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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全大補湯과 加味十全大補湯이 뇌허혈 흰쥐의 뇌혈류역학에

미치는 실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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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ibjeondaebo-tang (SDT) and Gamy-Sibjeondaebo-tang

(GST, Sibjeondaebo-tang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on the improvement in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

and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BP) in normal rats, and in the rats with cerebral ischemia induced by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and further to determine the mechanisms. And, It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DT

and GST with the change of histologic examination through the BDNF in the hippocampus CA1. In changes of cerebral

hemodynamics, SDT and GST significantly increased rCBF in a dose-dependent manner but decreased MABP in

normal rats. In mechanism of cerebral hemodynamics, Increase of GST-induced rCBF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pretreatment with methylene blue (0.01 ㎎/㎏, i.p.), an inhibitor of guanylate cyclase, and Decrease of GST-induced

MAB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pretreatment with methylen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action of GST was

mediated by guantlate cyclase pathway. In cerebral ischemics, the rCBF was stably improved by SDT (10 ㎎/㎏, i.p.)

significantly and stably increased by GST (10 ㎎/㎏, i.p.) during the period of cerebral reperfusion, which contrast with

the findings of rapid and marked increase in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GST had anti-ischemic action

in cerebral ischemic state. In histological examination through TTC stain, Sample A group and Sample B group

decreased discoloration in the cortical part at 28th day after MCAO induction. In immunohistochemistric response of

BDNF, Sample A group and Sample B group increased respondent effect at 28th day after MCAO indu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ST can Increase rCBF in normal state, as well as improve the stability of rCBF in cerebral

ischemic state. Furthermore, methylene blue inhibitor study suggested the mechanism of blood flow enhancement by

GST may be mediated by guanylate cyclase pathway.


Key words : Sibjeondaebo-tang, Cervi Pantotrichum Cornu,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cerebral ischemia, TTC, BDNF

* 교신저자 : 정현우, 나주시 건재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E-mail : hwdolsan@dsu.ac.kr, ․Tel : 061-330-3524

․접수 : 2013/02/17 ․수정 : 2013/02/28 ․채택 : 2013/03/05

서 론

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로 체

중의 약 2%에 해당되지만 혈액량에 있어서는 전체 혈액량 중

18%를 공급받는다1). 뇌는 정상적으로 분당 50～60 ㎖/100 g씩,

700～800 ㎖의 혈류를 받아야 하는데
2)

, 만약 뇌혈관 내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인하여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분당 10 ㎖/100 g

이하로 감소되면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일련

의 생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난다
1,3,4)

.

허혈성 뇌질환은 뇌로 공급되는 혈류의 급격한 순환 장애가

몇 분 혹은 몇 십분 동안 나타나는 국소적 허혈성 신경장애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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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뇌기능 장애가 나타난다1,3,4).

中風은 卒然昏倒, 人事不省, 口眼喎斜, 半身不遂, 言語不利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7,8)

, 病證으로는 風痰證, 外中風證, 肝風

內動證 등이 있다9). 그 중 肝風內風證 중 血虛生風證은 血虛로

筋脈이 濡養받지 못함으로써 肢體麻痺, 筋脈拘急痙攣, 手足蠕動,

震顫, 筋肉瞤動 등이 나타나는 것
10)
으로 補血法

11)
을 사용하지만

氣가 血을 생성하고 운행시키는 작용이 있어 비록 血虛라 하더

라도 八珍湯, 十全大補湯, 益氣補血湯 등의 氣血雙補劑를 사용하

고 있다
6)

.

十全大補湯은 宋代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최초로 기록된

方劑로 四物湯과 四君子湯, 黃芪健中湯의 合方이며, 氣血虛弱을

치료하는 대표적 方劑이고
12)

, 鹿茸은 補陽劑의 가장 대표적인 약

물로 補氣, 補血, 益精髓하는 效能도 있어 眩暈을 치료하고 督脈

을 補하는 작용을 한다13).

이에 저자는 十全大補湯이 氣血을 雙補하는 대표적인 方劑

이고, 鹿茸이 陽氣를 돋구어 血을 能히 生成할 수 있음13)은 물론

腎精을 補益함으로써 造血14-17) 및 抗老化18)에 작용하고 있어 十

全大補湯에 鹿茸을 加味하게 되면 血虛로 인해 나타나는 肢體麻

木, 筋肉蠕動 등 및 혈류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계 손상과 뇌

손상에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을 각각 정상 흰쥐

에 투여한 후 국소 뇌혈류량과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

하고, 중대뇌동맥을 폐색시킨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

개선 효과와 뇌허혈로 인해 손상된 뇌조직의 회복 효과를 비교

한 후 국소 뇌혈류량과 평균 혈압에 미친 작용기전을 관찰한 결

과 유의성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十全大補湯 (Sibjeondaebo-tang, SDT)의

구성은 『東醫寶鑑』에 준
11)
하였고, 十全大補湯에 鹿茸 4 g을 첨

가하여 加味十全大補湯 (Sibjeondaebo-tang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Gamy-Sibjeondaebo-tang, GST)을 구성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동신대학교 부속광주한방병원에서

구입하였으며, 처방 내용 및 생약명13)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동물

동물은 체중 300 g 내외의 웅성 Sprague-Dawley계 흰쥐를

(주) 다물사이언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동물은 항온항습

장치가 부착된 사육장에서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실험실 환경 (실내온도 24±2℃, 습도 55±5%, 12시간 명암주기)에

1주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2. 방법

1) 시료의 조제

十全大補湯 (SDT) 2첩 분량 88.0 g과 十全大補湯加鹿茸

(GST) 2첩 분량 96.0 g을 각각 증류수 1,200 ㎖과 함께 전기약탕

기 (대웅, 한국)로 180분간 전탕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거즈로 거

른 다음, 원심분리기 (Eppendrof, Germany)를 이용하여 5,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상층액을 얻었

다. 얻어진 상층액은 감압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하여 감

압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하여 최종적으로 SDT 15.8 g(수득율

18%), GST 20.1 g(수득율 20.9%)의 건조분말을 얻어 시료로 사용

하였다.

2)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화 관찰

(1) 국소 뇌혈류량 변화 측정

흰쥐를 만능 고정대 (DKI, U.S.A.)에 고정시키고 정중선을

따라 두피를 절개하여 두정골을 노출시킨 후 정수리 점의 4～6

㎜ 측방, -2～1 ㎜ 전방에 직경 5～6 ㎜의 두개창 수술을 시행하

였다. 이때 두개골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남겨 경막외 출혈을 방

지토록 하였다. Laser doppler flowmeter (Transonic Instrument,

U.S.A.)용 직경 0.8 ㎜의 needle probe를 대뇌 두정엽 피질 표면

에 수직이 되도록 stereotaxic micromanipulator를 사용하여 뇌

연막 동맥에 조심스럽게 근접시켰다. 일정 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실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시료를 용량별 (0.01 ㎎/㎏, 0.1 ㎎/

㎏, 1.0 ㎎/㎏,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국소 뇌

혈류량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을 측정하였다19).

(2) 평균 혈압 변화 측정

흰쥐를 750 ㎎/㎏의 우레탄 (Sigma, U.S.A)으로 마취시킨 후 체

온이 37±0.5℃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전기 열 패드 위에 복

와위로 고정시켰다. 각각의 시료 투여 용량 (0.01 ㎎/㎏, 0.1 ㎎/

㎏, 1.0 ㎎/㎏, 10.0 ㎎/㎏, i.p.)에 따른 평균 혈압 변화는 흰쥐의

대퇴동맥에 삽입된 polyethylene tube에 연결된 pressure

transducer (Grass, U.S.A.)를 통하여 MacLab과 macintosh

computer로 구성된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측정하였다19).

3) 뇌허혈 유발 흰쥐의 뇌손상 회복에 미치는 효과 관찰

(1) 뇌허혈 유발

뇌허혈 유발은 Longa 등의 방법20)에 따라 중대뇌동맥

(MCA, middle cerebral artery) 폐색법을 이용하였다. 동물 사육

장에서 적응된 흰쥐를 마취 챔버 (Royal medical, Korea)에 넣고,

70% N2O와 28.5% O2 가스에 1.5% 엔프루란을 혼합시킨 마취가

스로 흡입전신마취 후 수술대에 고정시키고, 다시 마스크로 1.

5～2.0% 엔프루란을 흡입시켜 수술 중 마취가 지속되도록 하였

다. 체온저하를 막기 위해 수술시 직장온도계와 전기 열 패드를

이용하여 체온을 37±0.5℃로 유지하였다.

마취 후 흰쥐 경부의 중앙선을 따라 절개시킨 후 좌측 총경

동맥을 조심스럽게 미주신경과 분리시켜 노출시켰다. 총경동맥

으로부터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주변 신경으로부터 분리해내

고, 박리한 총경동맥, 외경동맥 및 내경동맥에 미리 실로 느슨하

게 걸어 놓았다. 총경동맥과 외경동맥을 미리 걸어 놓은 실로 결

찰하고, 내경동맥 분지는 미세혈관클립을 사용하여 결찰하였다.

외경동맥을 통하여 내경동맥내로 1.5 ㎝ 길이의 3-0 단선조 나일

론 봉합사에 실리콘 (Xantopren, Bayer Dental, Germany)으로

16 ㎜ 길이로 코팅하여 만든 probe를 내경동맥 쪽으로 밀어 넣고

내경동맥에 걸어 둔 실을 묶어 probe를 고정한 후 미세클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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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였다. 재관류는 중대뇌동맥 폐쇄 120분 후 봉합사를 제거하

였다.

(2) 국소 뇌혈류량 변동 개선 효과 측정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실험

절차에 따라 SDT 10 ㎎/㎏ (i.p.)을 투여한 실험군 A, GST 10 ㎎

/㎏ (i.p.)을 투여한 실험군 B로 분류하였다. 흰쥐를 만능 고정대

(DKI, U.S.A.)에 고정시키고 정중선을 따라 두피를 절개하여 두

정골을 노출시킨 후 정수리 점의 4～6 ㎜ 측방, -2～1 ㎜ 전방에

직경 5～6 ㎜의 두개창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때 두개골의 두께

를 최대한 얇게 남겨 경막외 출혈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Laser

doppler flowmeter (Transonic Instrument, U.S.A.)용 직경 0.8 ㎜

의 needle probe를 대뇌 두정엽 피질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stereotaxic micromanipulator를 사용하여 뇌연막 동맥에 조심스

럽게 근접시켰다. 일정 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뇌허혈을 유발시

킨 다음 120분 후에 혈류를 재관류시켰다. 이후 실험 절차에 따

라 각각의 시료 (10.0 ㎎/㎏, i.p.)를 투여한 후 변동되는 국소 뇌

혈류량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을 240분간 측정하였

다
19)

.

(3) 손상된 뇌조직의 육안적 검사

① 실험군 분류

실험군은 뇌허혈을 유발시키지 않고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정상군,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 뇌

허혈을 유발시킨 후 SDT 10.0 ㎎/㎏ (i.o.)을 투여한 실험군 A,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GST 10.0 ㎎/㎏ (i.o.)을 투여한 실험군 B

로 분류하였다. 뇌허혈 유발 후 신경학적 검사는 Bederson 등의

방법21)에 따라 공중에서 흰쥐의 꼬리를 완전히 들었을 때 일측에

서 마비증상이 일어나는지와 꼬리를 위로 들었을 때 또는 자발

적으로 환측으로의 몸통휘기 (circling)가 일어나는지 검사를 하

였다(Table 2). 실험에 사용한 흰쥐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개체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군별로 28일간 각각의 시

료를 투여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는 실험 종료 후 희생시켜

표본을 제작․검사하였다.

② 조직학적 검사

각 실험군은 실험 종료 후 전신 마취제인 럼푼 (Rompun, 바

이엘코리아)을 복강주사 (0.6 ㎎/㎏)하여 마취시킨 후, 심장관류

를 통해 0.9% 생리식염수와 4% 중성 paraformaldehyde로 前 고

정하였다. 그 후 단두하여 골 절단기를 이용해 두개골을 제거하

고 시신경, 후각신경 및 그 외 뇌신경들을 절단한 후에 전체 뇌

를 적출하였다. 뇌를 적출하여 육안으로 손상 및 크기의 변화 등

을 관찰하고, 조직 절편 제작 전까지 10% 중성 파라포름 알데하

이드에 24시간 이상 後 고정한 다음 파라핀으로 포매시켜 전두

엽 최첨단에서부터 180 ㎛ 간격을 두고 두께 5 ㎛로 박절하였다.

박절한 뇌 절편은 손상 부위의 면적 및 세포들의 조직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젤라틴으로 코팅 처리된 슬라이드에 부착

시켜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발현을 알아보

고자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고, 통상의 탈수와 투명화 과정

을 거쳐 광학현미경적 관찰을 위해 봉입을 실시하였다.

㉠ 2,3,5-triphenyltetrazolium chloride 염색

국소 허혈성 뇌손상 유발 확인을 위해

2,3,5-triphenyltetrazolium chloride (TTC) 염색을 하였다. 상기

방법에 따라 뇌 적출을 실시하고 5분간 냉각된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에 담가두었다. 그 후 적출한 뇌

는 rodent brain matrix (RBM-4000C, ASI Instruments, Warrin,

MI, USA)를 이용하여 정면 극단으로부터 1 ㎜되는 곳부터 2 ㎜

간격으로 두정면을 따라 절편하였다. TTC (Sigma, Inc., St.

Louis, MO, USA)를 2% PBS에 완전히 용해시킨 용액에 절편들

을 침수시켜 37℃ 배양기에서 약 30분간 염색한 다음 다시 10%

PBS로 옮겨 고정하였다.

㉡ 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실험군의 BDNF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슬라이드에 놓여

진 뇌 절편을 각 5분간 3회의 xylene을 적용하여 파라핀을 제거

하고, 100%, 90%, 80% 알코올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재수화

(rehydration)하였다. Tap water로 짧게 rinse한 후 PBS로 수세하

고, 0.3% H2O2로 30분간 반응시킨 후 PBS로 수세한 다음

Blocking serum으로 처리 후 37℃의 배양기에서 60분간 반응시

킨 다음 제거하였다. 그 후 1 : 500으로 희석한 1차 anti-BDNF

(Chemicon, AB1513, USA)를 4℃에서 overnight 처리한 후 PBS

로 수세하였다. 그 후 1 : 500으로 희석한 2차 anti-rabbit BDNF

(vector, USA)를 60분간 실온에서 처리하고 털어낸 다음 PBS로

수세하였다. 이후 Streptavidin/peroxidase를 실온에서 10분간

처리하고 털어낸 다음 tap water로 씻어내었다. DAB

(3,3-Diaminobenzidine, 60382248, ZYMED Lab, Germany)로 발

색시키고, 증류수로 10분씩 3회 수세한 다음 대조염색을 위해

Hematoxylin으로 3분간 염색한 후 흐르는 물에 수세하고 80%,

90%, 100% 에탄올에 각각 2분, xylene에 2회씩 10분을 거쳐 탈수

시켰다. 이후 모든 슬라이드에 perment mounting media를 이용

하여 봉입을 실시하였다. BDNF의 발현 정도는 면역조직화학법

으로 처리한 조직절편을 광학현미경 (×200) 하에서 해마 CA1부

위를 관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반정량적 방법

(semiquantitative manner)으로 구분하여 mild (+), moderate

(++), severe (+++)로 평가하였다.

각 실험군의 절편들은 Gharbawie 등22)의 도보를 참고하여

정수리 점 후방 2 ㎜부위 인접조직을 선별하였다(Fig. 1).

Fig. 1. Representative diagram illustrating typical lesions following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FL : Forelimb area of sensorimotor cortex,
Bregma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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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혈류 변화에 미치는 기전 관찰

十全大補湯加鹿茸 (GST)이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화에

미치는 작용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혈관 확장 인자 억

제제23,24)를 전처치하였다. 혈관 확장 인자 억제제 중 cyclic

3',5'-guanosine monophosphate (cGMP)의 생합성효소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렌블루 (methylene blue,

MTB, 0.01 ㎎/㎏, i.p., Sigma M9140)와 prostaglandin의 생합성

효소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 (indomethacin,

IDN, 1 ㎎/㎏, i.p., Sigma I7378)을 전처치한 후 실험 절차에 따

라 GST를 용량별 (0.01 ㎎/㎏, 0.1 ㎎/㎏, 1.0 ㎎/㎏,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을 측

정하였다
19)

.

Table 1. Prescription of Sibjeondaebo-tang(SDT)

韓藥名 生藥名 用量(g)

人 蔘 Ginseng Radix 4.0

白 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4.0

白茯苓 Poria 4.0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4.0

當 歸 Angelicae Gigantis Radix 4.0

川 芎 Cnidii Rhizoma 4.0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4.0

黃 芪 Astragali Radix 4.0

肉 桂 Cinnamomi Cortex 4.0

甘 草 Glycyrrhizae Radix 4.0

生 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2.0

大 棗 Jujubae Fructus 2.0

SDT 44.0

㊉ 鹿 茸 Cervi Pantotrichum Cornu 4.0

GST 48.0

Table 2. Neurologic Examination Grading System

Normal Grade 0 No observable deficit

Moderate Grade 1 Forelimb flexion

Severe Grade 2
Decreased resistance to lateral push
(& forelimb flexion) without circling

Grade 3 Same behavior as grade 2 with circling

3. 통계처리

제시된 모든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정상 및 뇌허혈이 유

발된 흰쥐에서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의 변화는 각각 30분

단위로 합산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모든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방법은 Student-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 과

1. 十全大補湯 및 十全大補湯加鹿茸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

량에 미치는 효과

十全大補湯 (SDT)과 十全大補湯加鹿茸 (GST)이 정상 흰쥐

의 국소 뇌혈류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DT와 GST

를 용량별(0.01, 0.1, 1.0,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

는 국소 뇌혈류량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SDT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3.73%로 환산하였을 때, SDT 0.01 ㎎/㎏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97.35±4.59%로 기저치보다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으나 SDT 0.1 ㎎/㎏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

은 108.37±4.56%로 기저치보다 증가하였다. 이후 SDT 1.0 ㎎/㎏

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116.03±6.81%로 기저치보

다 유의성 (p<0.05) 있게 증가하였고, SDT 10.0 ㎎/㎏을 투여하

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도 122.04±5.98%로 기저치보다 유의성

(p<0.01) 있게 증가하였다.

GST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4.71%로 환산하였을 때, GST 0.01 ㎎/㎏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106.64±4.56%로 기저치보다 증가하였다.

GST 0.1 ㎎/㎏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112.85±5.08%로 기저치보다 유의성 (p<0.05) 있게 증가하였고,

이후 투여 용량을 증가시켜 GST 1.0 ㎎/㎏과 GST 10.0 ㎎/㎏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각각 120.73±8.81%와

133.29±10.99로 기저치보다 유의성 (p<0.01) 있게 증가하였다

(Fig. 2).

Fig. 2. Effects of SDT and GST on the rCBF in normal rats. SDT was
Sibjeondaebo-Tang freeze dried powder, GST was SDT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rCBF was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6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0) (* ; p<0.05, ** ; p<0.01)

2. 十全大補湯 및 十全大補湯加鹿茸이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

十全大補湯 (SDT)과 十全大補湯加鹿茸 (GST)이 정상 흰쥐

의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DT와 GST를

용량별(0.01, 0.1, 1.0,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평균 혈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SDT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 기저치를

100.00±6.99%로 환산하였을 때, SDT를 용량별(0.01, 0.1, 1.0,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평균 혈압은 각각

96.75±7.76%, 96.61±7.89%, 97.12±9.34%, 98.07±7.24%로 기저치보

다 감소하였다.

GST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 기저치를

100.00±7.10%로 환산하였을 때, GST를 용량별(0.01, 0.1, 1.0,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평균 혈압은 각각

95.58±8.57%, 95.61±7.55%, 95.52±6.52%, 95.12±6.20%로 기저치보

다 감소하였다(Fig. 3).



十全大補湯과 加味十全大補湯이 뇌허혈 흰쥐의 뇌혈류역학에 미치는 실험적 영향

- 177 -

Fig. 3. Effects of SDT and GST on the MABP in normal rats. SDT
was Sibjeondaebo-Tang freeze dried powder, GST was SDT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MABP was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6 rats.

Fig. 4. Effect of SDT on the rCBF response in cerebral ischemic

rats. After treatment with phamacopuncture solution, MCAO was exerted for 120
min, then Reperfusion was also exerted. SDT was Sibjeondaebotang freeze dried

powder. Control group was treated saline to cerebral ischemic rats, Sample A

group was treated SDT 10.0 ㎎/㎏ (i.p.) to cerebral ischemic rats. MCAO was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and rCBF was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6 rats.

3. 十全大補湯이 뇌허혈로 변동된 국소 뇌혈류량 개선 효과

뇌허혈 유발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에 미치는 十全大補

湯 (SDT)의 개선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색법으

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흰쥐에게 SDT 10.0 ㎎/㎏ (i.p.)을 투여한

다음 재관류 후에 변동되는 국소 뇌혈류량을 관찰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다음 측정한

국소 뇌혈류량의 변동을 대조군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SDT

를 투여한 다음 측정한 국소 뇌혈류량의 변동을 실험군 A로 하

였다.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4.22%라 하였

을 때,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뇌허혈 120분간 30분 간격으로

각각 52.93±1.94%, 53.78±1.92%, 52.12±0.96%, 52.93±1.60%로 차

단되었다. 그러나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재관류 후 120분간

기저치보다 각각 105.37±4.25%, 125.82±6.49%, 131.67±6.39%,

132.58±5.21%로 불안정한 증가상태를 나타내었고, 이후 재관류

시간이 경과될수록 각각 128.72±6.11%, 123.46±4.88%,

117.39±5.78%, 113.10±6.03%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기저치

보다는 불안정한 증가상태를 나타내었다.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4.60%라 하였

을 때, 실험군 A의 국소 뇌혈류량은 뇌허혈 120분간 30분 간격으

로 각각 54.33±6.92%, 57.55±6.64%, 57.63±6.88%, 58.73±6.08%로

차단되었고, 재관류 후 120분간에는 기저치보다 각각

102.24±3.35%, 114.56±4.49%, 125.60±7.02%, 122.13±4.81%로 불안

정하게 증가되었다. 이후 재관류 시간이 경과될수록 각각

114.77±5.37%, 115.13±6.51%, 113.11±7.57%, 108.27±9.86%로 기저

치보다 증가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대조군의 불안정한 국소 뇌

혈류량의 변동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Fig. 4).

Fig. 5. Effect of GST on the rCBF response in cerebral ischemic

rats. After treatment with phamacopuncture solution, MCAO was exerted for 120
min, then Reperfusion was also exerted. GST was Sibjeondaebotang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Control group was treated saline to

cerebral ischemic rats, Sample B group was treated GST 10.0 ㎎/㎏ (i.p.) to

cerebral ischemic rats. MCAO was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and rCBF

was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6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5).

4.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뇌허혈로 변동된 국소 뇌혈류량 개선 효과

뇌허혈 유발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에 미치는 十全大補

湯加鹿茸 (GST)의 개선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

색법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흰쥐에게 GST 10.0 ㎎/㎏ (i.p.)을

투여한 다음 재관류 후에 변동되는 국소 뇌혈류량을 관찰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다음 측정한

국소 뇌혈류량의 변동을 대조군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GST

를 투여한 다음 측정한 국소 뇌혈류량의 변동을 실험군 B로 하

였다.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4.22%라 하였

을 때,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뇌허혈 120분간 30분 간격으로

각각 52.93±1.94%, 53.78±1.92%, 52.12±0.96%, 52.93±1.60%로 차

단되었다. 그러나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재관류 후 120분간

기저치보다 각각 105.37±4.25%, 125.82±6.49%, 131.67±6.39%,

132.58±5.21%로 불안정한 증가상태를 나타내었고, 이후 재관류

시간이 경과될수록 각각 128.72±6.11%, 123.46±4.88%,

117.39±5.78%, 113.10±6.03%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기저치

보다는 불안정한 증가상태를 나타내었다.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5.75%라 하였

을 때, 실험군 B의 국소 뇌혈류량은 뇌허혈 120분간 30분 간격으

로 각각 55.08±4.18%, 55.35±5.54%, 54.55±5.41%, 55.99±5.10%로

차단되었고, 재관류 후 90분간에는 기저치보다 각각

95.56±3.18%, 114.92±5.86%, 122.03±7.30%로 불안정하게 증가되

었다. 이후 재관류 시간이 경과될수록 각각 116.6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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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6.63%, 113.64±6.43%, 107.22±6.32%, 107.01±5.33%로 기저

치보다 증가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대조군의 불안정한 국소 뇌

혈류량의 변동에 비해서는 유의성 (p<0.05) 있게 안정적으로 개

선되었다(Fig. 5).

5. 十全大補湯 및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뇌허혈로 손상된 뇌조직

의 형태학적 소견

十全大補湯 (SDT)과 十全大補湯加鹿茸 (GST)이 뇌허혈로

손상된 흰쥐의 뇌조직에 미치는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TC

염색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키지 않고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정상군, 뇌

허혈을 유발시킨 후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 뇌허혈을 유

발시킨 후 SDT 10.0 ㎎/㎏ (i.o.)을 투여한 실험군 A,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GST 10.0 ㎎/㎏ (i.o.)을 투여한 실험군 B로 분류하

였다.

TTC 염색 결과, 정상군은 뇌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조

군은 총경동맥 중 내경동맥에서 분지되어 중대뇌동맥에 혈액을

공급하는 곳을 중심으로 대뇌 신피질 (neocortex)의 많은 부분과

대뇌 두정엽 (parietal lobe)에서 심한 손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뇌조직은 대조군의 신피질과 대뇌 두정

엽 부위에서 염색되지 않은 부분이 줄어들어 손상 정도가 호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6).

Ⅰ Ⅱ
B

Ⅲ Ⅳ

Fig. 6. Histological changes after 28 days of focal ischemic brain

injury (TTC staining). Cerebral ischemic rat was dued to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SDT was Sibjeondaebotang freeze dried powder, GST was SDT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Normal group (Ⅰ) was

treated saline to normal rats, Control group (Ⅱ) was treated saline to cerebral

ischemic rats, Sample A group (Ⅲ) was treated SDT 10.0 ㎎/㎏ (i.o) to cerebral

ischemic rats, Sample B group (Ⅳ) was treated GST 10.0 ㎎/㎏ (i.o.) to cerebral

ischemic rats.

6. 十全大補湯 및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뇌허혈로 손상된 뇌조직

의 BDNF 면역조직화학 반응에 미치는 소견

十全大補湯 (SDT)와 十全大補湯加鹿茸 (STC)이 뇌허혈로

손상된 흰쥐의 뇌조직에 미치는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 반응을 검사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키지 않고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정상군, 뇌

허혈을 유발시킨 후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 뇌허혈을 유

발시킨 후 SDT 10.0 ㎎/㎏(i.o.)을 투여한 실험군 A, 뇌허혈을 유

발시킨 후 GST 10.0 ㎎/㎏(i.o.)을 투여한 실험군 B로 분류하였다.

실험 종료시 각 실험군의 절편 중에서 해마 CA1 부위의 조

직을 골라 BDNF에 대한 Hematoxylin 대조 염색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은 거의 낮은 면역반응을 보였으나 실험군 A는 다소 증가

된 면역 반응을 보였고, 실험군 B는 상당히 증가된 진한 갈색을

나타내어 대조군에 비해 높은 면역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Table 3)(Fig. 7).

Table 3. Expression of BDNF Immunoreactive Neurons in

Hippocampus of rats after 28 days

Group Control Sample A Sample B

examination + ++ +++

+: Mild expressed, ++: Moderate expressed, +++: Severe expressed

Ⅱ

Ⅲ Ⅳ

Fig. 7. Immunoreactivity with the BDNF Antibody in hippocampus of

rats after 28 days (immunohistochemical stain, ×200). Cerebral
ischemic rat was dued to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SDT was

Sibjeondaebotang freeze dried powder, GST was SDT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Control group (Ⅱ) was treated saline to cerebral

ischemic rats, Sample A group (Ⅲ) was treated SDT 10.0 ㎎/㎏ (i.o.) to cerebral

ischemic rats, Sample B group (Ⅳ) was treated GST 10.0 ㎎/㎏ (i.o.) to cerebral

ischemic rats.

7. 혈관확장 억제제 전처치 후 十全大補湯加鹿茸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에 미치는 효과

十全大補湯加鹿茸 (GST) 투여로 변화된 국소 뇌혈류량의 작

용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GST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대조군 (GST)으로,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다음 GST (0.01, 0.1, 1.0, 10.0

㎎/㎏, i.p.) 투여로 변화된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인도메

타신 처치군 (GST+IDN)으로,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

틸렌블루를 전처치한 다음 GST (0.01, 0.1, 1.0, 10.0 ㎎/㎏, i.p.)

투여로 변화된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메틸렌블루 처치군

(GST+MTB)으로 하였다.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8.16%라 하였을 때, 인도메타신 처치군의 국소 뇌혈류량

은 각각 102.39±5.09%, 110.26±5.08%, 117.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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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6±10.26%로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되었으나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보다는 감소하였다.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 기저치를

100.00±7.16%라 하였을 때, 메틸렌블루 처치군의 국소 뇌혈류량

은 각각 100.64±2.96%, 102.53±4.89%, 105.69±7.44%,

111.94±9.10%로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되었으나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보다는 유의성 (p<0.05) 있게 감소하였다

(Fig. 8).

Fig. 8. Effects of with indomethacin or methylene blue pretreament

on the rCBF induced by GST in normal rats. GST were that treated
Sibjeondaebotang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GST+IDN were that pre-treated indomethacin (1 ㎎/㎏, i.p.) and treated GST.

GST+MTB were that pre-treated methylene blue (0.01 ㎎/㎏, i.p.) and treated GST.

rCBF was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6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GST (+ ; p<0.05).

Fig. 9. Effects of with indomethacin or methylene blue pretreament

on the MABP induced by GST in normal rats. GST were that treated
Sibjeondaebotang adding Cervi Pantotrichum Cornu freeze dried powder.

GST+IDN were that pre-treated indomethacin (1 ㎎/㎏, i.p.) and treated GST.

GST+MTB were that pre-treated methylene blue (0.01 ㎎/㎏, i.p.) and treated GST.

MABP was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6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GST (+ ; p<0.05).

8. 혈관확장 억제제 전처치 후 十全大補湯加鹿茸이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 변화에 미치는 효과

十全大補湯加鹿茸 (GST) 투여로 변화된 평균 혈압의 작용기

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GST 투여로 감소된 정상 흰쥐의 평균 혈

압을 대조군 (GST)으로,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

을 전처치한 다음 GST (0.01, 0.1, 1.0, 10.0 ㎎/㎏, i.p.) 투여로 변

화된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을 인도메타신 처치군 (GST+IDN)으

로,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한 다음

GST (0.01, 0.1, 1.0, 10.0 ㎎/㎏, i.p.) 투여로 변화된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을 메틸렌블루 처치군 (GST+MTB)으로 하였다.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하였을 때의 평균 혈압 기저치를

100.00±3.25%라 하였을 때, 인도메타신 처치군의 평균 혈압은 각

각 95.52±2.96%, 96.05±3.94%, 95.70±4.07%, 95.84±3.14%로 대조

군의 평균 혈압에 비해 변화하지 않았다.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하였을 때의 평균 혈압 기저치를

100.00±7.99%라 하였을 때, 메틸렌블루 처치군의 평균 혈압은 각

각 98.04±7.89%, 99.26±6.61%, 99.86±6.35%, 102.63±6.25%로 대조

군의 평균 혈압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증가하였다(Fig. 9).

고 찰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의 서구화

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종양과 함께 뇌혈관 질환의 발생빈도 및

사망률 등이 증가하고 있다
25)

. 1980년대 이후 뇌혈관 질환 중 뇌

출혈 발병 비율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뇌경색 발병 비율은 증가

하고 있는데26) 이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고령화에

따른 허혈성 뇌혈관 장애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6)

. 더욱 뇌혈

관 장애는 다른 질환과 달리 회복이 되더라도 운동 장애나 신경

학적 기능에 후유 장애가 뒤따라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 사회

적인 손실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

.

뇌혈관 질환은 뇌의 급격한 순환 장애로써 허혈성 뇌질환과

충혈성 뇌질환으로 나누어지는데6) 그 중 허혈성 뇌질환은 보통

뇌혈관 내 혈전이나 색전으로 인해 몇 분 혹은 몇 십분 동안 나

타나는 국소적 허혈성 신경장애로 세 단계의 병리변화 - 즉, 초

기에는 혈액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폐색된 혈관 중심부 조직들에

서 급작스런 세포사가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주변 조직에서 괴사

성 세포사가 일어나며, 최종적으로는 뇌허혈로 손상을 받았지만

살아 있다가 서서히 지연성 세포사를 일으킨다 - 로 나타난다5).

그러나 급작스런 세포 손상은 치유하기 어려우나 지연성 세포사

의 경우 신경 방어 효과를 가진 약물을 조기에 투여하게 되면 신

경세포 퇴화를 방어할 수 있어 보통 발병 후 12～24시간 이내에

치료하게 되면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5)

.

十全大補湯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면역기능 증진,

항암 효과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28-32), 鹿茸

의 연구는, 성장, 지능발달, 조혈작용 등이 있음이 밝혀져 있으

며14-17), 항산화 효과에 기인한 항노화18)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는 十全大補湯이 氣血을 雙補하는 대표적인 方劑

이고, 鹿茸이 陽氣를 돋구어 血을 能히 生成할 수 있음은 물론

腎精을 補益함으로써 造血 및 抗老化에 작용하고 있어 十全大補

湯에 鹿茸을 加味하게 되면 혈류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뇌허혈

질환에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十全大補湯과 十

全大補湯加鹿茸을 각각 정상 흰쥐에 투여한 후 국소 뇌혈류량과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고, 중대뇌동맥을 폐색시킨 뇌

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 개선 효과와 뇌허혈로 인해 손

상된 뇌조직의 회복 효과를 비교한 후 국소 뇌혈류량과 평균 혈

압에 미친 작용기전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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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로 체

중의 약 2%에 해당되지만 전체 혈액량에 있어서는 18%를 공급

받는다
1)

. 정상적인 뇌혈류량은 뇌관류압에 비례하고 뇌혈관 저

항에 반비례한다. 뇌관류압은 평균 동맥압에 비례하고, 뇌혈관

저항은 혈액 점도와 뇌혈관 길이에 비례하며, 뇌혈관 직경의 4승

에는 반비례하지만 주로 뇌혈관의 직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33,34). 이러한 이유로 정상적인 뇌혈류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뇌

관류압 (혈압)과 뇌혈관의 직경 변화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한

다. 즉, 혈압이 하강될 경우에는 뇌혈관이 확장되어야 하고, 혈압

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뇌혈관은 반대로 수축되어야 한다35).

본 실험 결과,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 건조분말을

투여하였을 때 국소 뇌혈류량은 정상 흰쥐의 기저치에 비해 유

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Fig. 2) 평균 혈압은 十全大補湯과 十全

大補湯加鹿茸 건조분말을 투여하였을 때 기저치보다 모두 감소

하였다(Fig. 3). 이는 뇌혈류량이 혈압과 뇌혈관의 직경에 비례한

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모두

평균 혈압을 감소시켰지만 뇌혈관의 직경을 확장시킴으로써 뇌

혈류량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뇌로 공급되는 혈류는 정상적으로 분당 50～60 ㎖/100 g씩,

700～800 ㎖가 흐른다2). 만약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분당 10

㎖/100 g이하로 감소되면 충분한 양의 혈액이 뇌로 관류되지 못

하거나,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산소와 글루코

스 등의 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일련의 생화학적 반응들이 일어

나 허혈성 뇌손상이 유발되며, 이것이 5분 이상 경과될 경우 신

경계 손상을 포함한 뇌기능 장애나 뇌조직의 손상이 비가역적으

로 나타나게 된다1,3,4). 그러나 뇌혈류 감소로 인한 뇌손상은 뇌혈

류가 감소되는 당시보다는 허혈이 일어난 조직으로 혈액이 재관

류되어 산소가 다시 공급될 때 더욱 심각하게 발생된다36).

뇌허혈이 유발된 상태에서 뇌혈류를 재관류시켰을 때 十全

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불안정한 뇌혈류를 안정적으로 개

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十全大補湯 건조분말

(10.0 ㎎/㎏, i.p.)을 투여한 실험군 A의 국소 뇌혈류량은 불안정

하게 변화된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에 비해 안정적으로 개선되

었고 (Fig. 4), 十全大補湯加鹿茸 건조분말 (10.0 ㎎/㎏, i.p.)을 투

여한 실험군 B의 국소 뇌혈류량도 불안정하게 변화된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에 비해 유의성 있게 안정적으로 개선되었다(Fig.

5). 이는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모두 뇌허혈시 불안

정하게 변동되는 국소 뇌혈류량을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혈류개

선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十全大補湯加鹿茸이

十全大補湯보다 유의성이 있는 효과가 있어 한의학적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血虛에 氣能生血하는 補陽氣之劑를 배합하면 혈류

개선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혈류량의 감소는 뇌 안에서 유발된 허혈의 위치, 기간, 정

도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실조되고 단백질의 생성이 감

소되는 등의 복잡한 생리-병리학적 과정이 발생되어 뇌세포가

사멸하게 된다37-40). 이때 뇌조직의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TTC 염색은 육안적으로 뇌조직 손상 정도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 TTC 염색시

정상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내의 탈수소효소와 반응하여 붉게

보이나 뇌허혈에서는 탈수소효소가 소실되어 염색이 되지 않고

백색으로 보여 비가역적 손상 유무를 알 수 있다
40,41)

.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뇌허혈로 손상된 흰쥐의

뇌조직에 미치는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TC 염색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은 중대뇌동맥에 혈액을 공급하는 곳을 중심으로 대

뇌 신피질의 많은 부분과 대뇌 두정엽에서 심한 손상 정도가 나

타났으나 실험군 A와 실험군 B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염색되지

않은 부위가 줄어들어 손상의 정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Fig. 6) 항허혈 효과가 있음을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 CA1 부위의 조직을 골라 BDNF에 대한 면역 반응을 검사한

결과, Hematoxylin 대조염색 시 대조군은 거의 낮은 면역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BDNF에 강한 면역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

포의 경우에 있어 세포체와 긴 세포 돌기 모양의 세포가 진한 갈

색으로 관찰되는데, 실험군 A와 실험군 B에서 면역반응이 증가

된 상태를 보였고, 특히 실험군 B는 상당히 증가된 진한 갈색을

나타내어 실험군 A에 비해 높은 면역 양성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Fig. 7)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 모

두 뇌허혈로 인한 신경학적 변화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

지만 그 중에서도 十全大補湯加鹿茸이 十全大補湯보다 허혈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반응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

茸은 모두 뇌혈류 개선 및 뇌손상 회복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뇌손상시 뇌조직에 대

해 면역 양성 반응을 나타내면서 허혈시 불안정하게 나타난 국

소 뇌혈류량을 개선시켜 본 저자는 十全大補湯加鹿茸이 뇌혈류

역학에 미치는 작용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혈관 평활근의 확장에 관련된 기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전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guanylate cyclase가 활성

화되어 cGMP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혈관이 확장되고
42,43)

, 두 번

째는 arachidonic acid가 cyclooxygenase를 활성화시켜

prostaglandin이 생성되어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44)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메틸렌블루 (methylene blue)
33)
는 cGMP의 생성효소인

guanylate cyclase를 억제하는 약물이고, 인도메타신

(indomethacin)23)은 세포막에서 유리되는 methyl기를 가진

indole 유도체로 prostaglandin의 생합성 효소인 cyclooxygenase

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물로 혈관 확장을 억제한다.

혈관확장 억제제를 전처치한 실험 결과, 十全大補湯加鹿茸

건조분말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하였을 때 감소하였고, 특히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하였을 때는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보다 유의성 있게 감

소하였다(Fig. 8). 또한 十全大補湯加鹿茸 건조분말을 투여하였을

때 감소되었던 평균 혈압은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하였을 때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하였을 때에 대조군

의 평균 혈압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9). 이는 혈관에

미치는 十全大補湯加鹿茸의 기전이 메틸렌블루와 관련이 있으

며, 그 작용에는 guanylate cyclase와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상

기 결과는 팔진탕이 cyclooxygenase와 관련되어 뇌혈류역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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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개선시킴으로써 허혈로 인한 뇌손상을 억제한다고 보고

한 것45)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녹용약침이 guanylate cyclase와

관련하여 뇌혈관의 직경을 확장시킴으로써 국소 뇌혈류량을 증

가시키고, 또한 뇌허혈 후 재관류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증가되었

던 국소 뇌혈류량을 유의성 있게 개선시켜 항허혈 작용이 있음

을 보고한 것
46)
에 비추어 볼 때, 팔진탕과 팔진탕에 황기와 육계

를 배합한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에 녹용을 가미한 십전대보탕

가녹용 모두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기전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血虛로 인해 나타나는 血虛生風證에 사용되는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이 허혈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정

한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이를 통해 면역 양성반응을 나타냄으

로써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반응을 회복시켜 준다는 결

과를 볼 때, 본 저자는 한의학적으로도 혈류장애 시 補血藥物과

함께 補陽氣藥物을 加味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이와 같은 결과가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八珍湯, 十全大補湯, 十全

大補湯加鹿茸에 대한 효능 및 작용기전 등에 관련된 연구는 앞

으로도 더욱 진행하여 객관적인 치료기전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十全大補湯 및 十全大補湯加鹿茸이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에 미치는 효과,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유발된 뇌허혈 흰쥐의 국

소 뇌혈류량 변동 개선 및 손상된 뇌조직의 회복 효과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화를 관찰한 결과, 十全大補湯과

十全大補湯加鹿茸을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기저치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평균 혈압은 기저치에 비해 감소

하였다.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을 관찰한 결과, 十全大補

湯을 투여한 실험군 A와 十全大補湯加鹿茸을 투여한 실험군 B

모두에서 국소 뇌혈류량 변동은 대조군에 비해 개선되었고, 특히

실험군 B의 국소 뇌혈류량은 대조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다.

뇌허혈로 손상된 흰쥐의 뇌조직을 TTC 염색한 결과, 실험군

A와 실험군 B 모두에서 손상된 뇌조직이 대조군에 비해 호전되

었다.

뇌허혈로 손상된 흰쥐의 해마 CA1 부위에서 BDNF에 대한

면역 반응을 검사한 결과, 실험군 A와 실험군 B 모두에서 면역

반응이 대조군에 비해 양성적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 B는 대조

군이나 실험군 A보다 높은 면역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十全大補湯加鹿茸으로 변화된 뇌혈류역학 작용기전을 관찰

한 결과, 국소 뇌혈류량과 평균 혈압은 guanylate cyclase 억제제

인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변화되었다.

참고문헌

1. 의과대학 신경해부학교수 편. 증례를 통한 임상신경해부학.

서울, 한우리, p 191, 1995.

2. Kety, S.S., Schmidt, C.F. The nitrous oxide method for the

man ; theory, procedure and normal values. J. Clin Invest

27: 476-483, 1948.

3. 이경은, 김경환. 허혈, 재관류 손상에서 뇌조직 아민 변동과

Free Radical과의 관련성. 大韓神經科學會誌 8(1):2-8, 1990.

4. 대한병리학회. 병리학. 서울, 고문사, pp 87-99, 1263-1264,

1994.

5. 조동욱, 강봉주, 홍성길, 문근아, 김지영. 국무조정실에서 시

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보고서 ; 뇌신경세포의 허혈성 및

산화적 손상에 대한 한방처방 치료 효능 연구 Ⅱ. 한국한의

학연구원, 2001.

6. 김영석. 임상중풍학. 서울, 서원당, pp 67, 303-308, 317-329,

345, 431, 436-453, 545-546, 1997.

7. 方葯中.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420,

1986.

8. 洪性範. 高血壓 中風의 漢方療法. 서울, 醫學社, pp 305-306,

1983.

9. 柯雪帆. 中醫辨證學.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pp 176-179,

1987.

10. 朴英培, 金泰熙. 辨證診斷學. 서울, 傳統醫學硏究所, pp

248-253, 1995.

11.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 365, 447, 1983.

12. 정규만, 구본홍. 십전대보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5(2):16-20, 1980.

1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敎授 共編著. 본초학. 서울, 永林社,

pp 302-304, 336-337, 409-410, 531-537, 540-543, 545-546,

578-583, 1999.

14. 이세나, 손재봉, 손종희, 김완기, 이상준, 이평재, 임강현. 한

약혼합제제와 녹용발효추출물의 성장기 흰쥐 장골 길이 성

장에 대한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4(1):121-131, 2009.

15. 한상원, 김영태, 손양선, 진수희, 심인섭, 임사비나, 이학인.

녹용 및 녹용약침이 동물의 성장과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8(5):122-134, 2001.

16. 이민형, 서영배. 녹용의 조혈작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

본초학회지 16(1):91-109, 2001.

17. 김성훈, 이효정, 박정란, 김하나, 안규석, 조덕연, 최돈웅. 녹

용의 품질에 따른 조혈작용 비교연구. 생약학회지 35(1):6-15,

2004.

18. 이수영, 안택원. 녹용대보탕의 노화 억제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의학논문집 16(2):327-348, 2007.

19. Chen, S.T., Hsu, C.Y., Hogan, E.L., Maricque, H., Balentine,

J.D. A model of focal ischemic stoke in the rat.

reproducible extension cortical infarction. Stroke 17:

738-743, 1986.



이상영․정현우

- 182 -

20. Longa, E.Z., Weinstein, P.R., Carlson, S., Cummins, R.

Reversible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without

craniectomy in rats. Stroke 20(1):84-91, 1989.

21. Bederson, J.B., Pitts, L.H., Tsuji, M., Nishimura, M.C.,

Davis, R.L. & Bartkowski, H. Ra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 evaluation of the model and development of a

neurologic examination. Stroke, 17(3):472-476, 1986.

22. Gharbawie, O.A., Gonzalez, C.L., Whishaw, I.Q. Skilled

reaching impairments from the lateral frontal cortex

component of middle cerebral artery stroke :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arison to focal motor cortex lesions

in rats, Behav. Brain Res. 156(1):125-137, 2005.

23. Iwamoto, J., Yoshinaga, M., Yang, S.P., Krasney, E. and

Krasney, J. Methylene blue inhibits hypoxic cerebral

vasodilation in awake sheep. J. Appl Physiol.

73(6):2226-2232, 1992.

24. Wang, Q., Pelligrino, D.A., Paulson, O.B. and Lassen, N.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NG-nitro-L-arginine and

indomethacin on the hypercapnic cerebral blood flow

increase in rats. Brain Res. 641(2):257-264, 1994.

25.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연보. 통계청. 2008.

26. 김세길. 風의 병리적 의미규명과 중풍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동서의학적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16(1):96-117, 1995.

27. Glanz, M., Klawansky, S., Stason, W., Berkey, C. and

Chalmers, T.C. Functional electrostimulation in poststroke

rehabilitation ; a meta-analysis of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ch. Phys. Med. Rehabil. 77(6):549-553,

1996.

28. 황규동, 류봉하, 박동원, 류기원. 십전대보탕 와송 및 십전대

보탕가와송의 항암효과와 면역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

종양학회지 2(1):1-23, 1996.

29. 고영권, 류봉하, 박동원, 류기원. 십전대보탕이 CD4+ 및

CD8+ T세포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종양학회지

4(1):111-129, 1998.

30. 윤재호, 최승훈, 안규석. 십전대보탕이 암전이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종양학회지 4(1):131-146, 1998.

31. 임동주, 김동희. 십전대보탕가미방의 면역조절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의학논문집 10(1):55-65, 2001.

32. 최승훈, 오민석, 송태원, 남기열. 십전대보탕의 면역증강 및

항암 효과. 한의학논문집 11(1):257-283, 2002.

3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편. 내과학. 서울, 군자출판

사, pp 146-158, 1996.

34. 金祐謙. 인체의 생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0-47,

107-118, 1985.

35.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서울, 중앙문화사, pp

150-156, 275-279, 284-285, 299, 1997.

36. McCord, J.M. Mechanisms of disease ; oxygen-derived free

radicals in postischemic tissue injury. New Eng J. Med.

312: 159-163, 1985.

37. Dirnagl, U., Ladecola, C. and Moskowitz, M.A.

Pathobiology of ischemic stroke ; An integrated view.

Trends Neurosci. 22(9):391-397, 1999.

38. Traystman, R.J. Animal models of focal and global cerebral

ischemia. ILAR J. 44(2):85-95, 2003.

39. Lipton, P. Ischemic cell death in brain neurons.

Physiological Reviews 79(4):1431-1568, 1999.

40. Aronowski, J., Ostrow, P., Samways, E., Strong R., Zivin,

J.A. & Grotta J.C. Graded bioassay for demonstration of

brain rescue from experimental acute ischemia in rats.

Stroke 25(11):2235-2240, 1994.

41. Goldlust, E.J., Paczynski, P.P., He, Y.Y., Hsu, C.Y. &

Goldberg, M.P. Automated measurement of infarct size

with scanned images of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stained rat brains. Stroke 27(9):1657-1662, 1996.

42. Palmer, P.M.J., Ferrige, A.G. and Monacada, S. Nitric oxide

release accounts for the biology activity of endothelium

derived relaxing factor. Nature 327: 524-526, 1990.

43. Shibuki, K. and Okada, D. Endogenous nitric oxide release

required for long term synaptic depression in the

cerebellum. Nature 349: 326-328, 1991.

44. 김경환. 이우주의 약리학 강의(제4판). 서울, 의학문화사, pp

82, 120-124, 146, 355, 397, 404, 432-442, 1998.

45. 박철훈. 八物湯이 뇌허혈 억제 효과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東新大學校 大學院, 2004.

46. 이석진. 鹿茸藥鍼이 뇌허혈 유발 흰쥐의 뇌혈류역학적 변화

에 미치는 영향. 東新大學校 大學院,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