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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추출물이 흰쥐의 뇌혈류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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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attempt to develop new functional health beverage by using medicinal herb,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medicinal plant extract (MPE) on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BP) an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 of rats. The changes of MABP and rCBF were determined by LDF methods. LDF allows for real time,
noninvasive, continuous recordings of local CBF. MABP in MPE treated rats showed significant change of MPE
1.0 and 10.0 mg/kg. MPE i.v. administration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rCBF in a dose-dependent manner.
Propranolol pretreated MABP showed significant change in the increase of MPE. rCBF of propranolol pretreated
rats showed significant change from the i.v. injection concentration of 1.0 and 10.0 mg/kg. The ischemia/
reperfusion induced oxidative stress may have contributed to cerebral damage in rats, and the present study
provides clear evidence for the beneficial effect of MPE on ischemia induced brain injury. Also, the action
mechanism in elevation effect of MPE on rCBF might be concerned with the role of β-adrenoceptor. The exact
component and mechanism remains for the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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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뇌는 생명유지의 중추로서, 일정량의 혈류공급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용량에 비해 전체 산소량의

20%를 소비할 정도로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뇌의 기능은 뇌혈류량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국소적인 뇌혈류의 장애가 초래되면 뇌혈관질환이 발생하

게 된다(1,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질환 중 과거의

출혈성 뇌출혈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허혈성 뇌경색증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3). 평균 뇌혈류량과 뇌의 대사량

의 변화가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만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의해 그 활동들과 특별히 관련된

뇌의 일정부위에서는 국소뇌혈류량의 증가를 필요로 하며

이때 인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뇌의 일정부위에서 적당

한 혈류의 변화가 요구된다(4,5). 혈류의 부족으로 인한 뇌허

혈로 뇌의 기능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형태학적인 손상을 일

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치에 도달해야 한다(6).

뇌조직은 뇌혈류의 감소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저하되거

나 정지되며 심한 뇌혈류의 장애가 계속될 때는 뇌조직의

괴사를 초래하며 반대로 뇌혈류 장애가 발생한 후 수분 내에

뇌혈류가 정상화될 때는 뇌조직의 괴사를 면하게 된다(7,8).

따라서 정상상태나 질병상태에 있어 일정한 뇌혈류량의 유

지는 뇌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들(메밀싹, 미나리, 차전자, 감국

등) 중 메밀의 생리활성 물질인 rutin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

되어 있고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9).

미나리(Oenathe javanica)는 독특한 향미가 있어 김치,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식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잎과 줄기에서

강한 약리효과 즉, 혈압강하, 항균작용과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 차전자(Plantaginis asiat-

ica L.)는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

으로 질경이과에 속하는 종자이며, 간 기능을 증가시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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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대사에 영향을 미쳐 고지혈증을 향상시키며(13), 차전자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의 해독작용과 담즙산 배설 촉진 작용,

이뇨작용 등이 보고되었다(14,15). 감국(Chrysnathemum in-

dicum linne)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으로 궁중에서는 국화주로 마셔왔고 민가에서는 고혈압 환

자들이 약술로 애용하여 왔으며, 한의학에서는 감국 꽃이

해열, 소염 및 혈압 저하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18).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한의학적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식

품의 특성을 구분하고 한방처방의 원리에 맞도록 배합하여,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방식사요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활용한 약선식(藥膳食)을 개발

하기 위한 그 기초연구로 약용식물 추출물이 국소 뇌혈류량

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약용식물 추출물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은 임상본초학의 이론(19)을 기

초로 하여 물 4 L를 기준으로 메밀싹 400 g, 미나리줄기 400

g, 감국 20 g, 목통 20 g, 씀박이 150 g, 차전자 30 g, 대나무잎

50 g을 넣고 고압중탕기에서 6시간 중탕으로 추출하고 추출

액을 면포로 여과한 후 감압농축(CCA-1100, Eyela, Tokyo,

Japan)하여 -70oC에서 급속동결건조(PVTFA 10AT, ILSIN,

Youngju, Korea) 과정을 거쳐 345 g의 분말을 얻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만들어진 추출물 분말을 생리식염수를 이용하

여 각각의 농도(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i.p.)로 만든 후 대퇴부 정맥에 주사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250 g 내외의 Sprague-Dawley 계(♂)

의 흰쥐를 항온항습 장치가 설비된 실험실(온도 22.5oC～

24.0
o
C, 습도 57.0～59.0%) 내에서 일반고형사료(Sam #31,

Samtako, Osan, Korea)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2주일

이상 실험의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국소 뇌혈류량의 변화 측정

국소뇌혈류량의 측정은 Laser-Doppler flowmeter sys-

tem(Transonic Instrument,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20). 흰쥐를 urethane(750 mg/kg, i.p.)으로 마취

시키고 체온을 37～38oC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stereo-

tractic frame에 고정시키고 정중선을 따라 두피를 절개하여

두정골을 노출시킨 후 bregma의 4～6 mm 측방, -2～1 mm

전방에 직경 5～6 mm의 craniotomy를 실행하였다. 이때 두

정골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남겨 경막외 출혈을 방지토록

하였다. Laser-Doppler flowmeter(Transonic Instrument)

용 needle probe(직경 0.8 mm)를 대뇌(두정엽)피질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stereotactic micromanipulator를 사용하여

좌연막동맥에 조심스럽게 근접시켜 일정시간 동안 안정시

킨 후 추출물을 각 농도별(0.01 mg/kg, 0.1 mg/kg, 1.0 mg/

kg 및 10.0 mg/kg, i.p.)로 흰쥐의 복강에 투여하여 30분 동안

각각 변화되는 국소 뇌혈류량(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을 측정하였다. 흰쥐 1마리에 대해 1회 측정하였고 한

농도에 대해 총 10마리를 대상으로 10회 반복 실험하여 그

평균값을 평균 국소뇌혈류량으로 하였다.

평균 혈압 변화 측정

흰쥐를 urethane(750 mg/kg, i.p.)으로 마취시키고 체온을

37～38oC로 유지할 수 있도록 heat pad 위에 앙와위(仰臥位)

로 고정한다. 전신 혈압 변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의

대퇴동맥에 삽입된 polyethylene tube에 연결된 pressure

transducer(Grass model 7E polygraph, Quincy, MA, USA)

를 통하여 혈압을 측정(20)하여 MacLab(MacLab/8e, AD

instruments, Berkingham, England)과 Macintosh compu-

ter(Power Macintosh 6100/66, Berkingham, England)로 구

성된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각각 30분 동안 관찰하였

다. 흰쥐 1마리에 대해 1회 측정하였고 한 농도에 대해 총

10마리를 대상으로 10회 반복 실험하여 그 평균값을 평균

혈압으로 하였다.

국소뇌혈류량과 혈압의 변화기전

추출액의 투여에 의해 국소 뇌혈류량과 혈압의 변화가 어

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류량과 혈

압에 관여하는 각종 약물로 전처리하고 추출액을 투여하여

국소뇌혈류량과 혈압이 어떤 기전을 통해 변화를 나타냈는

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감신경 β 수용체 차단제인 pro-

pranolol(3 mg/kg), 부교감신경 차단제인 atropine(10.0

mg/kg), NOS(nitric oxide synthase)억제제인 L-NNA(1.0

mg/kg), cyclic GMP(guanylyl-3',5'-monophosphate) 억제

제인 methylene blue(10 μg/kg) 및 iNOS와 관계되는 기전

중 prostaglandin의 생성 효소인 cyclooxygenase 억제제인

indomethacin(1.0 mg/kg) 등을 정맥주사로 투여 후 추출액

을 투여한 다음 30분 동안 각각의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

tem) PC package를 사용하였고 분석수치는 mean±SE로
제시하였다. 추출액을 투여하지 않은 군과 추출액을 각 농도

로 투여한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paired t-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에 미치는 영향

약용식물추출액이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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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propranolol, atrophine, L-NNA, methylene blue and indomethacin on the medicinal
plant extract induced in the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in rats (%)

Drug
mg/kg

Propranolol
＋MPE

Atropine
＋MPE

L-NNA
＋MPE

Methylene blue
＋MPE

Indomethacin
＋MPE

Control
0.01
0.1
1.0
10.0

100.00±0.031)
105.91±0.03
110.62±0.05
116.93±0.07*
126.97±0.07*

100.00±0.02
105.07±0.09
111.21±0.15
118.51±1.05
127.70±0.17

100.00±0.02
106.05±0.13
110.85±1.06
120.19±2.17
128.07±1.05

100.00±0.02
101.55±0.24
104.52±0.47
118.17±0.04
129.28±0.47

100.00±0.02
103.19±0.02
109.00±0.05
113.57±0.06
125.82±0.06

1)
Values are mean±SE (n=10).
*Statistically significanc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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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MPE on the rCBF and MABP in normal
rats. MPE: medicinal plant extract,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MABP: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data are ex-
pressed as mean±SD of 10 experim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MPE non-injected group (p<0.05).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약용식물추출액을 용량별(0.01 mg/

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i.p.)로 정맥 투여

후 변화되는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을 관찰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약용식품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

류량 기저치를 100.00±9.27%로 환산하였을 때, 추출물 0.01

mg/kg과 0.1 mg/kg의 농도로 흰쥐에 투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각각 103.41±10.54%, 108.24±22.47%로 기저치

보다 증가되었으며, 추출물 1.0 mg/kg 및 10.0 mg/kg을 투

여하였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은 113.41±33.07%, 125.18± 
27.84로 기저치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p<0.05).

추출액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 기저치를

100.00±0.06%로 환산하였을 때, 추출액을 용량별로 투여하

였을 때의 평균 혈압은 각각 99.60±0.05%, 96.27±0.07%로

기저치보다 증가되었으며, 1.0 mg/kg 및 10.0 mg/kg을 투여

하였을 때의 평균 혈압은 93.27±0.07%, 88.74±0.06%로 기

저치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p<0.05).

국소 뇌혈류량 작용기전 확인

약용식물 추출액이 어떤 기전을 통해 뇌혈류량을 증가시

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전 처리한 후 추

출액을 투여했을 때의 국소 뇌혈류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이때 각 군에서 약물만을 투여하고 추출액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의 뇌혈류량을 100.00%(control)로 하였다.

Propranolol 전처리에 의한 영향: 추출물의 투여가 국소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감신경 β 수용체 차단제인 propranolol을 3 mg/kg 농도로

먼저 정맥 투여한 후 추출물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의 농도별로 투여하였다. Propranolol

을 전 처리한 후의 뇌혈류량을 100.00%로 환산했을 때 추출

물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농도

별로 투여 시에는 국소 뇌혈류량이 각각 105.91%, 110.62%,

116.93% 및 126.97%로 증가하였고 특히 1.0 mg/kg 및 10.0

mg/kg 농도로 투여했을 때 국소 뇌혈류량이 유의적으로 증

가되었다.

Atropine 전처리에 의한 영향: 국소 뇌혈류량 증가가 부

교감 신경계의 작용에 의한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교감

신경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을 10 mg/kg의 농도로 정맥

내에 투여한 후 추출물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농도별로 투여하여 국소 뇌혈류량을 관찰하

였다. Atropine을 전 처리한 후에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추

출물의 투여 농도가 0.01 mg/kg일 때는 뇌혈류량이 control

의 105.07%, 0.1 mg/kg 투여 시에는 control의 111.21%, 1.0

mg/kg 투여 시에는 control의 118.51% 및 10.0 mg/kg 투여

시에는 control의 127.70%로 국소 뇌혈류량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L-NNA 전처리에 의한 영향: 국소뇌혈류량 증가에 대한

기전이 nitric oxide 생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인 L-NNA를 1.0 mg/kg

의 농도로 정맥 주사하여 국소뇌혈류량을 관찰하였다.

L-NNA를 전 처리한 후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추출물의 투

여 농도가 0.01 mg/kg일 때는 국소 뇌혈류량이 control의

106.05%, 0.1 mg/kg 투여 시에는 control의 110.85%, 1.0

mg/kg 및 10.0 mg/kg을 투여했을 때는 각각 control의

120.19% 및 128.07%로 나타나 뇌혈류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었으나 유의한 국소 뇌혈류량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Methylene blue 전처리에 의한 영향: 뇌혈관에 미치는

괴화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cyclic GMP의 생성효소인

guanylyl cyclase inhibitor인 methylene blue를 10 μg/k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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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propranolol, atrophine, L-NNA, methylene blue and indomethacin on the medicinal
plant extract induced in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in rats (%)

Drug
mg/kg

Propranolol
＋MPE

Atropire
＋MPE

L-NNA
＋MPE

Methylene blue
＋MPE

Indomethacin
＋MPE

Control
0.01
0.1
1.0
10.0

100.00±0.031)
99.69±1.02
97.18±0.07
93.20±0.41*
89.34±2.14*

100.00±0.02
97.80±0.09
94.44±0.24
90.24±1.57
83.89±1.41

100.00±0.02
97.09±0.04
95.43±0.05
92.64±0.17
85.43±2.71

100.00±0.02
98.43±0.17
96.27±0.56
93.41±0.84
84.11±1.67

100.00±0.02
97.00±0.09
95.48±1.37
91.96±2.79
81.36±0.29

1)
Values are mean±SE (n=10).
*Statistically significanc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t p<0.05.

농도로 하여 정맥 내에 투여한 후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

여 국소 뇌혈류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Methylene blue를

투여한 후 다시 추출물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농도로 투여했을 때에는 뇌혈류량이 control

에 비해 각각 101.55%, 104.52%, 118.17% 및 129.28%로 증가

하였으나 유의한 국소 뇌혈류량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Indomethacin 전처리에 의한 영향: 국소뇌혈류량이 또

다른 기전인 cyclooxygenase 생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cyclooxygenase inhibitor인 indomethacin 1.0

mg/kg을 정맥 내에 전 처리한 후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

여 국소 뇌혈류량을 관찰하였다. Indomethacin을 전 처리한

후 다시 추출물을 주사하였을 때에는 국소 뇌혈류량이 con-

trol에 비해 각각 103.19%, 109.00%, 113.57% 및 125.82%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국소 뇌혈류량의 증가는 아니었다.

혈압 강하 작용기전 확인

약용식물 추출액이 어떤 기전을 통해 혈압을 강하시키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전 처리한 후 추출액

을 투여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때 각 군에서

약물만을 투여하고 추출액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의 혈압을

100.00%(control)로 하였다.

Propranolol 전처리에 의한 영향: 흰쥐의 혈압에 대한 괴

화의 혈압 강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감신경 β 수용체

차단제인 propranolol(3 mg/kg, i.v.)을 전처리하고 추출액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농도로

투여하였다.

Propranolol 주사 후 이때의 혈압을 control(100.00%)로

하였을 때, 추출액 투여 시에는 control에 비해 혈압이

99.69%(0.01 mg/kg), 97.18%(0.1 mg/kg), 93.20%(1.0 mg/

kg) 및 89.34%(10.0 mg/kg)로 나타나 괴화의 투여 농도가

높을수록 혈압은 감소되는 경향이었고, 특히 추출액 투여

농도가 1.0 mg/kg 및 10.0 mg/kg일 때는 유의적인 혈압의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Atropine 전처리에 의한 영향: 추출액의 혈압 강하에 대

한 기전이 부교감 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부교감신경 수용체의 차단제인 atropine 10 mg/kg 농도

로 정맥 주사한 후 추출액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 농도로 하여 투여하였다. Atropine을

주사한 후 추출액을 투여한 경우에는 그 농도가 각각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일 때 혈압은

control에 비해 각각 97.80%, 94.44%, 90.24% 및 83.89%로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유의한 혈압의 하강의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L-NNA 전처리에 의한 영향: 추출액의 혈압에 대한 기전

이 nitric oxide 생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인 L-NNA 1.0 mg/kg을 전처

리하고 추출액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을 투여하였다. L-NNA로 전 처리한 후 추출액을 주

사한 경우 추출액의 농도가 0.01 mg/kg일 때는 혈압이 con-

trol에 비해 97.09%, 추출액 농도가 0.1 mg/kg일 때는 95.43%,

추출액 농도가 각각 1.0 mg/kg 및 10.0 mg/kg일 때는 혈압

이 각각 92.64%, 85.43%로 나타나 추출액 투여로 혈압의 감

소는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Methylene blue 전처리에 의한 영향: 추출액의 혈압에

대한 기전이 혈관근의 guanylyl cyclase 활성과 관련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guanylyl cyclase inhibitor인 meth-

ylene blue 10 μg/kg을 정맥 내에 전 처리한 후 추출액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을 투여하였다.

Methylene blue를 주사한 후 추출액을 주사 시에는 추출액

투여 농도가 0.01 mg/kg일 때 혈압이 control의 98.43%, 0.1

mg/kg일 때는 control의 96.27%, 1.0 mg/kg일 때는 control

의 93.41%, 10.0 mg/kg일 때는 control의 84.11%로 나타나

추출액 투여에 의해 혈압은 감소는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변

화는 아니었다.

Indomethacin 전처리에 의한 영향: 추출액의 혈압에 대

한 기전이 cyclooxygenase 생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cyclooxygenase inhibitor인 indomethacin 1.0

mg/kg을 정맥 내에 전 처리한 후 추출액을 0.01 mg/kg, 0.1

mg/kg, 1.0 mg/kg 및 10.0 mg/kg을 투여하였다. Indomethacin

을 투여 후 추출액을 주사했을 시 추출액의 농도가 0.01

mg/kg일 때는 혈압이 control에 비해 97.00%, 추출액 농도

가 0.1 mg/kg일 때는 95.48%, 추출액 농도가 각각 1.0 mg/kg

및 10.0 mg/kg일 때는 혈압이 각각 91.96%, 81.36%로 나타

나 추출액 투여로 혈압의 감소는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변화

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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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결과로 판단할 때 정상혈압을 지닌 흰쥐에서

실험에 사용한 추출물은 국소뇌혈류량에 있어서는 농도 의

존적인 증가를, 혈압에 있어서는 농도 의존적인 강하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기전은 propranolol에 의한 혈관의 확장작용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추출물의 효능을 중풍이나

뇌질환자의 치료약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질환을 지닌

병태모델에서의 효능 연구가 심도 있게 요구된다. 기능성식

품이나 약선식의 원료로 사용을 위한 동물모델 임상실험으

로는 충분한 결과로 사료되며 따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농도로 추출물을 이용하여 식품을 만든다면 현대인들이 손

쉽게 섭취하여 혈액순환촉진 및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이 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뇌혈관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양생약선으로의

활용을 위한 약용식물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고

문헌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약용식물의 여러 기능 중 혈류

및 혈압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두고 그 기능을 과학적으로 확

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흰쥐를 대상으로 LDF를 이용하여

약용식물 추출물이 국소 뇌혈류량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출물을 여러 농도로 투여 시

국소 뇌혈류량은 증가되었다. 추출물이 국소 뇌혈류량을 증

가시키는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atropine, L-NNA, methyl-

ene blue, indomethacin을 전 처리한 후 추출물을 투여하였

을 때는 국소 뇌혈류량에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propranolol을 전 처리한 후 추출물을 1.0 mg/kg 농도 이상

으로 투여했을 때는 국소 뇌혈류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추출물을 여러 농도로 투여 시 혈압은

감소되었다. 추출물이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atropine, L-NNA, methylene blue, indomethacin을

전 처리한 후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는 혈압변화에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propranolol을 전 처리한 후 추

출물을 1.0 mg/kg 농도 이상으로 투여했을 때는 혈압이 유

의적으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에서 약용식물

추출물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강하시키는 작용

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기전은 교감신경 β 수용체의 활성

을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인 약선식으로의 활용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이 가능하

다고 판단되며 완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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