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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Cornu cervi parvum)약침이 흰쥐의 혈액성상과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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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on the Blood Picture and
Antioxidative Activity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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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with regard to the blood 
picture and antioxidative activity in rats.
Methods :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n=5 each) and were treated with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every other day for 2 weeks. The groups are classified as follows; normal control 
without treatment (control group),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at CV4 (CV4 group), and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at BL23 (BL23 group). Thereafter, the blood and liver samples were obtained for 
blood analysis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an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activity measurement.
Results :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groups showed higher values of red blood cell count and 
plasma cell volum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p<0.05). However, hemoglobin level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ith regard to the blood picture, plasma concentration in total protein 
and albumi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armacopuncture groups, while higher ratio of 
albumin/globulin was observed in CV4 group. White blood cell counts and its compositio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Pharmacopuncture groups showed higher values in SOD, CAT, and 
GSH-Px activities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group.
Conclusions :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alleviates oxidative activities in rats.
Key words : acupuncture,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stress

Ⅰ. 緖 論

鹿茸(Cornu cervi parvum)은 補血强壯劑로

이용되는 藥制로1,2), 여러 가지의 생리작용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기능성 물질들을 함유

하고 있다. 따라서 鹿茸에 대한 연구가 다양

하게 수행되어 鹿茸의 성분분석3), 鹿茸의 부

위별 무기물 조성4) 및 약효물질의 추출5)에

관해 연구되어 있으며 녹용이 체내로 직접

들어갔을 때의 안정성도 검증되어 있다6). 이

와 함께 鹿茸의 생리적 효능에 대한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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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心血管系의 心房收縮7), monoamine oxidase

(MAO) 抑制效果8) 및 抗酸化效果9) 등이 보

고되었다. 또한, 鹿茸의 항산화작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활성산소 생성계 酵素인 xanthine

oxidase의 活性과 型轉換을 현저하게 抑制시

켜 oxygen free radicals의 생성을 沮害함으

로서 과산화지질의 生成을 抑制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있다10).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의 결과는 鹿茸의 인체 내에서의 안정

성과 補血强壯效果를 입증해 주었으며, 한편

으로는 생체기능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약리적 효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해 준다.

최근 잘못된 식생활, 음주 그리고 정신적

인 압박으로 인해 食慾不振, 頭痛, 慢性疲勞,

不眠 및 意慾喪失 등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초기에는

환자도 자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증

상을 나타내며 대다수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치유가 된다. 그러나 장기간의 잘못된

생활이 누적되어 자각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重한 경우에는 정신적 이상과 함께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성인병의 증가와 더불어 스트레스를 예방하

거나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한의약 분야에

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11-16). 또한, 노화의

과정 중에서 체내외의 산화와 그에 대한 체

내 분비물질에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질환은 예방 및 초기의 적극적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며, 질환의 정도가 심할 경우

에는 심리적 및 물리적 療法과 함께 藥物을

겸한 여러 임상적 療法을 竝行하여 治療効

果를 향상시켜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의약 분야에서 많은 연구

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질환에 대한 한방요법에 의한 치료효과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며, 한편으로는 한방요

법에 의한 보다 더 우수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었다.

腎兪(BL23)는 腎의 背兪穴로 제 2腰椎의

棘突起下 兩傍 各 1寸 5分에 位置하며 滋補

腎陰, 振氣化, 去水濕, 强腰脊, 益水壯火, 益

淸明目하는 효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이유

로 약침요법에서 상용되는 穴位 가운데 하

나이다
17,18)
. 또한, 關元(CV4)은 몸의 기운이

모이는 下焦의 丹田이자 補法인 艾灸法에서

많이 활용되는 根本을 補하는 穴이다18).

血液性狀의 변화에서의 검토한 주요 인자는

적혈구의 농도, hemoglobin의 농도, plasma

cell volume (PCV), 혈장내의 plasma total

protein, plasma albumin, albumin/globulin

(A/G)의 比, 백혈구의 총수 및 구성 比率이고

抗酸化酵素의 활성의 변화에서의 주요 검토

인자는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CAT) 및 glutathione peroxidase(GSH-Px)

의 활성이다.

본 연구는 잘못된 생활로 인한 병증들인

食慾不振, 頭痛, 慢性疲勞, 不眠 및 意慾喪失

에 대한 예방 및 治療에 鹿茸의 이용 가능

성을 검토해보기 위하여 흰쥐의 關元(CV4)

및 腎兪(BL23)에 상응하는 부위에 鹿茸 藥

鍼을 처리한 후 血液性狀의 변화와 抗酸化

酵素의 활성을 검토했다.

Ⅱ. 材料 및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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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實驗動物, 食餌 및 實驗群

平均體重이 155.85±4.17 g인 Sprague-Dawely

계의 수컷 15두를 일주일간 食餌(Table 1)

및 環境에 適應시킨 後, 대조군(正常群), 關

元(CV4) 약침군과 腎兪(BL23) 약침군으로

나누고, 各 處理群 黨 5頭씩 平均 體重이 類

似하게 任意配置했다. 食餌給與는 4週間의

實驗 其間동안 各 處理群 別 平均食餌攝取

量의 差異가 5% 前後가 되도록 給與量을 制

限하였다. 물은 自由給與 하였다(Table 1).

Ingredients Basal diet (%)

Casein 20.0

α-Corn starch 35.5

Sucrose 11.0

Lard 4.0

Corn oil 1.0

Mineral mix1) 3.5

Vitamin mix2) 1.0

Cellurose powder 23.7

DL-methione 0.3
1) Mineral mix.(g/kg diet):CaCO3, 29.29; CaHPO4⋅
2H2O, 0.43; KH2PO4, 34.30; NaCl, 25.06; MgSO4⋅
7H2O, 9.98; Ferric citrate hexahydrate, 0.623; CUSO4
⋅5H2O,0.516; MnSO4·H2O,0.121; ZnCl2, 0.02; KI, 0.005;
(NH4)6 MO7O24·4H2O, 0.0025.
2) Vitamin mix(mg/kg diet): Thiamine-HCl, 12;
riboflavin, 40; Pyrodoxin-HCl,8; Vitamin-B12, 0.005;
Ascorbic acid, 300; D-biotin, 0.2; Menadione, 52;
Folicacid, 2; Dicalciumpantothenate, 50; Paminobenzoic
acid, 50; Nicotinic acid,60; Cholincholoride, 2000(IU/kg
diet); Rethinylacetae, 5000(IU/kg diet); Cholecalciferol,
250(IU/kg diet).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2. 鹿茸 약침액의 조제

약재는 강원도 원주 시내의 약업사에서

정선된 약재를 구입하여 사용했다. 약침액은

100 g의 鹿茸을 둥근 flask에 2 ℓ의 증류수

와 함께 넣어 수증기 증류법으로 1600 ㎖의

증류액을 만든 후, 냉각, 여과하고, 이 여액

을 100 ㎖되게 감압, 농축하여, pH 7로 조

정, 냉장 보관했다.

3. 약침처리 및 취혈

대조군을 제외한 2개 약침처리군인 關元

(CV4) 약침처리군과 腎兪(BL23) 약침처리

군들은 4주 동안, 격일로 오후 6시에 각 처

리군 별로 藥鍼 처리를 하였다. 조제한 약침

액 원액을 1 ml 주사기(26G, 1/2 inch, (주)

한국백신, 한국)로 0.2 ml씩 처리군의 經穴

에 주입하였다. 藥鍼 처리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1.5 m의 합판에 10개의 보정

축을 설치한 보정 틀을 제작, 이용했다. 取

穴은 인체의 關元(CV4) 및 腎兪(BL23)에

상응하는 부위를 WHO의 표준경혈위치
19)
의

방법에 준해 取穴하였다.

4. 採血 및 간장채취

採血은 실험 종료일에 12시간 切食을 시

킨 후, 心腸穿刺法에 의해 약 7 ml를 하였

으며, 採取한 血液을 分析項目別로 나누어

각각의 試料로 사용하였다. 肝腸은 採血을

마친 후, 採取하여 각각의 分析項目別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한 후, -80 ℃에 냉동 보

관하였다.

5. 혈액分析

血液 total protein 및 albumin 농도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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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동분석기(Boehringer Manheim, 독일)로,

hemoglobin量과 hematocrit치는 각각 Hb-meter

와 microhematocrit centrifuge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적혈구와 백혈구의 총수는 counting

chamber를 이용하여 직접 계수하였다. 백혈

구의 구성종류는 Giemsa 염색을 한 도말표

본을 만들어 검경, 계수하였다. 구성비는 백

혈구 200개를 기준으로 하였다.

6.간장 glutathione peroxidase(GSH-Px) activity

肝腸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활

성은 Levander 등20)의 방법에 준해 분석하였

다. 일정량의 간장 절편을 생리식염수로 세

척하여 혈액을 제거시킨 후, 0.15 M KCl 수

용액과 함께 homogenizer로 20% homogenate

가 되도록 마쇄하여 9,000 xg에서 15분간 원

심 분리하였다. 이 상층 액을 다시 15,000 xg

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상층 액을

단백질의 함량이 100-200 ㎍이 되도록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심분리시의 온도는 4

℃를 유지하였으며, 조제한 시료를 stock

solution (K buffer, 40 mM glutathione, KH

buffer, ㎖ 당 1 Unit의 glutathione reductase)

에 넣어 37 ℃에서 10분간 항온시킨 후, 20 mM

NADPH를 첨가하여 다시 2분 동안 방치시켰

다. 그리고 15 mM t-butyl hydroperoxide를

가하여 그 반응을 340 nm에서 1분간 흡광도

가 감소하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GSH-Px활성

도의 unit는 mg protein 당 1분 동안 NADPH

가 NADP로 산화되는 nmol 수로 나타내었

다.

7. 간장 superoxide dismutase(SOD) activity

肝腸 SOD 측정은 xanthine oxidase에 의

해 superoxide를 생성하고, 이 superoxide가

ferricytochrome C(Fe3+)를 ferrouscytochrome

C(Fe2+)로 환원시키는데 이때 SOD가 존재

하면 SOD가 superoxide에 대해 경쟁하여

cytochrome c의 환원속도가 감소되는 원리

를 이용한 Flohe 등21)의 방법으로 측정했다.

본 실험에서는 ferricytochrome C의 환원이

방해되는 정도를 550nm에서 30초 간격으로

3분간 비색정량한 후 ferricytochrome C의

환원을 50% 방해하는 SOD의 양을 1 unit

로 하여 분당 활성정도를 나타내었다.

8. 간장 catalase (CAT) activity

肝腸 catalase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肝

腸 0.2 g을 20배의 25 mM KH2PO4-NaOH

buffer (pH 7.0)에 넣어 均質化 시키고 이

homogenate를 같은 buffer로 60배 희석한 후

ice bath 상태에서 ultrasonic oscillator (Heat

System Ultrasonics. Inc., Ultrasonic Professor

W-385)로 15초씩 2회 반복하여 이 시료를

Spectrophotometer (550 nm)에서 吸光度를

측정한 후 formaldehyde를 표준용액으로 하여

얻은 표준곡선으로부터 活性을 계산했다22).

9.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package를이용하여 one-way

ANOVA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각 처리군

간의 有意性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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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 果

1. Red blood cell(RBC)의총수, hemoglobin

의 농도와 plasma cell volume (PCV)

적혈구의 총수는 鹿茸 약침처리군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腎兪(BL23) 약침 처

리군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Hemoglobin의 농도는 처리군 들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CV는 鹿茸

약침처리군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關元(CV4) 약침 처리군만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Group RBC(106/㎖) Hb(mg/㎗) PCV(%)

Control 7.34±0.58
a
13.71±2.11

NS
42.17±1.54

a

CV4 8.29±0.41
ab

16.38±2.05
NS

47.12±1.08
b

BL23 8.53±0.52
b
15.39±2.64

NS
45.32±1.77

ab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Control, no treatment; CV4, pharmacopuncture at CV4;
BL23, pharmacopuncture at BL23.
a,b,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Effects of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on RBC count, Hb concentration and PCV in rats

2. Plasma total protein의 농도, plasma

albumin의 농도와 albumin/globulin(A/G)

의 比

Total protein의 농도는 鹿茸 약침군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Albumin의

농도도 鹿茸 약침 처리군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처리군 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A/G의 比는 關元(CV4)

약침군만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Table 3).

Group
Plasma total
protein(g/㎗)

Plasma
albumin(g/㎗)

Albumin/
Globulin(%)

Control 7.35±0.77
NS

4.55±0.81
NS

1.73

CV4 7.92±0.75NS 5.94±0.69NS 1.95

BL23 7.58±0.84NS 5.47±0.75NS 1.68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Control, no treatment; CV4, pharmacopuncture
at CV4; BL23, pharmacopuncture at BL23.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Effects of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on the concentration of plasma total protein, and
albumin, and the ratio of albumin/globulin in rats

3. White blood cell (WBC)의 총수 및 구성

백혈구는 처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Neutrophils는 30%의 범위

에서, lymphocytes는 50%의 범위에서 처리

군 간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기타 다른 eosinophils,

basophils 및 monocytes도 5% 이하의 구성

비를 나타내며 처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4.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및 glutathione peroxidase(GSH-Px)의활성

關元(CV4) 鹿茸 약침 처리군에서 SOD,

CAT 및 GSH-Px 활성치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腎兪(BL23)

鹿茸 약침 처리군에서도 SOD, CAT 및 GSH-

Px 활성치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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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BC(103/㎖) Neutrophils(%) Lymphocytes(%) Monocytes(%) Basophils(%) Eosinophils(%)

Control 6.81±1.75NS 36.21±3.75NS 54.81±4.75NS 2.76±0.58NS 1.61±0.38NS 4.61±0.71NS

CV4 6.57±1.81NS 35.68±3.39NS 57.94±4.91NS 2.09±0.77NS 1.28±0.31NS 3.01±0.59NS

BL23 6.34±1.87NS 35.74±3.21NS 56.45±4.63NS 2.52±0.65NS 1.55±0.47NS 3.74±0.65NS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Control, no treatment; CV4, pharmacopuncture at CV4; BL23, pharmacopuncture at BL23.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Effects of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on WBC count, and its composition in rats

Group SOD(Unit/mg protein)
CAT(μ moles (H2O2)

min/mg/protein)

GSH-Px(n moles/min/mg

/protein)

Control 13.29±1.11
a

132.47± 8.71
a

235.25±20.44
a

CV4 19.52±1.73b 175.59±10.14b 289.15±19.36b

BL23 21.42±2.16b 180.72±11.38b 278.43±25.78b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Control, no treatment; CV4, pharmacopuncture at CV4; BL23, pharmacopuncture at BL23.
a,b
,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Effects of Cornu cervi parvum pharmacopuncture on SOD, CAT, and GSH-Px activities in rats

Ⅳ. 考 察

현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는 많은 부분

들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공격하는 生體

危害 인자이다. 생활의 잘못된 관성과 그 외

의 정신적인 압박 인자의 종류나 生體의 收

用 정도에 따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임상적

증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스트레

스로 인한 消化不良, 不眠症 및 憂鬱症 등의

患者들이 急增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스

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癌을 비롯한 불치

의 重症 疾患者로 전개되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정신적,

육체적 생활의 누적에 의한 병증의 발현은

초기에 정밀한 진단을 하여 확실한 치료로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스

트레스성 질환과 같은 정신적인 병증들은

自覺症狀이 微微하여 초기의 치료시기를 認

知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성

인병 질환은 豫防이나 혹은 초기치료에서부

터 效果가 높은 치료요법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임상대응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한방에서 火病

으로 傳變되거나 과도한 에너지 消耗에 따

른 腎陰의 消耗로 인하여 虛火가 上升하여

頭痛, 上熱感, 不眠症, 心悸亢進, 不安焦燥感

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는 下氣되어 憂鬱症,

消化不良, 多眠症, 意慾喪失, 慢性疲勞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洋方에서는 초기에 발

견하지 못하는 문제이고 발생한 다음에야

對症적인 약물 처리로 당장의 痛症만을 輕

減시켜주는 方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성 질환과 노

화병의 다른 이름인 성인병의 豫防 및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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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초기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

구의 일환으로 補氣, 養血, 益精에 效果的이

라고 알려진 鹿茸1,2)을 약물로 하여 흰쥐의

關元(CV4) 및 腎兪(BL23)에 상응하는 부

위에 藥鍼을 처리한 후, 火熱(stress)에 直接的으

로 반응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인 catacholamine

이 있으나, 연구의 본 목적은 stress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火熱에 의

한 老化와 stress 또한 防止할 수 있는 혈액

성상의 긍정적인 변화와 항산화효소의 활성

을 검토했다.

鹿茸의 性味歸經은 甘鹹溫, 無毒하고 肝腎

二經에 작용한다. 補腎陽, 益精髓, 强筋健骨

등의 효능이 있어 腎虛陽痿, 遺精, 元氣不足,

畏寒乏力, 崩漏, 帶下, 四肢痿軟, 小兒發育不

全 등의 病症에 效果가 있다23). 이는 녹용

약침이 소아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면역력

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과 나이가 많

아짐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23).

穴位의 선정에 있어서 關元(CV4)은 滋陰

鎭靜, 溫腎壯陽, 培元固本, 回陽固脫의 效能,

小腸의 募穴로서 補後天原氣하여 益氣澁血

의 效能 그리고 淸利濕熱하는 效能을 가지

고 있다18). 關元(CV4)이 根本을 補하는 穴

로서의 기능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한 濕熱

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淸利濕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실험에 적합한 穴로 사료되어

選穴을 하였다. 그리고 腎은 先天之本으로

生殖發育의 根源이므로 背兪穴 中 腎兪

(BL23)를 選擇하였고 이 穴은 滋補腎陰, 溫

腎壯陽, 補虛培元하는 效能, 補肝腎, 滋陰止

血하는 效能이 있다18).

위와 같은 실험 결과 적혈구의 총수, Hb

의 농도 및 PCV(Table 2)의 값은 鹿茸 약

침군 모두가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

내었다. 혈액 내 적혈구의 총수와 Hb의 농

도의 증가는 생체 내에서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과 필요 영양소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

을 줄 수 있다24). 따라서 鹿茸 약침에 의한

적혈구의 총수, Hb의 농도 및 PCV의 향상

은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기능의 저하 및 이상을 예방하거

나 보완해 줄 것이고 또한, 변증에 따라 다

른 穴位에도 응용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사료된다.

Plasma total protein 및 albumin 농도

(Table 3)는 전 처리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鹿茸 약침군 들 모두

가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Albumin

은 몸의 삼투압을 형성하여 혈액의 농도를

유지하거나 모속의 교질을 형성하고 영양분

이나 약물, 독극물, 이물질 등을 체내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globulin은 간

에 장애가 있으면 항체활성을 가진 면역

globulin의 형성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globulin의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우리 몸에서 albumin이 부족할 경우 globulin

이 보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G의

比를 비교해 보면 關元(CV4)와 腎兪(BL23)

약침군 모두 globulin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albumin수치 역시 증가하여 A/G의

비로 이상 현상을 발견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영향

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점차 globulin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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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albumin은 줄어들게 되어 A/G의

比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鹿茸 약침이 腎兪(BL23) 보다는 關元(CV4)

에 적용하였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

능저하 뿐만 아니라 老化로 인한 인체 영양

분이나 독극물, 이물질 등의 체내에서의 운

반역할 저하 현상을 보완해줄 가능성을 시

사해 준다.

백혈구의 총수 및 백혈구의 구성비(Table

4)는 처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체에 특별한 위해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백혈구의 총수 및 그

구성비에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생체 내 면

역체계의 恒常性25)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

며, 鹿茸 약침 처리가 백혈구의 총수나 구성

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백혈구의 증가와 구성비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녹용 약침 制劑가

인체 내에서 抗原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각 처리군 별 항산화효소 활성치(Table

5)는 SOD, CAT 및 GSH-Px 활성치 모두

가 鹿茸 약침군 들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신경계 산소 중독의 원인인 세포내

의 과도한 산소인 산화 자유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 중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s (SOD)는 조직이 정상적인 산소

분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도와주어 헤모글로

빈-산소 완충 기전을 유지시켜 산화 자유라

디칼(oxydizing free radical)을 신속히 제거

하여 조직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26).

모든 호기성 세포의 과산화소체(peroxisome)

에 존재하는 catalase(CAT)는 살균작용을

하는 호중구에 의해 산화물 형성시 전자 공

급원 역할을 하는 산화 억제제 중 하나이다
27-28). 세포의 peroxisome은 과산화수소의 대

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고 여

기서 나오는 GSH-px는 환원제로 산화제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적혈구 완충제로서

혈색소에 대한 산화성 손상을 방지해준다28).

위와 같은 내용과 결과는 鹿茸 약침이 스

트레스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

는 항산화물질의 분해에 도움을 줄 가능성

을 시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老化를 촉진

시키는 酸化物質들을 還元시키기에 老化 防

止의 效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鹿茸은 血肉의 精을 지녀서 陽虛不固로

인한 血崩漏下의 虛寒證에 대하여 응용이

가능하나 陰虛陽亢하거나 內熱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23). 이에 녹용 약침 제제가

陰虛陽亢이 된 火病의 상태에서의 效果는

의문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豫

防하는 데에서는 效果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흰쥐들에 대한 鹿

茸 약침의 效果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 결과

로 臨床에서 鹿茸 약침이 stress, 또는 鬱火

의 상태에서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까지도

效果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資料가 있어

야 하고 본 연구에서 실험되어진 關元(CV4)

과 腎兪(BL23)뿐 아니라 穴位 특이성에 대

한 資料도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Ⅴ. 結 論

현대 생활의 stress를 포함한 정신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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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잘못된 생활의 누적으로 인한 질환의 예

방 및 조기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

구의 일환으로 鹿茸 약침을 흰쥐의 關元

(CV4) 및 腎兪(BL23)에 상응하는 부위에

처리한 후, 혈액성상과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검토했다.

1. RBC, Hb 및 PCV는 鹿茸 약침군 들이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Plasma total protein 및 albumin의 농도

는 처리군 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A/G의 比는 關元(CV4) 鹿

茸 약침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

다.

3. WBC의 총수 및 WBC의 구성비는 처리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SOD, CAT 및 GSH-Px의 활성치는 鹿茸

약침군 모두가 대조군보다 높았으며, 藥

鍼 처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상 녹용약침은 산화효과의 경감시킨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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