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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es on combined 

medications of the oriental-western medicines or development of new Oriental medicine for hypertension.

Methods : Every article related to hypertension was initially searched at journal web site, ‘OASIS’ and 

we finally analyzed 118 papers according to study types, kinds of herbal medicine, frequencies of herbal 

medicine, and results of researches. 

Results : Most studies were experiment researches which were composed of in vivo or in vitro. The 

formulas divided into 41 single and 99 complex prescriptions and total 218 medicinal materials were used 

in complex ones. The major effects of single prescriptions were decrease of the control of ACE activity 

and ANP concentration, while the effects of complex ones were various such as decrease of aldosteron 

concentration, decrease of epinephrine concentration, decrease of the heart rate, and decrease of dopamine 

concentration.

Conclusions : More clinical studie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should be done and the outcomes of 

this pilot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s as substitute or combination for the 

western-hypertension remedies.

Key words：hypertension, antihypertensive effect, Oriental herbal medicines, depress of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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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 압은 뇌 질환, 심장질환, 신부 증, 

동맥경화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으로,1) 고 압의 기 을 국내에서는 2003

년에 발표된 JNC 7 지침(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에 따라 수축기 압이 140mmHg 이

상 는 확장기 압이 90mmHg 이상인 것으

로 보고 있다.2)

한의학에서는 고 압이라는 병명은 없지만 주

된 증상에 근거하여 고 압이 眩暈, 肝陽上亢, 

頭痛, 强 등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3) 

한편 의학에서는 고 압을 眩暈, 頭痛 등에 속

하는 병증으로 보고, 고 압 진단 표 으로 肝火

亢盛證, 陰虛陽亢證, 痰濕壅盛證, 陰陽兩虛證의 

4가지 증후를 들고 있다.4)

2009년 국내 만30세 이상의 고 압 유병률

을 살펴보면 남자가 34.8%, 여자가 25.3%, 체 

30.3%로 2007년의 24.6%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5) 즉 10명  3명은 고 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고 압의 발생 

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료 측면도 

요하다.

압강하제는 작용하는 원리에 따라 이뇨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안지오텐신 환효소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

(ARB), 알 차단제 등이 사용되는데,2)6) 이는 다 

양방치료제로 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런 양방치료제는 강압의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뇨제

는 성기능 장애, 사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베타차단제는 피로감, 성기능 장애, 폐

질환환자에서의 천식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

으며, 칼슘차단제는 홍조, 두통, 기립성 기증, 

심계항진 혹은 빈맥, 발목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 ACE 억제제는 주로 마른 기침의 부

작용이 있고, 알 차단제는 기립성 압, 빈

맥, 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7) 이런 부작용

을 일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높이기 하

여 한약과 양약의 병용투여가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 고 압약의 부작용을 이고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약의 병용투여에 한 

연구8-15)가 기존에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 는데, 

고 압의 한양약 병용투여 연구에 앞서 고 압

의 한약 치료에 한 반 인 연구동향을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고 압 치료 한약에 한 연구동향을 살펴 

본 논문으로는 2편이 있다. 백16)은 한방내과학

회지에 발표된 논문  한약복용이 고 압에 미

치는 향에 한 12편의 연구를 상으로 고

압 련 수치와 치료효과를 분석하 다. 그리고 

김훈17)은 2000～2006년에 발간된 中醫 논문  

고 압의 한약 처방에 한 임상논문 42편을 

상으로 처방  그 구성약재의 빈도를 심

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자는 국내 고 압에 한 한약 치료

의 체 인 상황을 악하기 하여, 고 압과 

련한 한의학 논문  압 강하(降下)에 효과

가 있는 한방치료제에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고 압의 한약치료에 한 연구의 유형, 

처방  구성약재의 종류와 빈도, 연구결과를 

살펴 으로써 고 압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

하고, 향후의 고 압 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상

한의학에서 고 압 치료와 련한 한약 연

구 논문의 황을 악하기 하여, 한의학술



김창석 외 5인 :고 압의 한약 치료에 한 연구동향 분석

19

60

50

40

30

20

10

0
1972～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 1～2010. 6

8
12

41

55

2

Fig 1. The number of papers of Oriental herbal medicines for hypertension from 1972 to 2010.

논문 검색 전략 수립

논문의 분석항목 설정

논문 검색 및 수집

데이터 추출·분석·검토

－검색 상 :오아시스

－검색 방법 : ‘제목’과 ‘키워드’를 압으로 검색

－분석 항목:논문의 유형, 처방의 종류  빈도, 

구성약재의 종류  빈도, 연구결과

－‘ 압’으로 검색한 논문 327편의 목록 수집

－한약치료와 련한 논문 178편 선정

－178편의 논문을 읽어보고, 고 압 치료와 련 없는 논문 

60편 제외(118편 선정)

－118편의 논문에 하여 항목별로 데이터를 추출  분석

하고, 다른 한명의 연구자가 이를 검토

Fig 2. The process of analysis

논문 문 검색사이트인 ‘오아시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진행하 다. 1963년부터 2010년 6월말

까지 발행된 논문을 상으로 하여, ‘제목’과 

‘키워드’를 ‘ 압’으로 검색한 결과 327편의 논

문이 검색되었다. 이  압강하에 유의한 결

과를 보인 한약을 상으로 한 논문 118편을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 다.

상 논문의 발행년도별 논문 편수를 10년 

단 로 살펴보면 1970년 는 8편, 1980년 는 

12편, 1990년 는 41편, 2000년 는 55편, 2010

년 상반기에는 2편의 논문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1).

2. 연구방법

고 압의 한약 치료에 한 연구경향을 살

펴보기 하여 우선 연구자들이 모여 논문 검

색 략을 수립하고, 논문의 분석 항목을 설정

하 다. 그리고 나서 논문을 직  검색하여 연

구 주제와 련있는 논문을 수집했으며, 각각

의 논문을 자세히 읽어가며 설정된 항목에 따

라 데이터를 추출․분석․검토하 다. 최종 선

택한 118편의 논문에 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 고, 다른 한명의 연구자가 분석된 데

이터를 다시 검토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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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에 따른 구체 인 연구방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 압의 한약 치료에 

한 논문 118편을 상으로, ‘논문 유형’을 분석

하 고, 이  고찰 논문 2편16-17)을 제외한 116

편을 상으로 ‘처방  구성약재의 종류와 빈

도’, ‘연구결과’를 분석하 다. 고찰 논문  1

편은 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상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 상 논문과 복되고,  1편

은 의학의 고 압 한방 처방과 련한 논문

이기 때문에 제외하 다. 우선 ‘논문 유형 분

석’은 임상논문, 실험논문, 종설논문으로 나

고, 실험논문의 경우 in vivo, in vitro, 혼용(in 

vivo+in vitro)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악하

다. ‘처방  구성약재의 종류와 빈도 분석’

은 처방과 구성약재로 나 어서 분석하 다. 

처방은 복합처방과 단일처방으로 나 어서 각

각 처방명과 그 처방명의 논문 게재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합처방의 경우 구성약재

에 하여 종류, 논문 게재 빈도, 효능별 빈도

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분석’은 

단일처방과 복합처방으로 나 어서 처방별 실

제 연구결과  문헌상 효능을 연결하여 살펴

보았다.

III. 결 과

1. 논문의 유형 분석

논문의 유형은 크게 종설논문, 임상논문, 실

험논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종설논문은 

3편으로, 고 압과 풍에 한 한약 처방  

침구처방에 한 고찰 논문,18) 2000～2006년에 

국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고 압에 한 

한약 처방 논문을 상으로 처방  구성약재

를 분석한 논문,17) 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된 한

약 복용이 고 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를 고찰한 논문
16)이 있다. 임상논문으로는 총 9

편이 있는데, 그  증례보고가 5편19-23)이고, 

무작  배정 연구가 3편으로 경증 고 압 환

자를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연구,24) 풍

을 갖고 있는 1기 고 압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25) 고 압(prehypertension)  1기 고

압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26)가 있다. 그리

고 뇌출 로 진단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한 단면조사 연구27)가 1편이 있다. 고 압의 한

약 치료와 련한 논문  실험논문이 다수

를 차지하는 데 118편의 논문  105편을 차지

한다. 실험논문에서 in vivo는 74편, in vitro는 

1편,28) in vivo와 in vitro를 혼용한 논문은 30

편이다. in vivo에서는 부분 흰쥐를 실험 상

으로 삼았고, 흰쥐와 家兎를 같이 사용하거나 

家兎만을 사용하기도 하 다. 혼용(in vivo+in 

vitro)에서는 실험 상으로 흰쥐 이외에 human 

fibroblast cell(s)를 활용한 연구가 14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家兎의 출 ․인간유래 

내피세포주(CV304)․PC12 cell․B103 cell 등

을 사용하 다. 1편의 in vitro에서는 쥐와 가

토의 回腸片, 家兎에서 출한 심장 동맥, 家

兎의 耳殼, 家兎에서 출한 氣管  兩側頸動

脈을 실험 상으로 사용하 다. 한편 임상시험

과 실험을 병행한 논문도 1편29)이 있다. 논문

에서 상으로 하는 병  증상은 고 압과 병

행하여 고지 증에 한 연구가 18편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지질 사, 동맥경화, 당뇨병 등에 

한 연구가 있다(Fig. 3).

2. 처방  구성약재의 

종류와 빈도 분석

1) 처방의 종류  빈도

고 압 한약 처방과 련한 논문 116편에 

하여 연구에 사용한 처방의 종류와 논문에 

게재된 빈도를 단일처방과 복합처방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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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e of the papers

어서 살펴보았다. 조사 논문 수에 비하여 처방 

숫자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2개 이상의 처방

을 상으로 한 논문도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枸杞子, 枸杞葉, 地骨皮가 高血壓, 高脂血

症  高血糖에 미치는 影響30)의 경우에 枸杞

子, 枸杞葉, 地骨皮에 해서 살펴보고 있다. 

논문 116편을 상으로 압 강하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처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표를 통해 볼 때, 하나의 약재로만 구성

된 단일처방이 41종, 2개 이상의 약재로 구성

된 복합처방이 99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논문에 게재된 빈도수로 보면 단일처방  

枸杞子, 天麻가 3번, 白蒺藜, 桑枝, 生豨薟, 蜈

蚣, 人蔘, 竹瀝, 地骨皮, 玄參(=黑參)이 2번 사

용되었다. 그리고 복합처방  防風通聖散, 三

黃瀉心湯이 3번, 疎風湯, 烏藥 氣散, 黃連解毒

湯이 2번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2) 구성약재의 종류  빈도

압강하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99종의 

복합처방에 사용된 구성약재의 종류와 빈도수

를 악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99종의 복합 처방에서 총 218종의 구성약재

가 사용되고, 이 에서 ‘甘草’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甘草 다음

에 다빈도 순으로 黃芩, 當歸, 川芎, 半夏, 陳

皮, 白茯苓, 釣鉤藤, 赤茯苓 등이 있다. 炮製와 

藥用部位에 따라 구성약재를 달리 보았는데, 

이는 약재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를 

들면 甘草와 甘草(炙)를 따로 구분하고, 當歸, 

當歸身, 當歸尾를 따로 분류하 다.

복합처방의 구성약재  빈도수가 10% 이상

인 약재의 효능별 개수를 살펴보면 補益藥과 

解表藥이 각각 8개, 淸熱藥이 7개인 51%로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利水滲濕藥, 

理氣藥, 化痰止咳平喘藥, 活血祛 藥, 安神藥, 

平肝藥 등의 순으로 복합처방의 약재를 구성

하고 있다(Table 3).

3. 연구결과 분석

논문에서 사용한 처방은 연구결과로 압강

하 이외에 고 압과 련 있는 여러 가지 치

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처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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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ds and Frequencies of Formulas

Classification Frequency Fomula Number

Single 

prescription

3 枸杞子, 天麻 2

2 白蒺藜, 桑枝, 生豨薟, 蜈蚣, 人蔘, 竹瀝, 地骨皮, 玄參(=黑參) 8

1

개오동나무 잎( 는 개오동나무 씨), 枸杞梗皮, 枸杞葉, 蚯蚓, 金

雀根, 丹蔘, 薄荷, 附子, 檳榔, 山蔘培養根, 桑寄生, 生落花生껍질, 

生牡蠣粉, 솔장다리, 熟地黃, 五加皮 기, 五味子, 吳茱萸, 牛蒡子, 

淫羊藿, 忍冬藤, 全蝎, 酒蒸豨薟, 中國産 白蔘, 川黃連, 秋石, 炮製

한 豨薟, 煆牡蠣粉, 何首烏, 韓國産 紅蔘, 牛黃 加 Pear Phenolic 

compound

31

Complex 

prescription

3 防風通聖散, 三黃瀉心湯 2

2 疎風湯, 烏藥 氣散, 黃連解毒湯 3

1

加減建令湯, 加減茯苓香附湯, 加減治風養榮湯, 加味祛風湯, 加味鷄

血藤湯, 加味大補湯, 加味 赤散, 加味防風通聖散A, 加味防風通聖

散B, 加味補陽還五湯 A, 加味補陽還五湯 B, 加味四物湯 A, 加味

四物湯 B, 加味 靑龍湯, 加味 氣活血湯, 加味烏藥 氣散, 加味

玉女煎, 加味溫膽湯, 加味滋陰降火湯, 加味除濕 氣湯, 加味竹瀝湯

A, 加味竹瀝湯B, 加味竹瀝湯C, 加味竹瀝湯D, 加味鎭肝熄風湯, 加

味天麻鉤藤飮, 加味淸心蓮子湯, 加味淸熱 痰湯, 加味豨簽湯, 肝陽

上亢方, 祛風湯, 固眞飮子, 藿香正氣散加味, 芎辛 痰湯, 歸脾湯, 

歸脾湯加味方, 杞菊地黃湯, 大柴胡湯, 大柴胡湯加味方, 大柴胡湯合

五苓散, 痰湯, 凉肝化痰湯, 凉膈散, 龍膽瀉肝湯, 龍膽瀉肝湯 加 

釣鉤藤, 龍膽瀉肝湯 加 車前子, 龍膽瀉肝湯 加 夏枯草, 保安萬靈

丹, 分心氣飮, 蔘附湯去生薑, 柴苓湯, 柴胡加龍骨牡蠣湯加減方, 柴

胡加龍骨牡蠣湯合淸心蓮子飮加減方, 神秘湯, 身痛逐 湯, 兩 拱

辰丹, 熱多寒 湯, 溫膽湯, 溫淸飮, 六味地黃湯, 二陳湯加味方, 滋

陰熄風湯, 調胃續命湯, 竹瀝湯, 知柏地黃丸加味, 地黃飮子, 鎭肝熄

風湯, 川芎茶調散, 天麻鉤藤飮加味方, 淸離滋坎湯, 淸上瀉火湯, 淸

心降火丸, 淸心地黃湯, 淸心湯A, 淸心湯B, 淸熱 痰湯A, 淸熱 痰

湯B, 淸肺瀉肝湯加味, 淸血丹, 秋石加 竹瀝, 七物降下湯, 澤君六味

地黃湯, 平胃散去陳皮, 玄蔘丹蔘飮, 荊防地黃湯加味, 黃連解毒湯 

合 六味地黃湯 加 釣鉤藤, GLM002, 기타처방(7개)

94

* 처방명 뒤에 A, B, C 등으로 표시한 것은 같은 이름의 처방이지만 구성약재가 다른 것이다.

* 기타처방은 처방명은 없이 구성약재만 있는 것이다.

* GLM002는 甘草, 熟地黃, 釣鉤藤, 黃芩, 黃連, 知母, 梔子, 紅花, 海桐皮, 天麻, 當歸로 이루어진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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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al materials
Frequency 
number

Frequency 
rate 

甘草 54 54.55%

黃芩 38 38.38%

當歸 29 29.29%

川芎 28 28.28%

半夏, 陳皮 26 26.26%

白茯苓 23 23.23%

釣鉤藤 23 23.23%

赤茯苓 21 21.21%

防風, 牛膝, 澤瀉, 黃連 20 20.20%

大黃, 梔子 19 19.19%

白芍藥, 人蔘 18 18.18%

桔梗, 白朮, 生薑 17 17.17%

麥門冬, 石菖蒲, 熟地黃 16 16.16%

生地黃 15 15.15%

牧丹皮 14 14.14%

羌活, 柴胡, 香附子 13 13.13%

烏藥, 枳殼, 黃柏 12 12.12%

龍骨, 麻黃, 牡蠣, 白芷, 山茱萸, 玄蔘, 荊芥 11 11.11%

桂枝, 丹蔘, 山査肉, 山藥, 遠志, 竹茹, 車前子 10 10.10%

乾薑, 大棗, 附子, 石膏, 枳實, 蒼朮, 黃芪, 豨薟(酒蒸) 9 9.09%

杜冲, 木香, 細辛, 赤芍藥 8 8.08%

蘿蔔子, 木通, 薄荷, 夏枯草, 豨薟, 天麻 7 7.07%

甘菊, 橘皮, 獨活, 芒硝, 石決明, 連翹, 竹瀝, 厚朴, 知母 6 6.06%

藿香, 官桂, 南星, 麥芽, 山梔子, 生葛根汗, 生薑汗, 五味子, 肉桂, 猪苓, 滑石, 紅花 5 5.05%

甘草(炙), 鷄血藤, 枸杞子, 大腹皮, 龍膽草, 白殭蠶, 白茯神, 茯苓, 酸棗仁炒, 桑枝, 

葉, 升麻, 薏苡仁, 菖蒲, 川楝子, 天門冬, 何首烏
4 4.04%

葛根, 乾薑炮, 藁本, 女貞子, 大薊, 桃仁, 半夏薑製, 桑寄生, 桑白皮, 龍眼肉, 地龍, 

沈香
3 3.03%

乾地黃, 決明子, 貢砂仁, 槐花, 蚯蚓, 龜板, 當歸尾, 代赭石, 燈心, 栢子仁, 白何首

烏, 沙蔘, 砂仁, 酸棗仁, 石斛, 子, 神麯, 蓮子肉, 牛膽南星, 元肉, 茵蔯, 地骨皮, 

秦艽, 蒿本, 海桐皮, 豨簽

2 2.02%

葛荊子, 薑黃, 乾栗, 乾肉, 乾肉從蓉, 桂皮, 瓜蔞仁, 菊花, 橘紅, 蘿葍子, 南星炮, 鹿

茸, 當歸(酒洗), 當歸身, 大黃(酒蒸), 冬瓜子, 杜冲(酒洗), 馬兜鈴, 蔓荊子, 麥門冬

(去心), 牡蠣粉, 木果, 木賊, 沒藥, 尾蔘, 蜜, 白扁豆, 鱉甲, 茯神, 蓬朮, 附子(炮), 

檳郞, 檳榔, 麝香, 生乾地黃, 生杜冲, 生白芍藥, 石雄黃, 旋覆花, 熟地黃(九蒸), 柴

胡(元), 五靈脂, 牛膝(酒洗), 肉蓯蓉, 益智仁, 日黃蓮, 磁石, 芍藥, 全蝎, 棗, 竹葉, 

知母(鹽水炒), 知母(酒), 地膚子, 珍珠母, 蒼耳子, 天南星, 川烏, 靑木香, 靑皮, 草

決明, 草果, 草豆寇, 草龍膽, 草烏, 秋石, 破故紙(炒), 巴戟, 荊芥穗, 黃芪(蜜炙), 黃

連(酒), 黃苓(酒), 黃柏(鹽水炒), 黃柏(酒), 黃柏(炒), 豨薟(九蒸)

1 1.01%

Table 2. The Frequency of Medicinal Materials Used in Complex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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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requency of Medicinal Materials according to the Oriental Medicinal Efficacy

Oriental Medicinal 
Efficacy

Medicinal materials
Frequency 
number

Frequency 
rate

補益藥 甘草, 當歸, 麥門冬, 白芍藥, 白朮, 山藥, 熟地黃, 人蔘 8 17.78%

解表藥 羌活, 桂枝, 麻黃, 防風, 白芷, 生薑, 柴胡, 荊芥 8 17.78%

淸熱藥 牧丹皮, 生地黃, 梔子, 玄蔘, 황芩, 黃連, 黃柏 7 15.56%

利水滲濕藥 白茯苓, 赤茯苓, 車前子, 澤瀉 4 8.89%

理氣藥 烏藥, 枳殼, 陳皮, 香附子 4 8.89%

化痰止咳平喘藥 桔梗, 半夏, 竹茹 3 6.67%

活血祛 藥 丹蔘, 牛膝, 川芎 3 6.67%

安神藥 龍骨, 遠志 2 4.44%

平肝藥 牡蠣, 釣鉤藤 2 4.44%

開竅藥 石菖蒲 1 2.22%

瀉下藥 大黃 1 2.22%

消食藥 山査肉 1 2.22%

收澀藥 山茱萸 1 2.22%

Single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Clssification 
of Oriental 
Medicinal 
Efficacy

Oriental Medicinal 
Efficacy

Meridian 
entry

The reference of 
Oriental Medici-
nal Efficacy and 
Meridian entry

枸杞葉  이완 補益藥
祛風, 明目, 補虛益精, 

止渴, 淸熱

心, 肺, 

脾, 腎
임상본 학

枸杞子
 수축,  ANP 농도 

감소
補益藥 益精明目, 滋補肝腎 肝, 腎 본 학

蚯蚓 ACE 활성 억제 平肝藥
淸熱定驚, 通絡, 平喘, 

利尿
肝, 脾, 肺 본 학

丹蔘 배뇨량 증가 活血祛 藥
凉血消癰,養血安神, 調

經止痛, 活血祛
肝, 心 본 학

薄荷 ACE 활성 억제 解表藥 宣散風熱, 淸頭目, 透疹 肝, 肺 본 학

白蔘
간독성  신독성에 한 안

성
補陰藥 陽陰淸肺, 祛痰止咳 肺, 胃 본 학

白蒺藜
 이완,  ANP 농도 

감소
平肝藥

平肝潛陽, 疏肝解鬱, 祛

風明目, 止痒
肝 본 학

附子
 ANP 농도 감소, renin 

활성도 감소
溫裏藥 散寒除濕, 回陽補火 脾, 腎, 心 본 학

연구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 고, 각 처방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일처

방을 상으로 한 논문은 34편이 있고, 압강

하에 효과가 있는 41종의 단일처방  압강

하 이외의 치료효과를 보인 처방은 28종이 있

다. 우선 단일처방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문헌상 효능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Table 4).

Table 4. The Remedial Value and Oriental Medicinal Efficacy of Singl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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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Clssification 
of Oriental 
Medicinal 
Efficacy

Oriental Medicinal 
Efficacy

Meridian 
entry

The reference of 
Oriental Medici-
nal Efficacy and 
Meridian entry

檳榔 국소뇌 류량 상승 理氣藥 理氣行水, 殺蟲消積
大腸, 脾, 

胃
임상본 학

山蔘培養根 Na 농도 감소, K 농도 감소 　 　 　

桑寄生
acetylcholine 효능성 수축작

용, 동맥  평활근 이완
祛風濕藥

强筋骨, 祛風濕, 補肝

腎, 安胎元
肝, 腎 본 학

桑枝
청 creatinine 감소, 청 

BUN 감소
祛風濕藥 祛風濕, 利關節 肝 본 학

熟地黃 renin 활성도 감소 補益藥 益精塡髓, 滋陰補血 肝, 腎 본 학

蜈蚣 ACE 활성 억제 平肝藥
息風止痙, 通絡止痛, 解

毒散結
肝 본 학

五味子 국소뇌 류량 상승 收澀藥
補腎寧心, 收斂固澀, 益

氣生津
腎, 心, 肺 본 학

吳茱萸
평활근세포에 한 직

 이완( 내피이완인자)
溫裏藥

降 止嘔, 散寒止痛, 助

陽止瀉

肝, 脾, 

腎, 胃
본 학

牛蒡子 ACE 활성 억제 解表藥
宣肺透疹, 疏散風熱, 解

毒利咽
胃, 肺 본 학

淫羊藿 ACE 활성 억제 補益藥 祛風除濕, 補腎壯陽 肝, 腎 본 학

忍冬藤  ANP 농도 감소 淸熱藥 淸熱解毒, 疏風通絡 胃, 肺 본 학

人蔘 국소뇌 류량 상승 補益藥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

神
脾, 肺, 心 본 학

全蝎 ACE 활성 억제 平肝藥
息風止痙, 通絡止痛, 解

毒散結
肝 본 학

竹瀝 이뇨, 청 BUN 감소
化痰 止咳 

平喘藥
鎭痙通竅, 淸熱滑痰 心, 胃, 肺 본 학

地骨皮  수축 淸熱藥 涼血除蒸, 淸肺降火 肝, 腎, 肺 본 학

天麻
장 norepinephrine 농도 감

소, ACE 활성 억제
平肝藥 熄風止痙, 平肝息風 肝 본 학

川黃連
동맥  이완, ACE 활성 

억제
淸熱藥

淸熱燥濕, 瀉心除煩, 瀉

火解毒

心, 脾, 

胃, 肝, 

膽, 大腸

본 학

何首烏
 이완,  aldosterone 

농도 감소
補益藥 祛風, 補肝, 養血, 益腎 肝, 腎, 心 본 학

玄參

肺의 동맥근 두께 완화, 심장 

무게 유지, 심장에서 세포질

이 호산성으로 염색되는 심근

세포의 수 감소,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 신장 무게 유지, 

신장의  착 완화

淸熱藥 養血滋陰, 瀉火解毒 腎, 胃, 肺 본 학

紅蔘
간독성  신독성에 한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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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加味祛風湯

심박수 감소 當歸, 川芎, 乾地黃, 白芍藥, 防風, 

荊芥, 羌活, 天麻, 藁本, 陳皮, 半夏, 

旋覆花, 石膏, 蔓荊子, 細辛, 柴胡, 

黃芩, 黃連, 生薑, 大棗

淸熱, 養血, 散頭痛31)

加味鷄血藤

湯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dopa-

mine 함량 감소, epinephrine의 

함량 감소, 세포손상에 한 억

제효과

鷄血藤, 蒼耳子, 獨活, 藿香, 山査, 

葉, 木香, 冬瓜子, 南星, 大腹皮, 

半夏, 陳皮, 白朮, 茯苓, 厚朴, 桔梗, 

川芎, 知母, 黃柏, 甘草, 白芷

祛風除濕, 活血行氣, 

割痰
32)

加味 赤散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epine-

phrine의 함량 감소

麥門冬, 白茯神, 鷄血藤, 黃蓮, 黃芩, 

半夏, 地骨皮, 赤芍藥, 木通, 生地黃, 

甘草, 南星, 豨薟, 燈心

瀉火淸心, 淸熱凉血, 利

水泄熱, 安神, 割痰
33)

加味防風通

聖散(1)

심박수 강하, dopamine 함량 감소, 

norepinephrine 함량 감소, epine-

phrine의 함량 감소, Sodium 함

량 감소, Chloride의 함량 감소, 

청내 TNF-a, IL-6, IL-10 발

을 감소

滑石, 甘草, 石膏, 黃芩, 桔梗,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黃, 薄

荷, 連翹, 芒硝, 荊芥, 白朮, 梔子, 釣

鉤藤, 藿香, 陳皮, 烏藥, 石菖蒲, 生

薑, 牛膝, 豨薟, 鷄血藤

防風通聖散(疏風解表, 

瀉熱通便)＋釣鉤藤

(息風止痙, 淸熱平肝)

＋豨薟(祛風濕, 通經

絡, 利關節, 淸熱解毒)

＋鷄血藤(活血舒筋, 

養血調經)
34)35)

加味防風通

聖散(2)

심박수 감소, aldosterone 농도 

감소, dopamine․epinephrine 농

도 감소, TNF-a․IL-6발 을 

감소

豨薟(酒蒸), 牛膝, 滑石, 甘草, 石膏, 

黃芩, 桔梗, 防風, 川芎, 當歸, 赤芍

藥, 大黃, 麻黃, 薄荷, 連翹, 芒硝, 荊

芥, 白朮, 梔子, 釣鉤藤, 藿香, 石菖

蒲, 生薑, 陳皮, 烏藥

防風通聖散(疏風解表, 

瀉熱通便)+豨薟, 牛膝

釣鉤藤, 藿香, 石菖蒲, 

生薑, 陳皮, 烏藥(降

壓)
36)

단일처방의 치료효과로써 ACE 활성 억제와 

 ANP 농도 감소에서 유의한 효과를 얻은 

약재가 가장 많은데, ACE 활성 억제는 8종의 

처방에서 보이고 있으며, ANP 농도 감소는 4개

의 처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효능별로 

많이 사용된 약재를 보면 補益藥(6종), 平肝藥

(5종), 淸熱藥(4종) 등의 순이다.

복합처방의 경우 79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99종의 처방이 사용되었다. 이  44종

의 처방에 해서 압강하 이외의 고 압과 

련한 치료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처방

의 치료효과와 구성약재, 효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Table 5).

연구에서 상으로 삼은 복합처방은 옛 문

헌에 근거한 原처방을 그 로 사용하지 않고, 

‘加味鎭肝熄風湯’이나 ‘加味天麻鉤藤飮’과 같이 

加味하거나 變方하여 많이 사용하 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치료효과로써 aldosteron

의 함량 감소(26종), epinephrine의 함량 감소

(21종), 심박수 감소(19종), dopamine의 함량 

감소(17종) 등을 들 수 있다.

Table 5. The Remedial Value and Oriental Medicinal Efficacy of Complex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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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加味四物湯

(1)

활성산소 활성 억제, ACE 활성 

해, 체 ․심장․신장 무게 유

지, 심박수 강하, aldosterone 함

량 감소, dopamine․norepine-

phrine․epinephrine 함량 감소, 

potassuium․chloride 함량 감소, 

calcium 함량 증가, uric acid․

BUN의 함량 감소

熟地黃(九蒸), 當歸, 川芎, 白芍藥, 

丹參, 牛膝, 山査肉, 龍骨, 牡蠣, 釣

鉤藤, 稀簽(酒蒸)

四物湯(補血調血)+活

血化 , 重鎭安神
34)37)

加味四物湯

(2)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nore-

pinephrine과 epinephrine의 함량 

감소, Ca2++의 농도 증가, IFN-

γ의 농도 감소, 부신피질에서의 

모세  확장을 억제, 간독성에 

한 안 성

丹蔘, 生地黃, 當歸, 蚯蚓, 酒蒸豨簽, 

沙蔘, 麥門冬, 玄蔘, 牧丹皮, 牛膽南

星, 白芍藥, 釣鉤藤, 牛膝, 山査肉, 

神麯, 麥芽, 貢砂仁, 沈香

養血, 祛風除濕, 活血

行氣, 平肝潛陽
38)

加味 氣活

血湯

항산화 활성 효과, ACE 해능 

증가, 심박동수 감소, aldosterone

의 함량 감소, dopamine  nore-

pinephrine․epinephrine 함량 감

소, Na+․K+․Cl-의 농도 감소, 

Ca2+의 증가,  uric acid  

BUN․creatinine 함량 감소

蒼朮, 香附子, 陳皮, 半夏, 赤茯苓, 

枳殼, 烏藥, 桔梗, 防風, 白芷, 木香, 

甘草, 石菖蒲, 竹茹, 丹蔘, 牛膝, 山

査肉, 龍骨, 牡蠣, 釣鉤藤, 豨簽(酒

蒸)

氣活血湯( 氣, 活

血, 痰)에 防風, 石

菖蒲, 竹茹, 丹蔘, 牛

膝, 山査肉, 龍骨, 牡

蠣, 釣鉤藤, 豨簽(酒

蒸)을 가미
39)

加味烏藥

氣散

심박수 감소 麻黃, 陳皮, 烏藥, 川芎, 白芷, 白殭

蠶, 枳殼, 桔梗, 乾薑, 甘草, 人蔘, 白

朮, 白茯苓, 半夏

烏藥 氣散(袪風 氣)

에 人蔘, 白朮, 白茯

苓, 半夏를 가미
40)

加味玉女煎

심박수 감소, aldosterone 감소, 

dopamine․norepinephrine 감소, 

potassium․chlorid 감소, uric 

acid․BUN․creatinine 감소

石膏, 生地黃, 熟地黃, 知母, 牛膝, 

石決明, 麥門冬, 磁石, 白芍藥, 牡蠣

玉女煎(淸胃滋陰)에 

生地黃, 白芍藥, 石決

明, 牡蠣, 磁石을 가미
34)

加味滋陰降

火湯

세포독성  간과 신장에 한 

독성 검사상 안 함, aldoste-

rone 함량 감소, dopamine 함량 

감소, norepinephrine 감소, epi-

nephrine 함량 감소, sodium 함

량 감소, potassium 함량 감소, 

IL-6의 농도 감소, IL-10의 농도 

증가, 신세동맥의 내강 확장, 심

근세포의 호산성 변화를 감소, 

심  내피세포의 손상을 감소

白芍藥, 當歸, 熟地黃, 麥門冬, 白朮, 

生地黃, 陳皮, 知母, 黃栢, 甘草, 生

薑, 大棗, 豨簽, 牛膝, 鷄血藤, 龍骨, 

牡蠣

滋陰降火, 養陰淸熱, 

祛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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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加味除濕

氣湯

간독성․신독성이 없음, aldoste-

rone․dopamine․epinephrine의 

농도 감소, Na+․K+․Ca2+의 농

도 감소, TNF-α 발 의 감소

蒼朮, 香附子, 橘皮, 半夏, 赤茯苓, 

枳殼, 烏藥, 桔梗, 防風, 白芷, 木香, 

甘草, 石菖蒲, 竹茹, 牛膝, 豨簽, 釣

鉤藤

除濕 氣湯( 氣)+石

菖蒲, 竹茹, 牛膝, 豨

簽, 釣鉤藤
42)

加味鎭肝熄

風湯

ACE 억제, DPPH 소거를 활성

화, ROS 생성량 감소, SOD 유

사활성 증가, 심박수 감소, aldo-

sterone 농도 감소, dopamine과 

norepinephrine 농도의 감소, po-

tassium(K+)과 chloride(Cl-)의 

농도 감소,  uric acid․crea-

tinine 농도 감소, 고 압의 표

장기인 부신․신장․간․심장 

등의 장기조직 세포손상에 방어 

효과

龍骨, 牛膝, 牡蠣, 玄參, 何首烏, 釣

鉤藤, 天門冬, 龜板, 甘菊, 麥芽, 川

楝子, 五味子, 女貞子, 豨簽(酒蒸), 

丹蔘, 山査肉, 荊芥

加味鎭肝熄風湯은 鎭

肝熄風湯에 代赭石, 

白芍藥, 茵蔯을 去하

고, 白何首烏, 天門冬, 

五味子, 女貞子 등을 

加하여 滋陰하는 효

능을 증강시키고 

확장, 강압작용이

한 豨薟, 丹蔘, 山査

肉을 가하고 牛膝, 玄

蔘을 증량한 처방
43)

加味天麻鉤

藤飮

안정성이 평가(독성이 나타나지 

않고, 간기능 수치도 이상이 없음), 

ACE 해, 심박수 감소, plasma 

aldosterone 감소, Dopamine 감

소, Epinephrine 감소, sodium

(Na+) 감소, Potassium(K+) 감소, 

Chloride(Cl) 감소, uric acid 농도

의 감소, BUN 농도 감소, Crea-

tinine 농도 감소, DPPH 소거 

활성, 세포내 ROS 생성량 감소

釣鉤藤, 石決明, 龍骨, 牡蠣, 白何首

烏, 杜冲, 夏枯草, 牛膝, 甘菊, 決明

子, 天麻, 黃芩, 遠志, 石菖蒲, 豨簽

(酒蒸), 丹蔘, 山査肉, 荊芥

天麻鉤藤飮(平肝熄風, 

淸熱活血, 補益肝腎)의 

變方
34)

加味淸熱

痰湯

세포독성  간장과 신장에 

한 독성평가 상 안 , ACE 해, 

심박수 감소, aldosterone 함량 

감소, dopamine․norepinephrine․

epinephrine의 함량 감소, 해질 

 chloride의 함량 감소

半夏, 子, 山査肉, 蘿蔔子, 黃芩, 

桔梗, 枳殼, 羌活, 防風, 竹茹, 大黃, 

石菖蒲, 黃連, 梔子, 甘草

淸熱, 燥濕, 祛痰, 降

火
44)

加味豨簽湯

aldosterone․dopamine․epi-

nephrine 함량 감소

豨簽(九蒸), 柴胡, 牛膽南星, 茯苓, 

黃芩, 芍藥, 桂枝, 龍骨, 牡蠣, 大黃, 

枳實, 人蔘, 甘草, 山査肉

祛風淸熱, 補虛祛痰
45)

肝陽上亢方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norepi-

nephrine과 epinephrine의 함량 

감소, Ca2++의 농도를 증가, 

 IFN-γ의 농도 감소, 부신피

질에서의 모세  확장을 억제, 

간독성에 한 안 성

酒蒸豨簽, 丹蔘, 玄蔘, 牛膝, 山査肉, 

石膏, 釣鉤藤, 陳皮, 半夏薑製, 白茯

笭, 麥門冬, 羌活, 獨活, 防風, 神麯, 

麥芽, 貢砂仁, 甘菊, 沙蔘, 當歸, 天

麻, 益智仁, 白殭蠶, 沈香, 甘草, 附

子

平肝潛陽, 瀉火淸心, 

祛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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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祛風湯

이완효과 豨薟, 釣鉤藤, 夏枯草 豨薟(祛風濕, 通經絡, 

利關節, 淸熱解毒)+釣

鉤藤(息風止痙, 淸熱

平肝)+夏枯草(淸火, 

明目, 散結, 消腫)
35)

大柴胡湯加

味方

심박수 감소, Renin 활성도 감소, 

Angiotensin 함량 감소, Nore-

pinephrine 함량 감소

柴胡, 黃芩, 白芍藥, 大黃, 枳實, 生

薑, 半夏, 大棗, 釣鉤藤, 夏枯草, 莃

蘞

淸熱작용과 瀉下작용

을 하는 大柴胡湯에 淸

熱작용과 平肝熄風하

는 釣鉤藤, 夏枯草, 莃

蘞을 가미
47)

大柴胡湯 류속도 감소, 이완효과 柴胡, 黃芩, 白芍藥, 大黃, 枳實, 半夏 和解 陽, 內瀉熱結34)

大柴胡湯合

五苓散

심박동수 감소, renin 활성도 감

소, epinephrine의 함량 감소

柴胡, 黃芩, 白芍藥, 大黃, 枳實, 半

夏, 澤瀉, 赤茯苓, 白朮, 猪苓, 肉桂

和解 陽, 疏肝解鬱, 

溫陽利水
48)

痰湯
aldosterone 농도 감소, epineph-

rine 함량 감소, NO 농도 증가

半夏, 南星, 陳皮, 枳殼, 赤茯苓, 甘

草, 生薑

健脾化痰, 除濕養心, 

行氣豁痰
49)

凉肝化痰湯

심박수 감소, DPPH 소거, SOD 

유사활성 효과, 심장의 무게 감소, 

aldosterone 감소, norepinephrine 

농도 감소, K+․Ca2+의 농도 

감소, BUN 수치 감소, 심근세포

의 호산성 변화를 감소, 腎세동

맥의  착 완화

桑寄生, 夏枯草, 牧丹皮, 山梔子, 白

芍藥, 菊花, 釣鉤藤, 牛膝, 石決明, 

女貞子, 竹茹, 當歸, 陳皮, 炙甘草

平肝熄風, 淸熱化痰, 

淸心降火
50)

防風通聖散

 확장 滑石, 甘草, 石膏, 黃芩, 桔梗,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黃, 薄

荷, 連交, 芒硝, 荊芥, 白朮, 梔子

疏風解表, 瀉熱通便
34)

分心氣飮

심박수 감소, 이완, 동맥 내

피세포의 증식, 내피세포의 괴 

억제

葉, 炙甘草, 半夏, 枳殼, 陳皮, 靑

皮, 木通, 大腹皮, 桑白皮, 木香, 赤

茯苓, 檳榔, 蓬朮, 麥門冬, 桔梗, 桂

皮, 香附子, 藿香, 燈心, 生薑, 大棗

大 便通利를 통하여 

心胸間의 停滯된 氣

를 풀어주고 三焦를 

調和롭게 함
51)

蔘附湯去生

薑

국소뇌 류량 증가 人蔘, 附子 人蔘(大補元氣, 固脫

生津, 安神)+附子(回

陽補火, 散寒除濕)
35)

疎風湯

이완 羌活, 防風, 當歸, 川芎, 赤茯苓, 陳

皮, 半夏, 烏藥, 白芷, 香附子, 桂枝, 

細辛, 甘草

疏風, 氣, 活血, 祛

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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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柴胡加龍骨

牡蠣湯合淸

心蓮子飮加

減方

심박수 감소, 세포독성  간장

에 한 독성평가에서의 안 성,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dopa-

mine․norepinephrine, epineph-

rine의 함량 감소, potassium․

chloride의 함량 감소, uric acid, 

creatinine의 함량 감소

柴胡, 蓮子, 半夏, 白茯苓, 桂枝, 黃

芩, 人蔘, 龍骨, 牡蠣, 黃芪, 赤茯苓, 

大黃, 車前子, 麥門冬, 地骨皮, 甘草

柴胡加龍骨牡蠣湯(寧

神,鎭靜)+淸心蓮子飮

(益氣陰, 淸心火, 交心

腎)53)

神秘湯

사구체여과율(GFR) 증가, 腎血

漿流(RPF) 증가, 尿  해질 

배설량이 증가, 장 cortisol 농

도 증가

葉, 陳皮, 桑白皮, 人蔘, 赤茯苓, 

半夏, 木香, 生薑

治上氣喘急不得臥
54)

熱多寒 湯

尿中 creatinine 배설량 증가, 尿

中 Na+ 배설량 증가, atrial na-

triuretic peptide 농도 증가, aldo-

sterone 농도 감소

葛根, 黃芩, 蒿本, 蘿葍子, 桔梗, 升

麻, 白芷), 調胃讀命湯(薏苡仁, 乾

栗, 蘿葍子, 蒿本,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

太陰人의 肝熱肺燥를 

치료
55)

烏藥 氣散

이완효과( 평활근에

한 직 인 작용과 내피세

포에서 nitric oxide의 생성을 통

하여 세포외 Ca++의 유입을 차

단함으로써 을 이완)

麻黃, 陳皮, 烏藥, 川芎, 白芷, 白殭

蠶, 枳殼, 桔梗, 乾薑, 甘草
疎通氣道

56)

溫膽湯

collagen  thrombin에 의한 괴

사를 해, 세포생존율 증가, 

LDH 활성도 감소, 세포질 괴 

감소, 소  응집 감소, MP수 

감소, 심박수 감소, 내피세

포의 괴 억제, 세포 증식 증가

半夏, 陳皮, 白茯笭, 枳實, 竹茹, 甘

草, 生薑, 大棗

理氣化痰, 淸膽和胃
34)

溫淸飮

Renin 활성도 감소, norepinephrine 

함량 감소, epinephrine 함량 감소, 

sodium 함량 감소, angiotensin 

함량 감소

當歸, 熟地黃, 白芍藥, 川芎, 黃芩, 

梔子, 黃連, 黃柏

黃連解毒湯(淸熱瀉火

解毒)+四物湯(溫補養

血)
57)

調胃續命湯

尿中 Na+ 배설량 증가, aldoste-

rone 농도 감소

薏苡仁, 乾栗, 蘿葍子, 蒿本,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

太陰調胃湯(痰濕을 

제거하고 氣液을 보충

하며 肺脾의 기능을 進

爵)에서 五味子를 빼고 

藁本(祛風, 散寒, 除濕, 

止痛)을 加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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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知柏地黃丸

加味

세포독성  간독성에 한 안

성, DPPH 소거 활성, SOD 소

거 활성, ACE 해, 심박수 감

소, aldosterone 감소, potassium 

감소, uric acid 감소, BUN 감소, 

creatinine 감소

熟地黃, 山茱萸, 山藥, 茯苓, 澤瀉, 

牧丹皮, 知母, 黃柏, 鱉甲, 酒蒸豨薟, 

牛膝, 釣鉤藤

知柏地黃丸(滋陰降火)

＋鱉甲(滋陰潛陽, 軟

散結), 豨薟(祛風濕, 

通經絡, 利關節, 淸熱

解毒), 牛膝(散 血, 消

癰腫), 釣鉤藤(息風止

痙, 淸熱平肝)34)35)

地黃飮子

aldosterone․Epinephrine․

Dopamine 감소, NO(nitric oxide) 

증가

熟地黃, 巴戟, 山茱萸, 肉蓯蓉, 石斛, 

五味子, 白茯笭, 麥門冬, 遠志, 附子, 

肉桂, 石菖蒲

滋腎陰, 補腎陽, 開竅

化痰34)

天麻鉤藤飮

加味方

세포독성  간독성에 한 안

성, 항산화 작용, ACE 해, 

압 감소, 심박수 감소, aldo-

sterone 농도 감소, dopamine 농

도 감소, epinephrine 농도 감소, 

potassium 감소, chloride 농도 

감소, calcium 농도 증가

釣鉤藤, 石決明, 龍骨, 牡蠣, 白何首

烏, 杜仲, 夏枯草, 牛膝, 甘菊, 決明

子, 天麻, 黃芩, 遠志, 石菖蒲

安神, 平肝, 淸熱, 化

痰58)

淸熱 痰湯

세포독성  간독성에 한 안

성, DPPH 소거능, SOD 유사활

성효과, ACE 활성 해, 체 유

지, 신장무게유지, 심박수 감소, 

aldosterone 농도감소, dopamine 

농도감소, norepinephrine 농도감

소, 청  Na+ 농도감소, 청

 Cl- 농도감소, uricacid 농도

감소, BUN 농도감소, creatinine

의 농도감소

半夏, 子, 山査肉, 羅蔔子, 黃芩, 

桔梗, 枳殼, 羌活, 防風, 竹茹, 大黃, 

石菖蒲, 黃連, 梔子, 甘草

澤君六味地

黃湯

ecNOS증가, Na+증가, K+-Atpa-

sea1subunit 증가, 크 아티닌 

청소율 증가, 요  나트륨 배설

량 증가

澤瀉, 熟地黃,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牧丹皮

滋補肝腎, 淸虛熱, 利

濕(六味地黃湯의 구성과 

같지만 熟地黃 신 澤

瀉를 군약으로 한 처방)59)

玄蔘丹蔘飮

DPPH 소거능증가, SOD 유사활

성증가, ROS 생성량감소, ACE

해능증가, 체 증가, 폐․심장

무게감소, 심박수 감소, 폐․심장․

간의 장기조직   세포손상

에 억제효과,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dopamine  norepine-

phrine․epinephrine의 함량 감소, 

K+ 감소, uric acid 농도 감소, 

BUN의 농도 감소

玄蔘, 枸杞子, 杜冲, 桑寄生, 牛膝, 

車前子, 何首烏, 丹蔘, 釣鉤藤, 石決

明, 半夏, 白朮, 陳皮, 白茯苓, 瓜蔞

仁

化痰行血化 , 淸熱平

肝利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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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rescription

Reserch results Medicinal materials
Oriental Medicinal 

Efficacy

黃連解毒湯

尿량 증가, 수분 평형 감소, crea-

tinine 배설량 증가, creatinine 

청소율 증가, 尿中 삼투질 농도 

감소, 안지오텐신 환효소의 활

성도 억제, 신장내 Aquaporin-2

의 단백질의 발  감소, aldoste-

rone 감소, epinephrine 함량 감

소, sodium 함량 감소

黃連, 黃芩, 黃柏, 梔子 淸熱瀉火解毒
57)

黃連解毒湯 

合 六味地黃

湯 加 釣鉤

藤

요량 증가, water balance 감소, 

요  Na+ 배설량 증가, 요  K+ 

배설량 증가, 요  Cl- 배설량 

증가, creatinine 청소율 증가

黃連, 黃芩, 黃白, 梔子, 熟地黃, 山

藥, 山茱萸, 白茯笭, 牧丹皮, 澤瀉, 

釣鉤藤

黃連解毒湯(淸熱瀉火

解毒)＋六味地黃湯

(滋補肝腎, 淸虛熱, 利

濕)＋釣鉤藤(息風止

痙, 淸熱平肝)
35)57)59)

GLM002
ACE 억제, 간독성 없음 甘草,熟地黃,釣鉤藤,黃芩,黃連,知母,

梔子,紅花,海桐皮,天麻,當歸

IV. 고 찰

고 압은 만성 순환기계질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으로 뇌 풍, 심부 , 상동맥

질환 등 치명 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그에 따른 극 인 치료 리가 요하

다.3) 이에 한의학계에서도 고 압 치료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기공치료․침구치

료․약침요법․한약치료․향기요법 등의 연구

가 있다. 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한

약 치료를 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 고

압에 한 한약 치료의 재 상황을 악하

고자 하 다.

논문의 유형 분석은 크게 종설논문, 임상논

문, 실험논문으로 나 어 진행하 다. 118편의 

논문  부분의 논문이 동물(흰쥐, 家兎)이나 

세포주․  편을 활용한 실험논문으로 105

편을 차지한다. 이 실험논문  in vitro 연구는 

1편, in vivo연구는 74편, in vitro와 in vivo 혼

용이 30편이었고, in vivo는 SHR(Spontaneous 

Hypertensive Rat), SDR(Sprague-Dawley Rat), 

WKY(Wister kyoto Rat) 종류의 rat, ICR mi-

ce, white rabbit을 상으로 하 고 in vitro는 

Human fibroblast cells(hFCs),  편 등

을 사용하 다. 실험논문들은 압강하를 측정

하고 압강하의 기 을 살피고자  ANP, 

Aldosterone 농도, ACE 활성도, Cateholamine 

함량(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의 

농도), 해질 변화(Na, K, Cl, Ca), cytokine 

발 (TNF-α, IFN-γ, IL-6, IL-10)과 같은 여

러 항목을 살펴보았다. 세포독성, 간독성, 신독

성과 같은 안 성 검사를 한 논문으로는 14편

이 있으며, 청 albumin, ALP, GOT, GPT, 

creatine, BUN, uric acid를 평가항목으로 사용

하 다. 한편 논문의 유형  임상논문이 9편으

로 수량이 은 편인데, 실험연구를 통해 객

성이 확보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임상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처방  구성약재 분석은 종설논문 2편을 제

외한 논문 116편에 하여 고 압에 유의한 효



김창석 외 5인 :고 압의 한약 치료에 한 연구동향 분석

33

과가 있는 단일처방  복합처방의 종류․빈도, 

복합처방을 구성하는 약재의 종류  빈도를 

악하 다. 처방의 종류를 보면 41종의 단일처

방과 99종의 복합처방이 사용되었고, 복합처방

에는 총 218종의 구성약재가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3회 이상 논문에 

게재된 처방으로 단일처방은 枸杞子, 天麻가 있

고, 복합처방으로는 防風通聖散과 三黃瀉心湯

이 있다. 枸杞子를 상으로 한 논문은 3편으로 

모두가 in vivo 논문이고, 연구결과로서 2편61)62)

의 논문에서는 압강하  ANP 농도 감소의 

효과가 있었고, 1편30)의 논문에서는 항고 압효

과 이외에 항고지 증  당감소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天麻를 상으로 한 논문도 3편이 

있는데, in vivo와 in vitro를 혼용한 실험논문

이 2편,63)64) in vivo 논문이 1편65)이 있다. 이 3

편의 논문은 압강하이외에 2편63)64)의 논문에

서는 ACE활성 해에 효과가 있고, 1편65)에서

는 norepinephrine 농도 감소의 효과를 보 다. 

防風通聖散를 상으로 한 논문은 3편으로 1편23)

은 증례보고이고, 2편66)67)은 in vivo 실험논문

이었다. 2편23)67)의 논문은 압강하의 작용만을 

보았으며, 1편66)은 압강하이외에 확장  

고지 증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三黃瀉

心湯을 상으로 한 논문도 3편으로 1편24)은 

임상논문, 2편68)69)은 in vivo 실험논문이었다. 1

편의 임상논문은 압강하의 효과만 살펴보았

고, 2편의 실험논문은 압강하이외에 각각 고

지 증과 心病症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복합처방의 구성약재 빈도를 살펴보면 甘草, 

黃芩, 當歸, 川芎, 半夏, 陳皮, 白茯苓, 釣鉤藤, 

赤茯苓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甘草는 和中緩

急․潤肺․解毒․調和諸藥의 효능을 가지고 있

다. 諸藥을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熱

藥의 熱性을 緩和하고, 寒藥의 寒性을 緩和하

며, 補性과 瀉性을 急하게 이르지 않게 한다. 

구성약재로서 甘草가 가장 많이 쓰 지만, 다른 

약재의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로 사용된 것으로 

항고 압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黃

芩은 淸熱燥濕․瀉火解毒․止血․安胎하는 효

능이 있는데, 임상에서는 枯芩과 條芩으로 나

어 枯芩은 淸肺火에, 條芩은 淸大腸熱에 사용하

기도 한다. 當歸는 補血和血․調經止痛․潤燥

滑腸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약리작용으로 심근

의 순환을 진시키며 압을 하시키는 작용

을 하기도 한다. 川芎은 活血行氣․祛風止痛의 

효능이 있고, 주로 액순환의 개선에 사용된

다. 半夏는 化痰止嘔․燥濕降 ․消痞散結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陳皮는 理氣健脾․燥濕化

痰의 효능이 있으며, 陳皮의 성분인 synephrine

은 심기능지수를 증가시키고 말 의 항

성을 감소시킨다. 白茯苓은 利水滲濕․健脾寧

心하는데 주로 健脾의 기능이 강하고, 利尿․鎭

靜효과  强壯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

물이다. 釣鉤藤은 息風止痙․淸熱平肝의 효능

을 지니고 있는데, 肝熱이 上亢되어 생긴 고

압병에 응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茯苓은 白

茯苓을 말하는데, 茯苓의 내부가 담홍색인 것을 

赤茯苓이라고 하며, 赤茯苓은 行水․分利濕熱

의 효능이 있다. 防風은 解表祛風․勝濕․止痙

의 효능을 지니고 있고, 外感表證의 常用藥으로 

祛風解表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牛膝은 散

血․消癰腫․補肝腎․强筋骨의 효능이 있으며, 

澤瀉는 利 便․淸濕熱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 

한 澤瀉는 이뇨와 압과 청지질을 내려주

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 압, 고지 증, 지방간, 

상동맥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35)70)

연구결과 분석은 처방  구성약재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설논문 2편을 제외한 116편을 

상으로 하 는데, 단일처방과 복합처방으로 나

어서 연구결과로서 나온 압강하이외의 고

압 련 치료효과를 분석하 고, 각 처방별로 

치료효과와 문헌상의 효능을 연결하여 살펴보

았다. 

단일처방에서 가장 많이 보인 실험결과는 ‘ACE 

(안지오텐신 환효소, Angiotensin conve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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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활성 억제’와 ‘ANP(심방성 나트륨 배

설 진 인자, atrial natriuretic peptide) 농도 

감소’로 ACE는 폐, 심근  상동맥의  

내피세포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ACE활성이 억

제되면 이 확장되어 압강하의 기능을 한

다.7) ANP는 Na⁺의 배설을 진하는 호르몬으

로 체내 체액을 감소시키고 심장과 에 분

포한 교감신경 활성을 억제하여 심박출량과 말

항을 낮춤으로써 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

는데 압이 떨어짐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71) 단일처방에 하여 한의학  효능으로 

보면 補益藥, 平肝藥, 淸熱藥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補益藥은 正氣를 補益하고 虛弱을 

보충하여 으로써 氣虛․陽虛․血虛․陰虛의 

虛證을 치료하는 약물로 補氣劑, 補血劑, 補陽

劑, 補陰劑로 나  수 있다. 平肝藥은 肝氣가 

偏成한 것을 조정함으로써 肝陽上亢證이나 肝

風內動證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그리고 淸熱藥

은 裏熱을 淸泄하는 약물로, 淸熱瀉火, 解毒, 凉

血, 淸虛熱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35)

복합처방에서 보인 결과는 압 강하와 더불

어 aldosterone의 함량 감소, epinephrine의 함

량 감소, 심박수 감소, dopamine의 함량 감소가 

주된 결과로 나타났다. aldosterone은 신 세뇨

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켜 염분과 수분

배설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으로, aldosterone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액량이 증가하여 고 압

이 발생하게 된다.1) 그리고 epinephrine은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교감신경을 자

극한 것과 같은 흥분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압

을 상승시킬 수 있고,1) dopamine은 추신경계

의 신경 달물질로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압

을 높인다.72)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고 압의 한약치료와 

련한 임상논문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실험논문에 사용한 한약의 종류와 치료효

과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한 임상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각각의 논

문에 한 연구 상  연구방법을 구체 으로 

살펴보지 못한 이다. 한 처방  약재에 

하여 연구결과로 나온 고 압과 련한 치료효

과를 기 별로 종합 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런 한계와 더불어 추후 치료기 에 따른 변

증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성이 있다.

재 고 압은 체 국민의 약 30%정도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2009년 고 압 리 황 통

계를 보면, 고 압 유병자  고 압을 인지하

는 정도는 58.8%, 고 압 유병자  압강하

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하고 있는 정도는 

53.0%, 고 압 유병자  정상 압으로 회복된 

정도는 30.1%임을 알 수 있다.5) 고 압을 지니

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가 반정

도 밖에 되지 않고, 고 압을 치료하기 해 

압강하제를 복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양약의 문제 을 보완하

기 하여, 압 강하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 개

발과 더불어 양약을 먹으면서 보다 좋은 효과

를 낼 수 있거나, 양약을 먹으면서 불편감이 있

는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구 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양약과의 병용 투

여시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기  혹은 성분과 같은 연구 한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V. 결 론

1963년～2010년 6월말까지 발행된 한의학 

련 학회지 논문  압강하의 효과가 있는 한

약 치료에 한 논문 118편에 하여 ‘논문유

형’을 악하고, 종설논문 2편을 제외한 116편

에 하여 ‘처방  구성약재의 빈도’, ‘연구결

과’를 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논문의 유형을 종설논문, 임상논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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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 나 었을 때, 종설논문은 3편, 임상논

문은 9편, 실험논문은 105편, 임상시험과 실험

을 병행한 논문은 1편을 차지한다. 임상논문은 

증례보고가 5편, 무작  배정 연구가 3편, 단면

조사 연구가 1편이 있다. 그리고 실험논문은 in 

vivo가 74편, in vitro가 1편, in vivo와 in vitro

를 혼용한 연구가 30편이 있다.

2) 처방의 종류와 빈도 분석을 통하여, 단일

처방이 41종, 복합처방이 99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방의 논문 게재 빈도를 보면 41

종의 단일처방  枸杞子․天麻가 3번, 白蒺

藜․桑枝․生豨薟․蜈蚣․人蔘․竹瀝․地骨

皮․玄參(=黑參)이 2번 사용되었고, 99종의 복

합처방  防風通聖散․三黃瀉心湯이 3번, 疎

風湯․烏藥 氣散․黃連解毒湯이 2번의 빈도수

를 나타내고 있다. 복합처방의 경우 구성약재

의 종류와 빈도를 살펴보면, 총 218종의 구성

약재가 사용되었고, 이 에서 ‘甘草’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甘草 다음에 다빈

도 순으로 黃芩, 當歸, 川芎, 半夏, 陳皮, 白茯

苓, 釣鉤藤, 赤茯苓 등이 있다. 그리고 복합처

방의 다빈도 구성약재  補益藥, 解表藥, 淸熱

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연구결과를 치료효과와 효능면에서 보면 

단일처방은 ACE활성 억제   ANP농도 

감소를 보여주는 약재가 많으며, 補益藥(6종)․

平肝藥(5종)․淸熱藥(4종) 등의 다빈도순으로 사

용되었다. 복합처방의 경우 압강하 이외에 

aldosteron의 함량 감소(26종), epinephrine의 

함량 감소(21종), 심박수 감소(19종), dopamine

의 함량 감소(17종)의 치료효과를 보이는 처방

이 많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험연구를 통

하여 객 성이 확보된 한약 치료제에 한 임상

연구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 한 본 논문에서 제공한 고 압과 련있

는 처방  약재의 종류와 치료효과에 한 정

보를 기반으로 단순히 고 압의 치료기 을 밝

히는 연구가 아닌 양방고 압약 안  병용약

제로서 한약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비 지원

본 연구는 ‘생애 주기 고 압 방 리 시스

템 구축(K11201)’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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