 후반에는 발행된 논문의 수가 2편으로 급감하였

다. 이에 반해 약물에 대한 세포내 반응을 확인하는 in vitro 실

험 논문의 경우, 1990대 초반에 처음 보고되기 시작되어 90년대

후반에 전체 실험의 42.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후

2000년 초반에는 22.2%로 감소하여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생체 분리 조직의 반응을 확인하는 ex

vivo 실험 논문도 in vivo와 마찬가지로 1990대 이전부터 진행되

어 90년대 초반에도 확인되었고, 90년대 후반에 3편으로 증가하

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한편도 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6

년 이후 in vivo 실험 논문은 2편, in vitro, ex vivo 실험 논문은

한편도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년대 중후반 들어 국내

사군자탕에 관한 생물학적 실험 진행이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중국의 경우, 한국에서 발행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활성 실험 중 in vivo 실험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In vivo

실험 논문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보고되었고 90년대 후반에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되어 이 시기에 발행된 전체 논문 중

89.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21편(80.8%)이

보고되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16

편(76.2%)이 보고되었다. 비록 in vivo 실험 논문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는 in vitro나 ex vivo 실험 및 기기

분석에 관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발

행된 논문 수로 보면 시기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In vitro 실험 논문의 경우, 시간에 따른 추이를 확인할 수

는 없었지만, 90년대 후반 2편(10.5%)으로 발행되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후반 4편(19.0%)이 발행되어 발행된 논문의 수나 전체

논문 중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증가를 보이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Ex vivo 실험 논문은 90년대 후반에 3편

(11.5%)만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로는 보고되지 않아 변화 추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Fig. 3B).

Fig. 3. Distribution of papers by experimental design and year of

publishment in Korea (A) and China (B).

분석기기를 이용한 사군자탕 내 지표성분의 정량분석은

2000년 이후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HPLC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중 국내에서 보고된 논문은 1편이었

고 나머지 5편은 모두 중국에서 보고된 것으로, 2000년에 발행된

1편의 논문은 단일 성분 정량 분석에 관한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논문에서는 정량에 사용된 지표물질의 종류도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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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정량분석에서 4가지 이상의 다성분 동시 분석으로 증가하

였고, HPLC에 UV이외에 MS가 결합된 다종기기 분석으로 점차

기기분석 방법이 변화하였다. 이는 분석기기 및 검출기의 발달에

따라 다성분을 동시 검출할 수 있고, 미량 성분까지도 분석이 가

능하게 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연구

된 실험들에서는 대부분 감초의 주성분인 glycyrrhizin 계열과

liquiritin 계열의 성분들, 그리고 인삼의 주성분인 ginsenoside

계열의 성분들만이 지표물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백출이나 복

령에서 나타나는 성분들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백출이나 복령의 지표물질까지

설정하여 개별 처방 구성 약재의 지표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Distribution of papers by biological activities and year of

publishment in Korea (A) and China (B).

생물학적 효능에 관한 연구 논문을 국가별로 발행 년도에

따라 살펴보면, 국내 논문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면역

활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그밖에 혈액 순환 개

선, 운동피로 회복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후 90년대 초반

에 들어와서 면역 활성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고, 항암 활

성 관련 연구가 급증하여 가장 많은 비중(40.0%)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항스트레스 관련 연구와 평활근 운동 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도 새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항피로 활성 연구

는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혈액 순환 개선에 관한 연구는 1편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에는 면역 활성 연구가 다

시 보고되었고, 항암 활성 연구는 1편 감소하였다. 하지만 항산

화 활성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여 이 시기에 보고된 논문 중 가장

많은 비중(43.8%)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

호 활성에 관한 연구도 새로 보고되었다. 항피로 활성 연구는 이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보고되었으나, 항스트레스 활성과

혈액 순환 개선 활성, 평활근 기능 개선 등에 관한 논문은 이 시

기에 보고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90년대 후반에서보다

전체적인 논문 수는 감소하였고 항암과 항산화 관련 연구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위장관 활성과 간보호 활

성 등 새로운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항 스트레스 관련 연구도 다

시 3편으로 급증하여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많은 비중

(33.3%)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사군자탕 효능

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아 2000년대 후반에는 사군자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국내 발행 논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항산화 활성(20.9%)과 항

암 활성(18.6%) 관련 논문이 주로 보고되었고, 면역 활성(14.0%)

및 항스트레스 활성(9.3%) 관련 논문도 다수 보고 되었다. 그밖

에 항피로 활성, 혈액순환 개선, 방사선 방호 활성, 간보호 활성,

평활근 운동 기능 향상 관련 논문 등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항암

및 항산화 관련 활성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는 연구 진

행시기에 있어서 연속성을 찾기 어렵고 시기별 연구의 진행 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Fig. 4A).

중국에서 발행된 논문을 살펴본 결과, 90년대 초반에 위장관

활성과 면역 활성, 그리고 항산화 활성에 관한 논문이 보고되었

다. 90년대 후반에는 위장관 활성 관련 논문이 7편으로 크게 증

가하여 이 시기에 발행된 논문 중 가장 많은 비중(46.7%)을 차지

하였고, 면역 활성에 관한 논문도 3편으로 증가하였으며, 항암

활성, 평활근 운동 기능 향상 및 조혈 작용에 관한 연구도 새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위장관 활성에 관한 논문이 8편

으로 증가하여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 중 32.0%를 차지하였고,

면역 활성과 항암 활성에 관한 논문 또한 각각 8편, 6편으로 급

증하여 면역 활성 논문이 위장관 활성 논문과 마찬가지로 전체

32.0%, 항암 활성 논문이 전체 24.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항피

로 활성과 간보호 활성 논문도 새로 보고되었다. 2000년대 후반

에는 위장관 활성에 관한 논문은 7편으로 감소하였으나 90년대

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많은 비중(35.0%)를 차지하였다. 면역활성 및 항암 활성에

관한 논문도 각각 4편, 3편으로 감소하였으나, 90년대 후반에 진

행된 수준보다는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항산화 활성 논

문은 4편이 보고되어 1편이 보고된 2000년대 초반보다 증가하였

고 새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호 활성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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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보고된 연구를 살펴보면,

위장관 활성과 면역 활성, 그리고 항암 활성 관련 논문이 시기별

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큰 증가를 보였

고,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감소추세

도 급격한 형태가 아니고 90년대 후반에 보고된 내용보다 더 많

은 수의 논문이 보고되어 비록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

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밖에 항산화 활성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간보호 활성도 꾸준히 연구가 진

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된 논문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는데, 위장관 활성에 관한 연구와 면역 활성에 관

한 연구에서 특이하게 사군자탕의 적응증인 ‘脾虛’ 증상을 유발

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脾虛’를 유발한 인자를 살펴보면 대

승기탕, 소승기탕, 대황 물추출물 등으로 설사를 유발하여 ‘脾의

運化를 감약’시켰고, reserpine(면역억제제), 식초, 강제 운동 등

으로 면역력을 억제하여 ‘氣虛’ 증상을 유발하려는 시도들이 많

이 보였다. 이는 사군자탕의 주요 효능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과

실험적 해석을 조합시킨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즉, ‘健脾’

의 효능을 위장관 활성 조절을 통한 음식물 소화․흡수 기능 조

절로 해석하였고, ‘益氣’의 효능을 면역력 증대를 통한 항암, 항

산화 활성 증가 등으로 해석하여 처방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과

이에 대한 효능 실험 분야가 상당히 근접한 형태의 연구들이 진

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4B).

Fig. 5. Distribution of papers by biological activities and year of

publishment in overall countries.

전체 국가별 발행된 논문을 생물학적 효능 실험 논문을 발

행 년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면역활성과 항피로

활성, 혈액순환 개선 등의 논문이 주로 보고되었고,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효능 실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항암 활성과 위장관 활성, 항산화 활성 등이 연구되기 시작하

여 이 시기에 발행된 논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면역활성, 항피로 활성, 항스트레스 활성, 평활근 활성 조절 등에

관한 논문도 보고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보다 다양한 효능 연

구가 진행되어 위장관 활성과 면역활성, 항산화 활성에 관한 논

문이 급증하였고, 항암활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호 활성, 조혈 기능에 관한 연구도 새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역시 위장관 활성, 면역활성, 항

암활성에 관한 논문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항스트레스 활성 논문

이 다시 보고되었으며, 간보호 활성 논문이 새로 보고되었다. 그

리고 항산화 활성에 관한 논문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인 효능 연구를 확인한 결과, 위장관 활성, 면역활성, 항암

활성, 항산화 활성에 관련된 연구가 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이다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이후 2000

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연구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90

년대 후반에 보고된 논문에 비해서는 많은 수가 보고되었기 때

문에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Fig. 5).

지금까지 연구된 생물학적 효능에 관한 실험이 실제 임상에

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효능 모델로 연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추

가 보완되어야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사군자탕에 대한

EB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장관 활성이나 면역 활성, 항산화

활성, 항피로 활성과 약물동력학 등 본 조사 대상 논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정성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사군자탕에 관한 논문 228편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121

편의 실험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군자탕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대부분 진행되었

고, 기기분석 연구보다 생물학적 활성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기기분석적 연구에서는 단일 지표물질 분석에서 점차 다

성분 동시분석, MS를 이용한 동시 분석 등으로 연구 방법의 변

화를 보여주었다. 생물학적 활성 연구 디자인에서는 in vivo 실

험 방법이 in vitro, ex vivo 실험 방법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생물학적 효능 연구에서는 위장관 활성, 면역활성, 항암활성,

항산화 활성, 항스트레스 활성, 항피로 활성, 혈액순환 개선, 약

물동력학 연구, 간보호 활성, 방사선 방호 활성, 평활근 기능 조

절, 조혈 작용 등이 보고되었다. 생물학적 효능 연구 중 위장관

활성, 항산화 활성, 항스트레스 활성, 간보호 활성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면역활성, 항암 활성 등은 시기별로 증

가하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항피로 활성, 혈액순

환 개선, 방사선 방호 활성 등은 시기별 증감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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