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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순환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심장은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하
여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심
장 판막증, 심장 기형 및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유발되는 심부전 
(heart failure)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의 혈액을 필수장
기에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심장기능의 저하 상태를 의미
한다1,2). 이러한 경우 심장에 비정상적인 부하 (load)가 장기간 지
속되고 심장은 따라서 비대해 지며 조직학적 변화가 동반되는데 이
를 심장개조(remodeling)라고 한다3). 과거에는 심부전 치료시 혈역
학적 안정과 증상 완화가 주된 초점인데 비하여 최근에는 자의적 
생존 연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 치료 수준은 아직 만족하다 할 수 없으며, 심부전의 사망율과 

유병율은 아직 높은 상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생활의 질이나 증상
에 의한 부담도 높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노령 인구와 관상동맥질
환, 고혈압 등 심부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증가로 인해 심부전의 
유병율은 증가하고 있다. 심부전의 치료에 있어서 특히 심근 수축
력 항진 약물이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작용에 따라 
Phosphodiesterase 억제제, 교감신경흥분제, 그리고 강심배당체 
등 세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4). 심부전 약물치료의 근간으로 사
용되어 왔던 전통적인 강심배당체(inotrope)의 경우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 대해 빠른 임상증상 호전과 혈역학적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정맥, 심근허혈 및 심근 산
소소모량 증가 등에 연관된 부작용과 사망률 증가로 그 사용에 제
한점이 있었다5,6). 그러므로 더 효과적이고 안정된 치료방법의 개발
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동관류 심방모델에서 강심효과를 나타내는 단미 한약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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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전의 병태생리학적 이해와 새로운 치료 방향의 모색으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
기 시작한 신경-호르몬 가설이라 할 수 있다7). 이 가설에 따르면 
심부전 발생과 진행에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과 교감신경계 
등의 신경호르몬 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러한 신경호르몬 중
계물질들의 억제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심부전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차단제나 베타차단제가 심부전 환자의 
사망률이나 재원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신경-호르몬 가설의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호르몬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제의 개발이 심부전 치료 연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에는 심부전 진행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심방이뇨단백호르몬인 ANP (atrial natriuretic peptide) 
혹은 BNP (brain natriuretic peptide) 등이 알려져 심부전에서 
호르몬 불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8-10). 심부전시 심장에서는 
ANP가 분비되어 신장을 통한 수분, 염분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혈
관을 확장시켜 혈관 수축물질에 대한 길항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1,12). 그러나 ANP는 심부전이 진행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작용
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연구자들은 심부전시 
ANP 분비가 증가되어 있으나 심부전의 진행상태에 따라 혈관수축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ANP의 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작용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의학에서는 심부전의 원인을 심양부족으로 인한 기허와 어혈
로 보고 있다. 만성 심부전은 여러 종류의 심장질환이 일정 정도로 
발전하여, 심근의 수축 기능이 손상을 받아 인체 조직대사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과 체징(體徵)이다14,15). 임
상표현에 근거해 보면 심계, 정충, 천증, 흉비 등의 범주에 속한다. 
그 병인 병기는 복잡하나 병위는 심에 있고 폐비신과 관계가 밀접
하며 본허표실(本虛標實)증인데, 심비신 3장의 허가 본이 되며 담
음 어혈이 표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근 수축력의 감소
를 개선시킬 수 있고 치료 및 안정시간이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부
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천연물 유래 약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견
우자(牽牛子), 고삼(苦蔘), 구맥(瞿麥), 대황(大黃), 백미(白微), 석창
포(石菖蒲), 차전자(車前子), 강활(羌活), 대복피(大腹皮), 동과자(冬
瓜子), 동규자(冬葵子), 마자인(麻子仁), 마편초(馬鞭草), 백굴채(白
屈菜), 백두옹(白頭翁), 호장근(虎杖根), 속수자(續隨子), 어성초(魚
腥草), 용담(龍膽), 석위(石葦), 익모초(益母草), 지각(枳殼), 지모(知
母), 지부자(地附子), 의이인(薏苡仁), 욱리인(郁李仁) 등 통증 감소, 
어혈, 이뇨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약재 추출물들로부터 심
근수축력을 항진시킬 수 있는 강심효과 약물들을 탐색하여 보고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견우자, 고삼, 구맥, 대황, 백미, 석창포, 차전자, 
강활, 대복피, 동과자, 동규자, 마자인, 마편초, 백굴채, 백두옹, 호
장근, 속수자, 어성초, 용담, 석위, 익모초, 지각, 지모, 지부자, 의
이인, 욱리인의 한약재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익산, 전북)에서 구

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견우자 (Voucher specimen; 
HBA171-01), 고삼 (HBA201-01), 구맥 (HBA081-02), 대황 
(HBC071-02), 백미 (HBG051), 석창포 (HBG111-01), 차전자 
(HBJ101-01), 강활 (HBA191-01), 대복피 (HBC151-01), 동과자 
(HBC161-01), 동규자 (HBC171-01), 마자인 (HBE141-01), 마편초 
(HBE151-01), 백굴채 (HBF181-01), 백두옹 (HBF161), 호장근 
(HBN301-01), 속수자 (HBG141), 어성초 (HBH271), 용담 
(HBH261), 석위 (HBG151), 익모초 (HBH211), 지각 (HBI111), 지모 
(HBI151), 지부자 (HBJ111), 의이인 (HBH251-02), 욱리인 
(HBH241) 등은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표본실에 보관하였
다. 건조되어 있는 상태의 각 한약재 200 g을 분쇄한 후 삼각 플라
스크에 1.5 L 증류수를 넣고 냉각기를 설치한 후 120분 간 가열하
였다. 추출된 전탕액을 3,000 rpm으로 30분간 원심 분리 후 여과
지 (Whatmann No. 3)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삼백초 전
탕액을 냉동건조기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시킨 후 사용 전까지 -7
0℃에 보관하였다. 상기 기재된 한약재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박동관류 심방모형
    모든 실험은 원광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으며,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WKU10-033). 실험동
물은 체중이 1.8 kg정도의 New Zealand White 계 가토를 사용하
였다. 가토에 Ketamine-HCl (50 mg/kg, i.v.)를 투여하여 痲醉시
킨 직후 開胸하여 출혈시키고 심장을 적출 하여 산소가 포함된 3
4℃의 생리식염수에 옮겨놓고 좌측 심방을 분리 하였다. 박동관류 
심방모형은 선행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만들었다16). 
Polyethylene (PE)관 3개를 심방 내부에 매몰시켜 만든 외경 4 
mm의 투명한 cannula를 심방내 2.5 mm 깊이까지 위치하도록 
고정하였다. Cannula는 눈금을 새겼으며 내부에는 전기 자극을 할 
수 있도록 백금선을 매몰하였다. 내부 PE관 중 하나는 영양액을 
심방내로 주입하고 다른 하나는 관류액의 유출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방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Cannular로 
고정된 심방은 곧바로 34℃의 이중 관류장치에 옮겨 고정하고 전
기 자극으로 적당하게 자극하였다 (0.3-0.5 ms, 30-40 V). 관류장
치 내에는 관류액과 동일한 조성의 용액 3 ㎖를 넣어주었고 산소는 
관류장치 내부의 silicon관으로 공급하였으며 관류액은 박동주입 
펌프(1㎖/min)로 계속하여 주입하였다. 관류액은 HEPES 완충액으
로서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mM): 118 NaCl, 4.7 KCl, 2.5 
CaCl2, 1.2 MgCl2, 25 NaHCO3, 10 glucose, 10 HEPES, 그리고 
0.1%의 우혈청 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 BSA) 이다 
(pH=7.4). 심방 강 내의 압력 변동은 Power Lab/8sp (model ML 
785, AD Instruments, Australia)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
였다. 일회 심방 박출량 (atrial 심방 1회 박출량)은 이완기와 수축
기 때 투명한 cannula의 물기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ANP 방사면역 측정법 (Radioimmunoassay)
    관류액의 ANP 농도는 선행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16,17). ANP 
항체의 제조는 atriopeptinⅢ(APⅢ)를 항원으로 사용하여 
carbodiimide 방법으로 펩타이드를 소 thyroglobulin과 결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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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의 Freund's adjuvant와 섞어 6주간 1주 1회씩 가토의 여러 
부위에 주사하였다. 채혈은 2주 후부터 하여 그 titer를 결정하며 
혈장은 56℃ 30분 동안 비 활성화하여 사용하였다. Titer가 결정된 
ANP의 항 혈청은 사용에 편리하도록 소량으로 나누어 -70℃에 보
관하였다. [125I]APⅢ를 제조하기 위한 iodination은 chloramine-T 
방법으로 하였다.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 0.5 M) 25 
μl가 들어 있는 tube에 5 μg APⅢ와 1 μCi 125sodium iodide 10 
μl를 넣는다. Iodination 하기 직전에 choloramin-T(1 mg/ml) 
10 μl를 넣은 후 실온에서 40초 동안 혼합하고 30% 알부민 20 μl
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 후 Sephadex G-25 column으로 분리하
였다. Column은 0.1 N acetic acid를 사용하여 0.5 ml/min의 속
도로 elution 하였다. Elution buffer는 0.3% 소 혈청 알부민, 
0.3% lysozyme과 0.1% glycine을 포함한 0.1 N acetic acid 이
며 약 700 μl씩 분획한 직후에 혼합하여 10 μl 속에 들어있는 방사
능을 측정하고 iodinated APⅢ의 최고치에 해당하는 분획은 
3,000,000 cpm/tube가 되도록 나누어 -20℃에 보관하며 측정 실
험관내의 방사능은 10,000 cpm이 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Bound form과 free form의 분리는 charcoal 현탁액으로 하였다. 
심방 관류액 혹은 표준물질을 0.1 M Tris-acetate buffer (pH 
7.4)에 ANP 항체와 125I가 결합된 ANP (10,000 cpm/100 μl)를 
함께 넣은 후 4℃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항체와 결합한 125I-ANP
와 비결합형 125I-ANP는 charcoal을 이용하여 분리하였으며 ϒ-카
운터를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4.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유의성 검증은 실험 결과를 one way ANOVA 
Bonferroni’s multiple-comparison test와 t-test를 통하여 
p<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차이로 판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약재 26종 (Table 1)을 구
입하여 열수 추출하여 이에 대한 강심효과를 탐색하고자 pulse 
pressure, stroke volume, 및 ANP 분비를 측정하였다. 박동관류 
심방모형에서 동일 실험 시간동안 심방 1회 박출량, 맥압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을 투여하여 심방 1회 박출량과 
맥압을 분석한 결과, 고삼, 대황, 석창포, 백굴채, 백두옹, 호장근, 
속수자, 석위, 지각, 지모, 지부자 등 총 11가지 한약재 추출물이 
유의적으로 증가효과를 나타내었다 (p<0.005) (Table 2, 3). 반면 
견우자, 구맥, 차전자, 강활, 대복피, 동과자, 동규자, 마자인, 마편
초, 용담, 익모초, 의이인, 욱리인 등 총 13가지 한약재 추출물은 
심방 1회 박출량과 맥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미, 어성초 등은 심방 1회 박출량은 증가한 반면 맥압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심효과가 우수한 추출물은 대황, 지각, 
지부자였고 심방 1회 박출량과 맥압은 대황이 각각 56%, 43%, 지
각은 64%, 51%, 지부자는 35%, 108%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든 추출물들은 ANP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폭은 심방 1회 박출량과 맥압의 증/감소비율과는 무관하게 나
타났다. 

Table 1. The list of species of which inotropic effects were 
investigate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Family pharmacological name
Pharbitis nil Chois. 견우자 Convolvulaceae Pharbitidis Semen 
Sophora flavescens 

Ait. 고삼 Leguminosae Sophorae Radix 

Dianthus chinensis L. 구맥 Caryophyllaceae Dianthi Herba 
Rheum officinale Baill 대황 Polygonaceae Rhei Rhizoma 
Cynanchum atratum 

Bunge 백미 Asclepiadaceae Cynanchi Atrati Radix 

Acorus gramineus 
Sol. 석창포 Acoraceae Acori Graminei 

Rhizoma 
Plantago asiatica L. 차전자 Plantaginaceae Plantaginis Semen 
Angelica koreanum 

Kitagawa 강활 Umbelliferae Osterici Radix 

Areca catechu L. 대복피 Arecaceae Arecae Pericarpium 
Benincasa cerifera 

Savi 동과자 Cucurbitaceae Beninecasae Semen 

Malva verticillata L. 동규자 Malvaceae Malvae Semen 
Cannabis sativa L. 마자인 Cannabinaceae Cannabis Fructus 

Verbena officinalis L. 마편초 Verbenaceae Verbenae Herba 
Chelidonium majus L. 백굴채 Papaveraceae Chelidonii Herba 

Pulsatilla koreana 
Nakai 백두옹 Ranunculaceae Pulsatillae Radix 

Reynoutria japonica 
Houtt. 호장근 Polygonaceae Polygoni Cuspidati 

Rhizoma 

Euphorbia lathyris L. 속수자 Euphorbiaceae Euphorbiae Lathyridis 
Semen 

Houttuynia cordata 
Thunb. 어성초 Saururaceae Houttuyniae Herba 

Gentiana scabra 
Bunge 용담 Gentianaceae Gentianae Radix 

Pyrrosia lingua 
(Thunb.) Farwell 석위 Polypodiaceae Pyrrosiae Folium 

Leonurus sibiricus L. 익모초 Labiatae Leonuri Herba 
Poncirus trifoliata 

Rafin. 지각 Rutaceae Ponciri Fructus 
Pericarpium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지모 Haemodoraceae Anemarrhenae 

Rhizoma 
Kochia scoparia 

Schrad. 지부자 Chenopodiaceae Kochiae Fructus 

Coix lachryma-jobi 
var. ma-yeun Stapf 의이인 Gramineae Coicis Semen 

Prunus japonica 
Thunb. 욱리인 Rosaceae Pruni Japonica Semen 

Table 2. Screening of herbal extracts on atrial dynamics and ANP 
secretion (1)

약재 stroke volume Δ% pulse pressure Δ% ANP Δ%
견우자 - 22.41 ± 6.1 - 15.24 ± 4.9 - 56.33 ± 12.3
고삼 + 5.34 ± 2.3* + 12.43 ± 6.6* - 89.55 ± 8.8
구맥 - 23.43 ± 3.4 - 13.6 ± 3.0 - 74.12 ± 14.5
대황 + 56.34 ± 3.5** + 43.22 ± 7.2** - 82.3 ± 4.9
백미 + 8.6 ± 2.5* - 13.2 ± 3.4 - 42.74 ± 6.8

석창포 + 15.33 ± 2.9* + 7.86 ± 2.43 - 68.7 ± 13.1
차전자 - 15.63 ± 7.8 - 17.74 ± 3.6 - 69.22 ± 11.7
강활 - 21.57 ± 4.8 - 16.94 ± 5.5 - 57.63 ± 8.7

대복피 - 22.86 ± 2.6 - 20.85 ± 5.1 - 55.25 ± 5.4
동과자 - 15.04 ± 8.0 - 12.81 ± 6.6 - 63.36 ± 4.2
동규자 - 17.11 ± 3.6 - 12.76 ± 4.6 - 53.60 ± 4.2
마자인 - 1.27 ± 11.0 - 1.90 ± 12.6 - 68.81 ± 9.5
마편초 - 9.67 ± 5.5 - 7.42 ± 5.4 - 71.74 ± 5.9

Values are mean ± SE (n=6); *p<0.005, **p<0.001 vs. control (compare with 
values of the last each 2 fraction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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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reening of herbal extracts on atrial dynamics and ANP 
secretion (2)

약재 stroke volume Δ% pulse pressure Δ% ANP Δ%
백굴채 + 32.18 ± 7.4** + 33.88 ± 14.3** - 67.21 ± 6.0
백두옹 + 28.73 ± 9.7** + 35.47 ± 3.9** - 26.73 ± 9.6
호장근 + 23.58 ± 14.4** + 10.23 ± 13.2* - 80.17 ± 7.0
속수자 + 42.02 ± 11.6** + 34.87 ± 6.1** - 43.68 ± 3.7
어성초 - 0.27 ± 1.1 + 6.31 ± 2.6* - 86.58 ± 4.0
용담 - 10.68 ± 4.5 - 6.06 ± 1.8 - 44.18 ± 6.6
석위 + 23.58 ± 14.4** + 10.23 ± 13.2* - 80.17 ± 7.0

익모초 - 9.81 ± 6.5 - 13.56 ± 4.1 - 78.59 ± 9.5
지각 + 64.30 ± 18.4** + 51.07 ± 2.6** - 55.85 ± 8.7
지모 + 25.32 ± 14.0** + 15.98 ± 7.3** - 25.76 ± 5.7

지부자 + 35.70 ± 10.5** + 108.55 ± 27.1** - 57.73 ± 12.2
의이인 - 16.72 ± 2.7 - 12.79 ± 3.1 - 10.34 ± 20.1
욱리인 - 16.79 ± 7.1 - 11.53 ± 2.8 - 24.06 ± 17.8

고    찰

    박동관류 심방모형에서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하여 심방 1회 
박출량과 맥압을 분석한 결과 고삼, 대황, 석창포, 백굴채, 백두옹, 
호장근, 속수자, 석위, 지각, 지모, 지부자 등 총 11가지 한약재 추
출물이 유의적으로 증가효과를 나타내어 강심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고삼은 차가운 성질에 독이 없고 쓴맛을 가지
고 있으며 심, 간, 위, 대장, 방광경 등으로 귀경한다. 청열조습(淸
熱燥濕)하고 거풍살충(祛風殺蟲)하며 이뇨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열리(熱痢), 변혈(便血), 황달뇨폐(黃疸尿閉), 적백대하(赤白帶下), 
음종음양(陰腫陰痒), 습진, 습창, 피부소양, 개선마풍(疥癬麻風) 등
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고삼은 여러 종류의 alkaloids
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정 등은 BV2 microglial cells에서 TNF-α 
생성억제 효과 및 항세균 효과 등을 보고하였다19). 최근 Zhou 등
은 기니아피그에서 고삼의 주요한 alkaloid인 matrine의 positive 
inotropic effect를 보고하였으며20), 본 연구에서 고삼의 심방 1회 
박출량 및 맥압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황은 고(苦), 무독(無毒), 한(寒)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간, 
대장, 비, 심포(心包), 위 등으로 귀경한다. 이관절(利關節), 공하냉
적(攻下冷積), 사실열(瀉實熱), 사열독(瀉熱毒), 산어혈(散瘀血) 및 
사수(瀉水) 효능을 가지고 있어 주로 어혈 및 수(水)를 빼는 효능이 
있다18). 또한 식농(蝕膿), 파적체(破積滯), 하적체(下積滯)하여 몸 
안의 비정상적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 대황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는 항혈전21), 항암22), 신경보호효과23), 고지혈증
24), 위점막 보호효과25), 항산화효과26)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강심효과와 관련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석창포는 담(痰)이 성하여 정신이 혼미해질 때 담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화담개규(化痰開竅) 효능을 가지고 있다18). β-asarone, 
caryophyllen, α-humulene, sekishone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석창포는 위장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며 동시에 장관 평활근의 
경련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리 등은 
NO/cGMP 경로를 통하여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나 세포막 전위 등 세부작용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27). 

    백굴채는 罌粟科의 다년생 본초인 Chelidonium majus 
Linne의 전초로 기침을 그치게 하며 통증을 진정시키고 독성을 풀
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18). 이러한 전통적인 효능 이외에도 항
염증, 항균, 면역조절, 위보호 및 항궤양, 담즙분비 촉진, 간보호, 
항산화, 항암 효능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28). 또한 백굴
채에서 추출한 각종 alkaloids에 thiophosphoric acid를 합성하여 
만든 ukrain이라는 항암제가 개발되었으나 강심효과 및 만성심부
전 개선효과를 위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29). 그러므로 백굴
채에 의한 강심효과의 세부작용기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백두옹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초본인 할미꽃의 근이
다. 청열해독(淸熱解毒), 설열양혈(泄熱凉血), 양혈지리(凉血止痢), 
축악혈(逐惡血), 통어지통(通瘀止痛) 등 주로 혈을 맑게 하여 통증
을 멎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18). 주요성분은 anemonin 이다. 
이 약의 전초에서 뿌리 부분을 제거하면 digitadis와 유사한 강심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30). 또한 혈압을 강하시키고, 심박
을 늦추며 심장수축을 강하게 하고 위장운동을 활발히 한다고 확인
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백두옹의 강심효과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호장근은 거풍이습(祛風利濕), 산어정통(散瘀定痛), 지해화담(止
咳化痰) 등 주로 담 및 어혈을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는 효능을 가
지고 있다18). 호장근에서 분리된 emodin이 혈관신생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으며31), 호장근은 혈장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심근수
축력과 관상동맥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32,33). 이러한 보고는 본 연구결과의 강심효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속수자는 이대소장(利大小腸), 살충(殺蟲)하여 소화기계를 이롭
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산어(散瘀), 소종(消腫), 이수해독
(利水解毒)하여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해독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
다18). 또한 파징(破癥), 하악체물(下惡滯物)하여 정체되어 있는 몸속 
산물을 내려가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속수자의 주성분으로는 
euphorbiasteroide가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coumarin 성분의 
haphnetin, euphorbertin, esculin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등은 멜라닌 생성억제물질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고34), 
이 등은 HT-29 대장암세포의 활성 억제 결과를 보고하였다35). 
    석위는 고란초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으로 性은 微寒하고 味는 
甘苦하다. 이수통림(利水通淋), 보오장(補五臟), 설열(泄熱), 익정(益
精)하여 정기를 보익하게 하며, 청열제습(淸熱除濕), 청폐(淸肺) 뿐
만 아니라 이뇨효능도 가지고 있다18). 임상보고에 따르면 급성 및 
만성 신염, 신우신염의 치료에도 이용되었는데, 급성 사구체신염 
39례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신우신염 20례 중 17례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36). 지각은 운향과에 속하는 광귤나무의 성숙한 열
매를 말린 것을 사용한다. 울결, 적체된 기를 풀어주는 효능을 가
지고 있어 담을 소통시켜 운행시킨다18). 항산화 및 항염증에 효과
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 박 등은 급성췌장염 마우스 모델에
서 보호효과를 보고하였다37,38). 그러나 석위나 지각에 대한 심근수
축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세부작용기전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모는 지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saponin이 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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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sarsasaponin, neogitogenin 등이 확인
되었다18). 약리작용으로는 혈당강하, 해열, 항균, 용혈, 혈압강하 작
용, 진정작용, 항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1). 자음강
화(滋陰降火), 윤폐활장(潤肺滑腸), 윤조활장(潤燥滑腸), 청열제번(淸
熱除煩)하여 열기로 인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다스리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42). 강심배당체로 알려진 saponin이 함유되어 있는 지
모가 심방 1회 박출량 및 맥압의 증가를 유도한 것은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부자는 명아주과에 속한 일년생 초본인 댑싸리의 성숙한 과
실을 건조한 것으로 청열이습(淸熱利濕)하여 열을 꺼주고 습사를 
제거하는 효능과 거풍지양(祛風止痒)하여 풍(風)을 제거하고 양(痒)
을 멈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18,42). 주로 습진, 소양증, 담마진, 피
부묘기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내복하거나 사
상자, 백반 등을 배합하여 전탕액으로 세척하는 등 소양성 피부병
의 외용제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화학적 성분으로는 
ecdysteroids, saponins 및 alkaloids 등이 보고되었으나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한 보고는 없다. 지모와 마찬가지로 saponin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부합하여 강심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43,44). 
    디기탈리스의 약리작용은 Na 펌프의 Na, K－ATPase의 활성
을 억제하여 세포 내 N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a－Ca 교환에 의
해 세포 내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고 수축장소에 더 많은 칼슘을 전
달하여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전기생리학적 작용으로 
심방 및 방실접합부에서 나타나며 미주신경의 흥분도를 증가시킨
다. 혈역학적으로는 심근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
고, 상승된 심실확장기말 압력을 감소시킨다2,5). 치료 적응증은 울
혈성 심부전, 빠른 심실반응을 보이는 심방세동, 심방조동 등에 사
용한다. 부작용으로는 식욕감퇴, 오심, 구토, 경련, 색각이상, 심실
기외 수축, 방실접합부성 부정맥, 완전방실차단을 포함하는 방실차
단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약재에서 출발한 
디기탈리스는 과학적으로 규명한 유효성분을 생산하게 되고 임상 
진료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강심효과를 나타내는 추출물을 포함한 약재 
모두에서 ANP 분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권 등은 십
조탕 전탕액이 ANP 합성 및 분비를 증가시켜 심방 역동력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하였다45). 그러나 Cui 등은 산초 열수 추출물이 강심
효과를 나타내지만 ANP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
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46). 이러한 반전되는 결과는 β1 
adrenoceptor 및 calcium 등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미지의 작용기
전에 관여할 것이라고 보여지나 추후 강심효과와 ANP 분비 감소
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박동관류 심방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하여 
심방 1회 박출량과 맥압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약물을 검색하였
다. 견우자(牽牛子), 고삼(苦蔘), 구맥(瞿麥), 대황(大黃), 백미(白微), 
석창포(石菖蒲), 차전자(車前子), 강활(羌活), 대복피(大腹皮), 동과

자(冬瓜子), 동규자(冬葵子), 마자인(麻子仁), 마편초(馬鞭草), 백굴
채(白屈菜), 백두옹(白頭翁), 호장근(虎杖根), 속수자(續隨子), 어성
초(魚腥草), 용담(龍膽), 석위(石葦), 익모초(益母草), 지각(枳殼), 지
모(知母), 지부자(地附子), 의이인(薏苡仁), 욱리인(郁李仁) 등 총 26
개 추출물 중 고삼, 대황, 석창포, 백굴채, 백두옹, 호장근, 속수자, 
석위, 지각, 지모, 지부자 등 총 11가지 한약재 추출물이 강심효과
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심근 수축 및 이완의 기능장애로 인한 질
환뿐만 아니라 체액 및 심혈관계 항상성 장애로 인한 질환 등에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한약재들을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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