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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if Paljeong-san extract (PJS) treatment
exerts beneficial effect against the glycerol-induced acute renal failure in rabbits. 

Material and Method: PJS was selected in the basis of invigorating kidney which can eliminate
pathogens. Rabbits were treated with PJS pharmacopuncture on Shin-shu (BL23) point for 5 days right
after the injection of 50% concentration of glycerol (5㎖/㎏ body weight). 

Results and Conclusions: Glycerol injection caused an increase in serum creatinine and BUN level
and urine glucose secretion, which were accompanied by a reduction in GFR. PJS Pharmacopuncture
treatment combined with peritoneal injection showed beneficial effect on glycerol-induced acute renal
failure by inhibition of serum creatinine increase and GFR decrease.

I. 서론

급성신부전은신장기능의급격한감소로일어나는임

상증후군으로신허혈성, 신독성장애로인한신장내혈관

수축과 신혈류량 감소로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저하되

어체내에질소대사산물이축적되는경우를말한다1-4). 1

일뇨량이 400㎖ 이하의핍뇨또는무뇨를보이면서수

일내에혈청 BUN이나크레아티닌이비정상적으로증가

하고수분전해질이상을보이는환자들이이에해당한다1).

위와같은병증들을치료할목적으로임상에서많이활

용되며본연구의재료로사용된八正散은濕熱이下注하

여된證을치료하는方劑로5) 木通瞿麥車前子 蓄滑石

등의利水通淋하는약물을함께배합함으로써淸利濕熱의

효능을증강시키고, 梔子를배합하여三焦의濕熱을淸熱

하고, 大黃의 泄熱降火, 燈心의 導熱下行, 甘草의 諸藥을

調和하는 효능을함께기대할수 있는처방으로볼 수있

으며, 위와같은약물들을함께사용하여전반적으로淸熱

瀉火하고 利水通淋하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八正散또는加減方에관한기존의연구논문으로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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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6-7)이 방광염을 포함한 요로 감염에 효과가 있음을, 김

등8)은 八正散이백서의비만에유효함을, 이등9-11)이 신장

과 관련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으나 八正散 藥鍼 시술과

급성신부전에관련된연구는아직보고된바없다.  또한

급성신부전과藥鍼에관련된그간의연구들이다수있기

는 하나12-17) 대개의 경우 단일 약재를 이용한 연구들이었

고, 더욱이利水通淋의대표처방중의하나인八正散藥鍼

과급성신부전과의관련성에관한연구는아직까지없었

다. 단일 약재가 아닌 복합 처방과 신부전에 관한 연구로

는임18)이 實脾飮을안19)이 五 散과六味地黃湯을, 윤 등
20)이 八正散加味方을이용하여연구를수행하 으나이들

은모두경구투여한것으로藥鍼을이용한연구는아직까

지없었다. 또한본연구에사용된穴位는腎의구조적및

기능적문제가발생했을때임상적으로가장빈번하게사

용되는腎兪에상응하는부위를선정하 다.

급성신부전을유발하기위해 리세롤을사용하 는데

리세롤은 신장 동맥의 강력한 수축으로 인한 신동맥혈

류의 감소가 급성신부전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1,21),

본 연구에서는토끼를대상으로 리세롤에의한급성신

부전 병증에 八正散 藥鍼 및 腹腔 주입을 함께 실시하여

급성신부전의발생을억제할수있는가를관찰하여유의

한결과를얻었기에이에보고하는바이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체중 2.0 ㎏ 내외의 New Zealand White 종 토끼를

대한실험동물(한국)에서공급받아사용하 으며, 고형사료

(삼양배합사료실험동물용, 삼양유지사료, Korea)와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2주 이상 실험실 환경 (온도, 22±2

℃; 밤/낮, 12 hrs)에적응시킨후사용하 다.

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八正散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내용에

준하 으며이를구성하는약재는시중에서구입·정선하

으며처방의내용은Table 1과같다.

3) 시약및기기

혈청중크레아티닌, BUN 등의측정은시중에서국산

측정용킷(아산제약, 한국)을구입하 으며, 측정을위해사

용된기기는분광광도계 (̀U-2800, Hitachi, Japan), 분쇄

기 (̀DIAX 600, Heidolph, Germany), 원심분리기

(̀VS-15000CFN, Vision, 한국), 동결건조기 (̀E20,

Eyela, Japan), 전자저울 (̀AR2140, OHAUS, USA) 등

이었다.

4) 藥鍼시술혈위및藥鍼주입기

신부전을 유발시킨 후 인체의 腎兪에 상응하는 부위에

주입하 으며, 주입기로는용량 1.0㎖의 1회용주사기(주

사침 26 guage, 보인메디카, 한국)을사용하 다.

2. 방법

1) 시료의제조

2첩 분량에 해당하는 八正散 72 g에 증류수 1,500 ㎖
을가한후대웅약탕기 (̀DWP-1800T, 한국)로 2시간전

탕한 후 찌꺼기를 제거한 후 추출액을 부직포와

Whattman paper No. 1 으로 여과한 후 동결 건조기

(̀SFDSM06, 삼원, 한국)를이용하여최후의건조물은 8.7

g을얻었다. 藥鍼液조제과정은아래와같은데, 위에서의

건조물에에탄올을가하여약 75% 에탄올용액으로만든

다음, 교반하고 저온에 방치하여 생성된 침전물을 제거하

다. 여액을다시감압농축하여증류수를가하여용해한

후에탄올을가하여 85% 에탄올용액으로만들었다. 교반

후 저온에 방치하여 생성된 침전물을 제거하고 다시 감압

농축하여농축액을증류수에용해시키고에탄올을가하여

95% 에탄올 용액으로 만들었고 교반 후 저온에 방치하여

생성된 침전물을 제거하 다. 여액을 다시 감압 농축하여

생리식염수를가하여 pH를 7.0으로맞춘후전량이 1,000

㎖ 되도록 한 다음 이를 4.0℃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0.45 ㎛와 0.2 ㎛ pore size membrane filter를이용하

여차례로 filtering 과정을거쳤으며, 藥鍼을사용치않을

때에는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실험 직전에 꺼내 사용하

다.

2) 리세롤에의한급성신부전유발

실험동물을정상군, 대조군, 실험군의세군으로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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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험시작전 24 시간동안물과사료의공급을차

단하여 탈수시킨 후 대조군과 실험군은 리세롤을 생리

식염수에 녹여 50% 리세롤을 5 ㎖/㎏ body weight

로 1회대퇴근의양측에나누어주입하 고, 정상군은생리

식염수만을주입하 다. 

3) 八正散藥鍼시술및八正散藥鍼液의腹腔주입

리세롤주입이시작된날부터실험군에는八正散藥鍼

液을腎兪상응부위에실험동물체표의털을제거한후주

입하 다. 동물의經穴取穴에관한내용은확인할수없었

으므로여타의동물에서의取穴원칙을참조하여실험동물

에적용하 는데, 腎兪의위치는실험동물의제2요추횡돌

기부위로척추정중선에서 0.5 ㎝ 떨어진부위에피부로

부터 2 ㎜내외의깊이로주입하 다. 약침시술은 0.5 ㎖/

㎏/day가되도록좌측및우측에각각주입하 으며, 대조

군의경우에는藥鍼液대신에동량의생리식염수를腹腔에

주입하 다. 

八正散 藥鍼液의 腹腔 주입은 藥鍼을 시술한 직후 100

㎎/㎏ body weight로腹腔에투여하 으며, 이러한시술

은 리세롤주입 30분후부터매일 1회같은시각에 5일

동안수행되었다.

4) 실험동물로부터뇨및혈액의채취

24시간뇨는 리세롤주입후매일대사케이지를통해

채집하 고, 혈액은귀정맥에서채혈하 다.

뇨는채집후 600×g에서 15분간원심분리한후상청

액을 취하 고, 혈액은 실온에 30분 이상 방치한 다음

1,300×g에서 25분간원심분리하여얻은혈청으로부터

크레아티닌 등을측정용 kit (아산제약주식회사, Korea)

을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이러한 과정은 리세롤 주입

후 5일경과후희생시켜실시하 다.

5) 신장기능의평가

채취된혈액및뇨를이용하여뇨량, 혈청생화학적지

표, 뇨중 glucose 함량,  사구체여과율등을확인함으로

써八正散의급성신부전억제효과를평가하 다.

6) 통계처리

실험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AS

(The SAS System for Windows, ver. 6.12, SAS

Institute, U.S.A.)를이용하 다. 실험성적은평균±표준

오차 (̀mean±S.E.)로나타내었으며, 각실험군간평균의

차이를검정할때에는 student's t-test로검정하여 p-값이

0.05 미만일때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판정하 다.

III. 실험 결과

1. 뇨량의 변화

50% 리세롤을주입한후매일뇨량및생화학적지

표의변화를관찰하여실험군에따라각기다른변화가나

타났음을 확인하 다. 정상군의 경우 뇨량이 비교적 균일

하게유지된데반해대조군에서는뇨량이감소한후다시

증가하 으며, 실험군에서는 뇨 량의 감소가 억제되는 경

향을보 다(̀Fig. 1).

2. 혈청 중 생화학적 지표들의 변화

혈청중크레아티닌함량은실험직전및 리세롤을주

입한후 5일후에혈액을채취하여측정하 다. 그결과정

상군에서는 혈청 중 크레아티닌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비

해, 대조군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상승이있었다. 실험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는 결과를 보 으며 (̀Fig.

2), 혈청중BUN 함량에있어서도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

않았지만비슷한양상을나타내었다(̀Fig. 3).

3. 뇨 중 루코스 함량의 변화

세뇨관기능의변화를확인하기위해뇨중 루코스함

량을관찰하 는데, 정상군에서는 루코스함량의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대조군에서는 리세롤 주입

후2일이내에급격한상승을보 다가 4일이후부터회복

하는경향을보 다. 실험군에서는대조군보다는완만하지

만상승하 다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Fig. 4).

4. 사구체 여과율의 변화

토끼신장에서의사구체여과율은정상군에서는 1.16ℓ

/day/㎏에서 5일후 0.62ℓ/day/㎏로변화하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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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변화는일반적으로섭취음식물및신체상태에따라

서변화할수있는범위에해당되는것으로생각된다. 이에

비해대조군에서는 0.05ℓ/day/㎏로사구체여과율이급

격하게줄어들었으며, 실험군에서는 0.32ℓ/day/㎏로나

타나 대조군에서와 같은 사구체 여과율의 급격한 감소가

억제되었다(̀Fig. 5).

IV. 고찰

藥鍼 요법은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한의학

임상에서의 치료법 중의 하나로 약물을 주사제의 형태로

제조하여 경혈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鍼灸의 자극과 약물

작용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

리 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25). 따라서

앞으로임상에서다양한약물을다양한혈위에적용할수

있는비교적치료의범위가넓은치료수단의하나로생각

되어진다. 

藥鍼은인체에서는쉽게시술할수있으나소형동물을

이용한실험에서는적용부위의선정에많은문제가있다.

인체에서와같이넓은체표면적을가지고있지않아혈위

의선정에도많은어려움이있으며, 선정된혈위에서의주

입용량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본실험에서는

藥鍼의시술이비교적용이한등쪽을선택하 으며인체

와의상응부위도찾기쉬운腎兪를선정하여藥鍼을시술

하 다.

腎兪 (̀BL23)25-27)는 足太陽膀胱經의 背兪穴로써 제2요

추아래양쪽으로각 1촌 5푼에위치하며滋補腎陰, 祛水

濕, 强腰脊, 益聰明目등의효능이있으며, 이러한효능으

로인해腎臟炎, 腎虛腰痛, 小便濁, 水腫등의병증에많이

응용되고있으며, 腎氣의轉輸之處로서신장의기능과

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신장질환의치료에이용되

는중요한穴位라할수있다.

급성 신부전은 넓은 의미로는 원인에 관계없이 급격한

신장기능의장애를말하지만좁은의미로는신장외적요

인, 즉 혈역학적 또는 기계적 요인의 제거로 호전되지 않

는 신장 기능의 급격한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으

로크게혈역학적으로관련된허혈손상 50%, 신독성손

상 45%, 신혈관및간질손상 5% 등이작용한다28). 각종

원인으로인해신장내혈관수축과신혈류량감소로사구

체여과율이급격히저하되어체내에질소대사산물이축

적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 진단과 그 기전을 구명하여

적절한치료로다수의예에서거의완전한신기능의회복

을볼수있기때문에여러신장질환중에서도많은관심

의대상이된다1-4). 

본 연구의모델로사용된 리세롤에의한급성신부전

은신장동맥의강력한수축으로인한신동맥혈류의감소

가그원인으로인정되고있으므로결과적으로허혈성신

부전과그기전이유사할것으로생각되며또한급성신부

전을 실험적으로 유발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

고, 반응성 산소기에 의한 세뇨관 세포의 기능 저해를 실

험적으로유발할때도많이이용하고있다1,21,29-30).

리세롤은경구투여시에는점활제, 완하제및안압강

하제로이용되고, 정맥주사시에는뇌압강하제로이용되

고, 직장주사나좌약으로투여시에는연동운동한진제와

대장설사제로이용되며, 국소투여시에는피부연화제와

용매매개물로쓰이고있는화학물질로서유해작용으로

경구투여시에는두통, 구토및과혈당증등이, 주사시에

는 경련, 마비, 용혈 및 신부전 등이 나타난다31-32). Shah

등32)은 myoglobin 뇨성신손상의모형인 리세롤유발

급성신부전에서의 hydroxyl radical의역할을관찰하

는데, 즉 리세롤 투여로 신부전이 발생되었으며

hydroxyl radical 제거제인 dimethylthiourea를 투여

한흰쥐에서신조직의 MDA 함량과, BUN 농도와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감소하 고, hydroxyl radical 생성

에 필요한 iron의 chelator인 deferoxamine을 투여한

흰쥐에서도역시신조직의 MDA 함량과, BUN 및크레

아티닌 농도가 감소하 으므로 리세롤 유발 신부전에

는 hydroxyl radical이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한다고

하 다.

위와같은작용을하는 리세롤을이용하여허혈성신

부전을유발한후八正散을실험동물에투여하여그효과

를 관찰하 는데, 八正散을 구성하는 약물들은 한의학에

서 利水 등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腎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수

의약재로구성되어있다.

뇨및혈액을얻기쉬운실험동물인토끼로부터뇨량

및 기타 생화학적 지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건강한 동

물로구성된정상군의경우뇨량이비교적균일하게유지

된데비해대조군에서는뇨량이감소한후다시증가하

으며, 八正散 藥鍼 및 腹腔 주입 병용 시술한 실험군에서

는뇨량의감소가억제되는경향을보 는데 (̀Fig. 1), 이

러한결과는하루동안뇨를통해서물질대사의최종생산

물즉노폐물을몸안에서제거하는데충분하지못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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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되었으며 신부전이 유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며 신장에서 배설되어야 할

크레아티닌등의대사산물이급속하게체내에머물게된

다.

위와같은이유로인해대조군에서는정상군에비해혈

청 중 크레아티닌 및 BUN 함량이 유의하게 상승하 으

며, 실험군에서는대조군에비해혈청중크레아티닌함량

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Fig. 2), BUN에서도 비슷한

양상을나타내었다 (̀Fig. 3). 

리세롤 주입으로 인해 사구체 뿐만 아니라 세뇨관에

도 향을주어재흡수장애가나타났는데, 세뇨관에장애

가발생하면재흡수되어야할포도당이체외로빠져나가

게 되므로 뇨 중에서 많은 양의 루코스가 검출된다. 정

상군에서는 루코스 함량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데비해대조군에서는 리세롤주입후 2일이내에급격

한 상승을 보 다가 5일 이후부터 회복하는 경향을 보임

을통해알수있으며실험군역시상승하 다가감소하는

경향을보 지만대조군에서처럼급격한변화는나타나지

않았다 (̀Fig. 4). 

신장에서는혈액을걸러내는역할을사구체가담당하며

사구체에서의여과능력즉사구체여과율은신장이혈액

을걸러내는정도를의미한다. 실험결과 리세롤을주입

한대조군의경우정상군보다 1/10 정도의수준으로사구

체여과율이감소하 으며 八正散藥鍼 및腹腔주입병

용 시술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Fig. 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八正散 藥鍼 및 腹腔 주입의

병용시술이토끼에서 리세롤에의한급성신부전의발

생을효과적으로억제하 음을보 으며, 향후치료수단

들의개별또는병용시술시의효능차이등에관한연구

가수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V. 결론

리세롤로 유발된 토끼의 급성 신부전에 대한 八正散

藥鍼및腹腔 주입병용시술의 억제효과를관찰한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정상군의경우뇨량이비교적균일하게유지된데비

해대조군에서는뇨량이급격히감소한후다시증가하

으며, 실험군에서는뇨량의감소가억제되는경향을보

다.

2. 혈청 중 크레아티닌의 경우 대조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으며,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

해유의하게감소하 다. 

3. 뇨중 루코스함량을측정한결과대조군에서는

리세롤 주입 후 2일 이내에 급격한 상승을 보 다가 4일

이후부터 회복하는 경향을 보 으며 실험군 역시 상승하

다가감소하는경향을보 지만대조군에서처럼급격한

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4. 사구체여과율은대조군에서정상군에비해유의하게

감소하 으며실험군에서는이러한감소가유의하게억제

되었다.

이상을통해八正散이급성신부전치료에활용될수있

는가능성을확인하 으며, 이러한치료작용은사구체여

과율의감소를억제하는데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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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藥名

(Herbal Name)

生藥名

(Scientific Name)

重量

(Weight, g)

瞿麥 DIANTHI HERBA

大黃 RHEI RACIX ET RHIZOMA

木通 AKEBIAE CAULIS

蓄 PLOYGONI AVICULARIS HERBA 각등분

滑石 TALCUM (Share equally)

梔子 GARSENIAE FRUCTUS

車前子 PLANTAGINIS SEMEN

甘草 GLYCYRRHIZAE RADIX

燈心 JUNCI MEDULLA

Total Amount 36g

Table 1. Prescription of Paljeong-san. 

Fig. 1. Effect of Paljeong-san (PJS) pharmacopuncture
treatment combined with PJS extract peritoneal
injection on changes in urine volume in glycerol-
induced acute renal failure. 
Normal, normal group; Control, glycerol treated
group; Sample, glycerol and PJS treated group.

Fig. 2. Effect of PJS treatment on changes in serum cre-
atinine level in glycerol-induced acute renal fail-
ure. Normal, normal group; Control, glycerol
treated group; Sample, glycerol and PJS treated
group. *, statistically different when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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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JS treatment on changes in serum BUN
level in glycerol-induced acute renal failure.
Normal, normal group; Control, glycerol treated
group; Sample, glycerol and PJS treated group. *,
statistically different when compared.

Fig. 4. Effect of PJS treatment on changes in urine glu-
cose level in glycerol-induced acute renal failure.
Normal, normal group; Control, glycerol treated
group; Sample, glycerol and PJS treated group.

Fig.  5. Effect of PJS treatment on changes in GFR in glyc-
erol-induced acute renal failure. Standard, mean of
GFR in all the rabbits in condition of before experi-
ments; Normal, normal group; Control, glycerol
treated group; Sample, glycerol and PJS treated
group. *, statistically different when compa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