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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Jaeumgeonbitang have been used in Korean medicine for many centuries as a therapuetic 
agent of vertigo. JAE was extract of Jaeumgeonbitang adding Evodiae Fructus. The effects of JAE on the 
cerebral blood flow and blood pressure is not know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AE on the ischemic crebral injuries.

Method : We performed to investigate effects of JAE on the changes o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rCBF) 
and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BP) in normal and ischemic rats, and further to determine the 
mechanism and cytokines production (IL-1β, TNF-α, IL-10, TGF-β) of JAE. 

Results : In normal rats, JAE significantly increased rCBF and significantly decreased MABP in a dose- 
dependent manner. This result suggested that JAE significantly increased rCBF by dilating pial arterial 
diameter. Increase of JAE-induced rCBF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the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1 ㎎/㎏, i.p.), an inhibitor of cyclooxygenase, and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methylene blue (10 ㎍/㎏, 
i.p.), an inhibitor of guanylate cyclase. Decrease of JAE-induced MAB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1 ㎎/㎏, i.p.), an inhibitor of cyclooxygenase. So,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mechanism of JAE was mediated by cyclooxygenase. In ischemic rat, the rCBF was significantly 
and stably increased by JAE (10 ㎎/㎏, i.p.) during the period of cerebral reperfusion, which contrasted 
with the findings of rapid and marked increase in Control group. In cytokine production of serum by 
drawing from femoral arterial blood at 1 hr after reperfusion, Sample group (JAE 10 ㎎/㎏ 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L-1β and TNF-α product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cytokine production 
of serum by drawing from femoral arterial blood at 1 hr after reperfusion, Sample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L-10 product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JAE was significantly and stably increased regional cerebral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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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by inhibited IL-1β and TNF-α production, and increased IL-10 production.

Key words : Jaeumgeonbitang, Evodiae Fructus, cerebral hemodynamics, cerebral blood flow

I. 서 론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식생활 변화, 환경적 요인, 

기타 등으로 각종 성인병과 노인성질환들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뇌혈관계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뇌는 생명유지의 중추로써 산소와 포도당 등의 영양

물질을 혈류를 통해 공급받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등

을 제거함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뇌는 신

체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뇌조직내에 산소와 포도당을 

비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뇌로 공급되는 혈류에 장애

가 발생되면 산소결핍과 함께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어 

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뇌기능 장애나 뇌조직의 손상이 

나타나게 되어1,2), 운동기능장애, 감각장애, 지각 및 인

지기능 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유발하며 한의학에서

는 중풍이나 중풍전조증 등의 범주로 다스리고 있다.

滋陰健脾湯은 龔廷賢이 저술한 『萬病回春』3)에 최초

로 기재된 처방으로 『東醫寶鑑』4)에는 “治臨事不寧 眩暈

嘈雜 此心脾虛怯也 此治氣血虛損 有痰飮作眩暈之仙劑” 

라고 기재되어 血虛로 인한 眩暈에 광범위하게 응용되

고 있으며, 吳茱萸5)는 芸香科에 속한 오수유의 미성숙

한 과실로 散寒止痛, 降逆止嘔의 효능이 있어 頭頂部 

頭痛 외에도 脘腹脹痛, 脚氣, 疝氣 등에 사용된다. 최

근의 연구결과로는 滋陰健脾湯은 학습능력향상6), 뇌혈

류역학 변화7), 진정 및 보혈효과8), 항허혈 작용9)이 있

고, 吳茱萸는 신경세포 보호효과10)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11) 등이 있다.

이에 저자는 어지럼증에 사용되면서 뇌혈류 및 항허

혈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滋陰健脾湯에 厥

陰頭痛 및 혈압에 유효한 吳茱萸를 加味하면 뇌혈관 장

애로 발생되는 뇌허혈성 병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되어 뇌혈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

하고자 정상 흰쥐의 뇌혈류량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기전, 흰쥐에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변동되는 국소 

뇌혈류량의 개선 효과와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

카인 양을 측정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동물은 체중 300 g 내외의 웅성 Sprague-Dawley

계 흰쥐를 (주) 샘타코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동물

은 항온항습 장치가 부착된 사육장에서 고형사료(삼양

사료, Korea)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실험실 환경 

(실내온도 24±2℃, 습도 55±5%, 12시간 dark/light)

에 1주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모든 동물실

험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규정에 따

랐다.

2) 시료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주

한방병원에서 구입해 본 대학 본초학교실에서 정선을 

받아 사용하였고, 본 실험에 사용된 滋陰健脾湯加吳茱

萸의 구성약물 및 분량은 『東醫寶鑑』4)에 준하였으며, 1

첩당 분량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방법

1) 검액의 조제

滋陰健脾湯加吳茱萸 5첩 분량(210 g)을 3,000 ㎖ 

환저 플라스크에 증류수 1,500 ㎖와 함께 120분 가열

하고 전탕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5,000 ×g으로 30

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취하였다. 그 후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Japan)에 넣어 감압 

농축한 후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시켜 33.1 g(수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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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15.76%)의 滋陰健脾湯加吳茱萸 추출물(Jaeumgeon- 
bitang adding Evodiae Fructus extract, JAE)을 

얻었고, 흰쥐에 투여할 때는 생리 식염수에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Table 1> Prescription of Jaeumgeonbitang adding 
Evodiae Fructus

Herbal 
name

Pharmacognostic name
Quantity

(g)

白  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6.0

陳  皮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4.0

半  夏 Pinelliae Rhizoma 4.0

白茯苓 Poria 4.0

當  歸 Angelicae Gigantis Radix 2.8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2.8

乾地黃 Rehmanniae Radix 2.8

人  蔘 Ginseng Radix 2.0

白茯神 Poria 2.0

麥門冬 Liriopis Tuber 2.0

遠  志 Polygalae Radix 2.0

川  芎 Cnidii Rhizoma 1.2

炙甘草 Glycyrrhizae Radix 1.2

生  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1.2

大  棗 Jujubae Fructus 2.0

吳茱萸 Evodiae Fructus 2.0

Totality 40.0

2)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화 관찰

(1) 국소 뇌혈류량 변화 측정

흰쥐를 stereotaxic frame(DKI, U.S.A.)에 고정시

키고 정중선을 따라 두피를 절개하여 두정골을 노출시

킨 후 bregma의 4~6 ㎜ 측방, -2~1 ㎜ 전방에 직경 

5~6 ㎜의 두개창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때 두개골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남겨 경막외 출혈을 방지하도록 하

였다. Laser doppler flowmeter(Transonic Instru- 

ment, U.S.A.)용 needle probe(직경 0.8 ㎜)를 대뇌

(두정엽) 피질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stereotaxic micro- 

manipulator를 사용하여 뇌연막 동맥에 조심스럽게 

근접시켰다. 일정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실험 절차에 

따라 JAE를 용량별(0.01, 0.1, 1.0,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국소 뇌혈류량(regional cere- 

bral blood flow, RCBF)을 각각 30분 동안씩 측정하

였다12).

(2) 평균 혈압 변화 측정

흰쥐를 우레탄(750 ㎎/㎏, i.p.)으로 마취시킨 후 체

온이 37~38℃로 유지될 수 있도록 heat pad 위에 복

와위로 고정시켰다. JAE 투여 용량(0.01, 0.1, 1.0, 

10.0 ㎎/㎏, i.p.)에 따른 평균 혈압(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BP) 변화는 동물의 대퇴동맥에 

삽입된 polyethylene tube에 연결된 pressure trans- 

ducer(Grass, U.S.A.)를 통하여 MacLab과 macintosh 

computer로 구성된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각

각 30분 동안씩 측정하였다12).

3)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화에 미치는 기전 

관찰

JAE가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 변화에 미친 작

용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혈관 확장 인자 억제제 - 

prostaglandin의 생성효소로 알려진 cyclooxygenase

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indomethacin 1 ㎎/㎏, i.p., 

IDN, Sigma I7378), cyclic guanosine monopho- 

sphate(cGMP)의 생성효소로 알려진 guanylate cyclase

의 억제제인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0.01 ㎎/㎏, 

i.p., MTB, Sigma M9140) - 를 사용하여 전처치한 

후 JAE를 투여한 용량(0.01, 0.1, 1.0, 10.0 ㎎/㎏, 

i.p.)에 따라 변화되는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을 

30분 동안씩 측정하였다13).

4) 뇌허혈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동에 미치는 개선 

효과 관찰

(1) 뇌허혈 유발

뇌허혈 유발은 Longa 등의 방법14)에 따라 중대뇌동

맥(middle cerebral artery, MCA) 폐쇄법을 이용하

였다. 병태 모델은 정상 흰쥐의 총경동맥과 외경동맥을 

결찰하고, 내⋅외경동맥의 분지점으로부터 내경동맥 

내로 외경동맥을 통하여 3-0 단선조 나일론 봉합사를 

삽입함으로써 MCA 기저부를 폐쇄하였다. 120분 후 내

경동맥 내에 삽입되어 있는 단선조 나일론 봉합사를 

MCA 기저부로부터 제거해 줌으로써 혈액을 재관류시

켰다.

뇌허혈를 유발시킨 후 실험 절차에 따라 JAE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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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JAE(10 ㎎

/㎏, i.p.)를 투여한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2)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 측정

상기 방법과 같이 뇌허혈 흰쥐를 유발시킨 다음 120

분 후 혈류를 재관류시켜 변동되는 국소 뇌혈류량을 대

조군과 실험군 각각 240분 동안 측정하였다.

5)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 사이토카인 양 측정

(1) 채혈 및 혈청분리

상기 방법과 같이 뇌허혈을 유발시킨 다음 MCA 폐

쇄 1시간 후와 재관류 1시간 후에 뇌허혈 흰쥐의 대퇴

동맥에서 혈액을 1.0 ㎖ 채혈하였다. 채혈시에는 반드

시 뇌혈류량과 평균 혈압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조심스럽게 5.0 ㎖ 주사기를 통해 채혈하였고, 만약 

채혈시 뇌혈류량과 평균 혈압의 변동이 발생되면 사이

토카인 생성능 측정용 혈청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채혈 

후 30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3,000 ×g로 30분 동

안 원심분리시킨 후 혈청만을 취하였다.

(2) Interleukin (IL)-1β 양 측정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IL-1β 양 측정

은 rIL-1β ELISA kit를 이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rIL-1β standard diluent buffer(SDB) 100 ㎕를 넣

은 후, 나머지 well에는 혈청 50 ㎕와 SDB 50 ㎕를 

넣은 다음 실온에서 3시간 방치한 뒤 washing buffer 

(WB)로 4회 세척하였다. 이후 각 well에 biotin-labeled 

anti-rIL-1β 100 ㎕를 넣은 후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한 다음 WB로 4회 세척하였다. 이후 각 well에 strep- 

tavidin-HRP 100 ㎕를 넣은 다음 실온에서 30분 동

안 방치한 뒤 WB로 4회 세척한 후 stabilized chro- 

mogen(SC) 100 ㎕를 넣은 다음 빛을 차단시킨 실온에

서 30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stop solution(SS) 

100 ㎕를 넣은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3) Tumor necrosis factor (TNF)-α 양 측정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TNF-α 양 측

정은 rTNF-α ELISA kit를 이용하였다. 96 well plate

에 rTNF-α SDB 50 ㎕를 넣은 다음, 나머지 well에 

혈청과 control(high, low)을 각각 50 ㎕씩 분주한 후 

SDB 50 ㎕를 넣었다. 이후 각 well에 biotin-labeled 

anti-rTNF-α 50 ㎕를 넣고 실온에서 90분 동안 

incubation한 다음 WB로 4회 세척하였다. 이후 희석

하여 준비해 놓은 streptavidin-HRP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다음 다시 실온에서 45분 동안 incuba- 

tion한 후 WB로 4회 세척하였다. 그 다음 SC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후 빛이 차단된 실온에서 30

분 동안 incubation한 후 SS를 각 well에 100 ㎕씩 분

주한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 파

장에서 측정하였다.

(4) IL-10 양 측정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IL-10 양 측정

은 rIL-10 ELISA kit를 이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SDB 100 ㎕씩 분주한 후 나머지 well에 혈청과 control 

(high, low)을 각각 50 ㎕씩 분주한 다음 SDB 50 ㎕

를 넣었다. 이후 각 well에 biotin-labeled anti-rIL-10 

50 ㎕를 넣고 실온에서 2시간 incubation한 다음 WB

로 4회 세척하였다. 이후 희석하여 준비해놓은 strep- 

tavidin-HRP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다음 다

시 실온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한 후 WB로 4회 

세척하였다. 그 다음 SC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후 빛이 차단된 실온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한 후 

SS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5)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양 

측정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TGF-β 양 측

정은 TGF-β1 ELISA kit를 이용하였다. 96 well plate

에 SDB 200 ㎕씩 분주한 후 나머지 well에 혈청과 

control을 각각 200 ㎕씩 넣은 다음 각 well에 biotin- 

labeled anti-TGF-β1 50 ㎕를 분주한 후 실온에서 3

시간 incubation한 다음 WB로 4회 세척하였다. 이후 

희석하여 준비해놓은 streptavidin-HRP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다음 다시 실온에서 30분 동안 incu- 

bation한 후 WB로 4회 세척하였다. 그 다음 SC를 각 

well에 100 ㎕씩 분주한 후 빛이 차단된 실온에서 30

분 동안 incubation한 후 SS를 각 well에 100 ㎕씩 분

주한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 파

장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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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JAE on the rCBF and MABP by injected dosage in normal rats.
JAE : Jaeumgeonbitang adding Evodiae Fructus extract, 0 : After JAE non-injected, group-measured for 30 min, 
0.01, 0.1, 1, 10 : After JAE (0.01, 0.1, 1.0, 10.0 ㎎/㎏, i.p.) injected, group-measured for 30 min
rCBF :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MABP :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8 rats.
** ; p<0.01, compared with 0 ㎎/㎏ group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Tukey test. 

3. 통계처리

JAE의 효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20(IB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군이 3개 이상인 경우는 One- 

way ANOVA 시행 후 Tukey 방법으로 사후검정하여 

유의성을 파악하였고, 군이 2개이고 다중분석이 필요

한 경우의 유의성 검증은 repeated measure ANOVA

를 시행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Bonferroni 

test를 시행하였으며, 군이 2개인 경우 Student’s 

t-test에 의하였고, p-value는 0.05 미만인 경우에만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III. 결 과

1.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

JAE가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JAE를 용량별(0.01, 0.1, 1.0, 10.0 

㎎/㎏, i.p.)로 투여한 다음 변화되는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을 관찰한 결과 JAE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흰쥐에 비해 JAE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국소뇌혈류량 

및 평균혈압은 농도의존적인 변화를 보였다. 국소뇌혈

류량은 JAE 투여용량이 1.0 ㎎/㎏, 10.0 ㎎/㎏으로 증

가할수록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고, 평균혈압은 

JAE 투여용량이 0.1 ㎎/㎏, 1.0 ㎎/㎏, 10.0 ㎎/㎏으

로 증가할수록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다(Fig. 1). 

2. 인도메타신 전처치 후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에 미치는 효과

JAE 투여로 변화된 국소 뇌혈류량의 작용기전을 알

아보기 위하여 JAE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대조군(Control군)으로, cyclooxy- 

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다음 JAE 

투여로 변화된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인도메타신 처

리군(IDN군)으로 하였다.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후 

JAE를 용량별(0.01, 0.1, 1.0, 10.0 ㎎/㎏)로 투여하

였을 때의 IDN군 국소 뇌혈류량 변화는 투여 용량에 

증가하였으나 Control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보다는 

유의한(p<0.05) 차이로 소량 증가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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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on the JAE-induced changed rCBF in normal rats.
IDN : indomethacin (1 ㎎/㎏, i.p.) treated group, Control : JAE treated group 0 : After indomethacin treated but
JAE non-treated, group-measured for 0 min, 0.01, 0.1, 1, 10 : After indomethacin treated and JAE (0.01, 0.1, 
1.0, 10.0 ㎎/㎏, i.p.) treated, group-measured for 30 mim
rCBF :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8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Fig. 3>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methylene blue on the JAE-induced changed rCBF in normal rats.
MTB : methylene blue (0.01 ㎎/㎏, i.p.) treated group, Control : JAE treated group 0 : After methylene blue treated
but JAE non-treated, group-measured for 0 min, 0.01, 0.1, 1, 10 : After methylene blue treated and JAE (0.01, 
0.1, 1.0, 10.0 ㎎/㎏, i.p.) treated, group-measured for 30 mim
rCBF :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8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3. 메틸렌블루 전처치 후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에 미치는 효과

JAE 투여로 변화된 국소 뇌혈류량의 작용기전을 알

아보기 위하여 JAE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대조군(Control군)으로,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한 다음 JAE 

투여로 변화된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을 메틸렌블루 처

리군(MTB군)으로 하였다.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한 후 

JAE를 용량별(0.01, 0.1, 1.0, 10.0 ㎎/㎏)로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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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on the JAE-induced changed MABP in normal rats.
IDN : indomethacin (1 ㎎/㎏, i.p.) treated group, Control : JAE treated group 0 : After indomethacin treated but
JAE non-treated, group-measured for 0 min, 0.01, 0.1, 1, 10 : After indomethacin treated and JAE (0.01, 0.1, 
1.0, 10.0 ㎎/㎏, i.p.) treated, group-measured for 30 mim
MABP :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8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였을 때의 MTB군 국소 뇌혈류량 변화는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보

다는 유의한(p<0.05) 차이로 소량 증가하였다(Fig. 3).

4. 인도메타신 전처치 후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

JAE 투여로 변화된 평균 혈압의 작용기전을 알아보

기 위하여 JAE 투여로 유의성 있게 감소한 정상 흰쥐

의 평균 혈압을 대조군(Control군)으로, cyclooxy- 

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다음 JAE 

투여로 변화한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을 인도메타신 처

리군(IDN군)으로 하였다.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후 

JAE를 용량별(0.01, 0.1, 1.0, 10.0 ㎎/㎏)로 투여하

였을 때의 IDN군 평균 혈압 변화는 JAE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나 대

조군의 평균 혈압 변화보다 유의한(p<0.05) 차이로 소

량 감소하였다(Fig. 4).

5. 메틸렌블루 전처치 후 정상 흰쥐의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

JAE 투여로 변화된 평균 혈압의 작용기전을 알아보

기 위하여 JAE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된 흰쥐의 평

균 혈압을 대조군(Control군)으로, guanylate cyclase

의 억제제인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한 다음 JAE 투여로 

변화된 흰쥐의 평균 혈압을 메틸렌블루 처리군(MTB

군)으로 하였다. 메틸렌블루를 전처치한 후 JAE를 용

량별(0.01, 0.1, 1.0, 10.0 ㎎/㎏)로 투여하였을 때의 

MTB군 평균 혈압 변화는 JAE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의 

평균 혈압감소와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6.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에 

미치는 개선 효과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에 미치는 JAE의 

개선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쇄법으로 

뇌허혈 흰쥐를 유발시킨 다음 생리 식염수를  투여하였

을 때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을 대조군

(Control군)으로, JAE 투여로 나타난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을 실험군(Experiment군)으로 하

였다. 뇌허혈 상태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뇌허혈 

120분 동안 기저치의 48.09%로 차단되었으나 재관류 

후 120분 동안 기저치보다 최대 129.96%까지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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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methylene blue on the JAE-induced changed MABP in normal rats.
MTB : methylene blue (0.01 ㎎/㎏, i.p.) treated group, Control : JAE treated group 0 : After methylene blue treated
but JAE non-treated, group-measured for 0 min, 0.01, 0.1, 1, 10 : After methylene blue treated and JAE (0.01, 
0.1, 1.0, 10.0 ㎎/㎏, i.p.) treated, group-measured for 30 mim
MABP :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8 rats.

<Fig. 6> Effect of JAE extract on the rCBF response in cerebral ischemic rats.
JAE : Jayeumgeonbitang adding Evodiae Fructus extract, MCAO :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Control :
JAE non-treated group. Experiment : After caused MCAO, JAE (10 ㎎/㎏, i.p.) treated group.
rCBF :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8 rats.
**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repeated measure ANOVA followed by Bonferroni test

한 증가상태를 나타내었고 이후 재관류 시간이 경과할

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기저치보다는 증

가하였으며, 실험군의 경우 뇌혈류량은 뇌허혈 120분

동안 42.69%로 차단되었고 재관류 후 90분동안 기저

치보다 118.90%로 불안정하게 증가하였으나 재고나류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저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험

군의 국소뇌혈류량은 대조군의 불안정한 국소 뇌혈류

량에 비해 유의하게(p<0.01) 안정적으로 개선되었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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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JAE on the IL-1β production in  the serum of ischemic rats.
This figure is cytokines production of serum by drawing from femoral arterial blood at 1 hr after MCAO and 
reperfusion(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Reperfusion : After MCAO 2hrs,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reperfusion, Control : JAE non-treated group. Experiment : After caused MCAO, JAE (10 ㎎/㎏, i.p.) treated 
group.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6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7.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IL-1β 양에 미치는 효과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양

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쇄법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JAE를 투여하고, 유발 1시간이 경과된 다

음과 재관류 1시간 후의 뇌허혈 흰쥐 혈청을 취하여 생

성되는 IL-1β의 양을 측정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킨 

1시간 후,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IL-1β의 양은 실험군

에서 대조군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재관류 1시간 후에

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

다(Fig. 7).

8.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TNF-α 양에 미치는 효과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양

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쇄법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JAE를 투여하고, 유발 1시간이 경과된 다

음과 재관류 1시간 후의 뇌허혈 흰쥐 혈청을 취하여 생

성되는 TNF-α의 양을 측정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킨 

1시간 후,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TNF-α의 양은 실험군

과 대조군이 유사하였으나 재관류 1시간 후에는 실험군

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Fig. 8).

9.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IL-10 양에 미치는 효과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양

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쇄법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JAE를 투여하고, 유발 1시간이 경과된 다

음과 재관류 1시간 후의 뇌허혈 흰쥐 혈청을 취하여 생

성되는 IL-10의 양을 측정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킨 1

시간 후,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IL-10의 양은 실험군에

서 대조군보다 증가하였고 재관류 1시간 후에는 실험군

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p<0.05) 증가하였다(Fig. 9).

10.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TGF-β1 양에 미치는 효과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양

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대뇌동맥 폐쇄법으로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JAE를 투여하고, 유발 1시간이 경과된 다

음과 재관류 1시간 후의 뇌허혈 흰쥐 혈청을 취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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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JAE on the TNF-α production in  the serum of ischemic rats.
This figure is cytokines production of serum by drawing from femoral arterial blood at 1 hr after MCAO and 
reperfusion(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Reperfusion : After MCAO 2hrs,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reperfusion, Control : JAE non-treated group. Experiment : After caused MCAO, JAE (10 ㎎/㎏, i.p.) treated 
group.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6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Fig. 9> Effect of JAE on the IL-10 production in  the serum of ischemic rats.
This figure is cytokines production of serum by drawing from femoral arterial blood at 1 hr after MCAO and 
reperfusion(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Reperfusion : After MCAO 2hrs,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reperfusion, Control : JAE non-treated group. Experiment : After caused MCAO, JAE (10 ㎎/㎏, i.p.) treated 
group.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6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성되는 TGF-β1의 양을 측정하였다. 뇌허혈을 유발시

킨 1시간 후,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TGF-β1의 양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사하였고 재관류 1시간 후에도 실

험군과 대조군이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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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JAE on the TGF-β1 production in  the serum of ischemic rats.
This figure is cytokines production of serum by drawing from femoral arterial blood at 1 hr after MCAO and 
reperfusion(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Reperfusion : After MCAO 2hrs,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reperfusion, Control : JAE non-treated group. Experiment : After caused MCAO, JAE (10 ㎎/㎏, i.p.) treated 
group.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in 6 rats.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using student’s t-test

IV. 고 찰

뇌허혈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대뇌동맥 폐색으로 인

한 뇌혈류의 감소로 유발되고15),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뇌허혈이 발생하면, 혈액공급을 받던 부위의 

세포들이 사멸되어 운동기능장애, 감각장애, 지각 및 

인지장애 등의 복합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16)으로 

한의학에서는 중풍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中風의 원인을 火熱, 痰, 瘀血, 氣血虛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풍에 대한 대부분의 한의학

적 처치는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7).

滋陰健脾湯은 『萬病回春』3)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서 “臨事不寧 眩暈粗雜者 此心虛脾怯也”라 기록되어 있

고, 구성 약물로는 當歸, 川芎, 生乾地黃, 人蔘,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白茯神, 麥門冬, 遠志, 炙甘草, 生

薑, 大棗로 되어있다. 『萬病回春』에서는 當歸를 臣으로 

하여 滋潤補血의 작용을 취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半

夏를 臣으로 하여 祛痰效能을 발휘하도록 하였다18). 滋

陰健脾湯을 이용한 최근의 연구보고를 살펴보면, 滋陰

健脾湯이 학습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학습능력을 향상

시켰고6), 진정 및 보혈효과가 있고8), 특히 cyclooxy- 

genase에 영향을 미쳐 뇌연막동맥의 직경을 확장시킴

으로써 국소 뇌혈류량을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항허혈 

작용이 있음9)이 보고되었다.

吳茱萸(Evodiae Fructus)는 芸香科(Rutaceae)에 

속한 낙엽관목 혹은 小喬木인 오수유 Evodia rutae- 

carpa(juss) Benth의 미성숙 果實로, 性은 熱하고 味

는 辛苦하며 有毒하다. 散寒止痛, 降逆止嘔, 治厥陰頭

痛, 脘腹脹痛의 효능이 있으며, 下焦를 溫하게 하여 暖

厥陰해서 寒疝을 치료하고 助腎陽하여 寒邪를 다스리

고 營血을 溫하게 하여 經閉를 치료한다5). 최근 연구보

고를 살펴보면, 吳茱萸가 TNF-α의 생성량과 iNOS를 

감소시켜 항염증 작용이 있고19), 산화적 손상에 의한 

신경장애에 있어 신경상해의 개선 혹은 보호하는 성분

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10), Nitric oxide(NO)와 관

련하여 혈압을 강하시키는 효과가 있다11)고 보고되어 

있다.

뇌혈류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石菖蒲20), 蔓

荊子21) 등 單味를 이용하여 정상 동물의 뇌혈류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혈관확장 억제제를 전

처치하여 그 작용기전을 밝혔고, 중대뇌동맥 폐쇄법으

로 유발된 뇌허혈 병태 모델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임 

등9,22)이 滋陰健脾湯加枳殼天麻가 교감신경 β수용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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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oxygenase에 영향을 주어 뇌연막 동맥의 직경을 

확장시킴으로써 뇌혈류역학을 안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등의 항허혈 작용이 있었다고, 朴 등23)은 八物湯이 

cyclooxygenase와 관련되어 뇌연막 동맥의 직경을 확

장시킴으로써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血

虛로 인한 뇌질환에 임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에서 火熱, 濕痰, 氣虛, 陰虛, 瘀

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中風 중에서 濕痰으로 인한 

中風이 뇌허혈로 인한 어지럼증, 의식장애, 언어장애, 

감각장애 등의 증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24) 痰

飮으로 인한 현훈에 사용하며, 최근 연구에서도 뇌혈류 

및 항허혈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滋陰健脾

湯에 厥陰頭痛 및 혈압에 유효한 吳茱萸를 加味하면 뇌

혈관 장애로 발생되는 뇌허혈성 병변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滋陰健脾湯加吳茱萸가 뇌혈

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규명하고

자, 정상 흰쥐의 뇌혈류량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와 작

용기전, 그리고 흰쥐에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변동되는 

국소뇌혈류량의 개선 효과와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

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양을 관찰하였다.

정상적인 뇌혈류는 분당 50~60 ㎖/100 ㎎씩 분당 

700~800 ㎖가 흐른다25). 뇌혈류량은 뇌관류압에 비례

하고 뇌혈관 저항에 반비례하는데, 뇌관류압은 생리적 

상태하에서 뇌정맥압이 대단히 낮아서 평균 동맥압에 

비례하고, 뇌혈관 저항은 혈액의 점도, 뇌혈관의 길이

에 비례하며 뇌혈관 직경의 4승에 반비례하지만 주로 

뇌혈관의 직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혈압은 심장

의 박동과 수축력, 말초혈관, 평활근의 긴장도, 체액의 

양과 조성, 자율신경의 활성 및 renin-angiotensin계

를 포함한 각종 호르몬과 생체내 내인성 활성물질 등에 

의해 조절된다26-28). 그리하여 정상적인 뇌혈류 유지를 

위해서는 혈압이 하강될 경우 뇌혈관은 확장되어야 하

고, 혈압이 상승하게 될 경우 반대로 뇌혈관은 수축되

어야 한다29). 따라서 뇌혈관 질환의 예방, 치료 및 이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혈관의 변화에 따른 뇌혈류량의 

변동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된다.

JAE가 정상 흰쥐의 뇌혈류역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JAE를 투여한 결과, 국소 뇌혈류

량은 용량에 의존해 정상 기저치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고, 평균 혈압도 투여 용량에 의존해 기저치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1). 이는 뇌혈류량이 혈

압과 뇌혈관 직경에는 비례하고 혈액점도나 혈관의 길

이에 반비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JAE 투여로 혈압이 

감소하면서 뇌혈류량이 증가한 것은 뇌혈관 직경을 확

장시킴으로써 나타난 반응이라 생각된다.

혈관의 확장은 혈류 변화 및 산소 농도 변화 등의 자

극에 의해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prostaglandin

과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EDRF) 등

으로 인한 혈관 평활근 이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잘 알려진 EDRF로 nitric oxide(NO)가 있다13,30). 

Prostaglandin은 세포막에서 유리되는 arachidonic 

acid가 cyclooxygenase 활성화를 촉진시켜 생성되는

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renin-angiotensin계에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반면 심박출

량과 각 장기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13). 

NO 중 constitutive NO는 주위의 혈소판에 작용하여 

혈소판 내 세포전령 분자물질인 cGMP 양을 증가시키

는 동시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guanylate cyclase의 생

성효소도 활성화시킨다31,32). 이러한 혈관확장에 관여하

는 인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그 중에서도 메틸렌블루33)는 cGMP의 생성효소인 

guanylate cyclase를 억제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 

인도메타신34)은 prostaglandin의 생성효소인 cycloo- 

xygenase를 억제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JAE 투여로 변화된 뇌혈류역학의 다른 작용기전을 

밝히고자 cyclooxygenase의 억제제인 인도메타신을 

전처치한 후 JAE를 투여한 결과, IDN군의 국소 뇌혈

류량은 JAE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한 대조군보다 그 

변화가 유의한 차이로 적게 증가하였고(Fig. 2), 평균 

혈압도 대조군의 평균 혈압보다 유의한 차이로 적게 감

소하였다(Fig. 4). 이는 Bakalova35)와 Okamoto 등36)

이 인도메타신 처치로 국소 뇌혈류량이 감소되는 것은 

cyclooxygenase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에 미루어 

볼 때 JAE의 작용기전은 cyclooxygenase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JAE 투여로 변화된 뇌혈류역학 작용기전을 알아보

고자 guanylate cyclase의 억제제인 메틸렌블루를 전

처치한 후 JAE를 투여한 결과, MTB군의 국소 뇌혈류

량은 JAE 투여로 유의성 있게 증가한 대조군보다 그 

변화가 유의한 차이로 적게 증가하였고(Fig. 3) 평균 

혈압은 유의성 있게 감소한 대조군의 평균 혈압보다 더

욱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Fig. 4). 이는 Shin 등37,38)이 

메틸렌블루 전처치로 국소 뇌혈류량이 감소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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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의 생성효소인 guanylate cyclase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이지만 평균 혈압이 JAE를 투여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욱 감소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기능 장애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가역성 뇌허

혈 손상⋅동맥경화성 뇌경색 등을 포함한 허혈성 뇌졸

중과 지주막하강 출혈⋅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한 출

혈성 뇌졸중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에서 허혈성 뇌졸중

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뇌를 관류하지 못하거나 혈액내

의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 발생된다. 뇌혈류가 분당 

10 ㎖/100 g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이온성 장애, ATP 

감소, 유리 지방산 증가 그리고 젖산 증가에 의한 세포

내 산증과 같은 에너지 대사 장애, 산소자유기 혹은 글

루탐산 등이 생성되거나 침착하게 되어 뇌신경 세포를 

포함한 뇌조직이 손상되어 운동마비나 지각마비 등을 

포함한 치명적인 뇌신경기능 소실 증상이 나타난다1). 

일과성 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JAE를 투여한 결과 

재관류 후 불안정한 증가 상태를 보였던 대조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보다 유의성 있게 안정적으로 증가되었

고, 재관류 4시간 후에는 기저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Fig. 6). 이는 허혈성 뇌손상이 허혈 당시보다

는 허혈이 일어난 조직으로 산소가 재공급될 때 심하게 

나타난다는 보고39)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 흰쥐에서 뇌

혈류역학을 유의성 있게 변화시킨 JAE가 뇌허혈시에

도 뇌혈류역학 변동을 개선시킴으로써 허혈로 인한 뇌

손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뇌허혈이 일어나면 혈액중의 다형 백혈구가 혈관 내

벽에 부착되어 뇌조직내로 침윤을 하게 되고, 조직내에 

축적된 호중구로부터 여러 물질들이 유리되면서 염증

반응에 의한 허혈성 뇌조직 손상이 더욱 진행하게 되

며40,41), 허혈성 뇌손상시 세포성장, 세포활성, 염증 등

과 같은 중요한 생물학적 작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종

의 사이토카인들도 작용하게 된다42,43).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에는 IL-1β와 TNF-α 

등이 있는데, 이 중 IL-1β는 대식세포, 림프구 및 내피

세포 등의 세포에서 유리되는 것으로 내독소, 물리적 

손상이나 염증반응에 의해 유발되고, 뇌로 이동될 경우 

열을 발생시킨다. TNF-α는 종양의 출혈성 괴사 및 염

증반응에 관여하며, 염증의 급성기에는 IL-1β와 TNF-α

가 서로 작용하여 생성이 촉진된다.

뇌허혈시 염증반응이 나타나고, 염증반응으로 인해 

더욱 더 심한 뇌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JAE가 염증 

촉발 사이토카인의 양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IL-1β의 양은 MCA 폐쇄 1시간 후에 대조군보다 감소

하였고, 재관류 1시간 후에는 대조군의 혈청 내 IL-1β의 

양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7). 또한 TNF-α의 

양도 재관류 1시간 후에 혈청 내 대조군의 TNF-α의 

양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Fig. 8) JAE에 의해 염

증 촉발 사이토카인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증 촉발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β 등이 있는데, 이 중 

IL-10은 IL-1β와 TNF-α를 생성하는 대식세포의 생

성을 억제하고, TGF-β는 혈소판 및 내피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대식세포에서 생성되는 NO의 양 등

을 불활성화시킨다2,43). Daddi 등도 IL-10과 TGF-β

가 뇌허혈시 재관류로 인해 나타나는 뇌손상을 감소시

킨다 하였다44).

그리하여 JAE에 의한 염증 촉발 사이토카인의 감소

가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β와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혈청 내 항염증 사이토카인 

양을 측정한 결과, 뇌허혈 흰쥐의 혈청내 IL-10의 양

은 MCA 폐쇄 1시간 후와 재관류 1시간 후 모두 대조

군보다 증가하였지만 재관류 1시간 후 실험군의 혈청 

내 IL-10의 양이 대조군의 IL-10의 양보다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다(Fig. 9). 그러나 TGF-β1의 양은 MCA 

폐쇄 1시간 후와 재관류 1시간 후에 대조군보다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Fig. 8)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

았다. 이에 저자는 허혈 시 IL-1β와 TNF-α가 상승한

다는 보고45,46)에서 볼 수 있듯이 JAE가 항염증 사이토

카인인 IL-10의 양을 생성시켜 IL-1β와 TNF-α의 생

성을 억제함으로써 허혈시 나타나는 염증반응을 억제

하고, 허혈성 뇌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JAE는 prostaglandin의 생성 효소인 

cyclooxygenase에 작용하여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의 생성능을 촉진시킴으로써 염증 촉발 사이토카

인인 IL-1β와 TNF-α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V. 결 론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滋陰健脾湯加吳茱萸 추출물

(JAE)의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 흰쥐에서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 혈압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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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뇌허혈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변동에 미치는 개선 

효과, 뇌허혈 흰쥐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양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상 흰쥐에 JAE를 투여한 결과, 국소 뇌혈류량은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평

균 혈압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2. 정상 흰쥐에 인도메타신 (IDN)을 전처치한 후 JAE

를 투여한 결과, IDN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는 대

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적게 증가하였고, IDN군의 

평균 혈압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적게 감소하

였다.

3. 정상 흰쥐에 메틸렌블루 (MTB)를 전처치한 후 JAE

를 투여한 결과, MTB군의 국소 뇌혈류량 변화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적게 증가하였고, MTB

군의 평균 혈압은 대조군보다도 더욱 감소하였다.

4. 뇌허혈 흰쥐에 JAE를 투여한 결과, 실험군의 국소 

뇌혈류량은 재관류시 대조군의 불안정한 변동에 비

해 유의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선되었다.

5. 뇌허혈 흰쥐에 JAE를 투여한 결과, 실험군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염증 촉발 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의 양은 재관류 1시간 후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6. 뇌허혈 흰쥐에 JAE를 투여한 결과, 실험군의 혈청 

내에서 생성되는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의 양

은 재관류 1시간 후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滋陰健脾湯加吳茱萸 추출물은 cycloo- 

xygenase와 관련되어 뇌혈류를 개선하였으며,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염증 촉발 사

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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