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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prague-Dawley) 랫드와 비글견을 이용한 신바로3 

약침의 단회 근육투여 독성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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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assess the safety of Shinbaro3 Pharmacopuncture by analyzing the po-
tential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of Shinbaro3 Pharmacopuncture at various dose 
levels in SD (Spraque-Dawley) rats and Beagle dogs.
Methods For evaluation of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of Shinbaro3 Pharmacop-
uncture, 40 SD rats (20 male and 20 famale) and 4 Beagle dogs (2 male and 2 female) were 
used. The rats were divided in four groups of 10 each, and treated intramuscularly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at doses of 0.3, 0.6 and 1.2 mg/kg in distilled water, and 
distilled water as a vehicle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Beagle dog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2 each, and treated intramuscularly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at 
doses of 0.15, and 0.3 mg/kg in distilled water, respectively, and signs of toxicity were 
observed. After a wash-out period of 3 days, the procedure was repeated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at doses of 0.6, and 1.2 mg/kg in distilled water, respectively. Mortality, 
body weight changes, and necropsy findings were examined during the study period.
Results There were no mortalities in either the SD rats or Beagle dogs.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verse effects, body weight, or necropsy findings between the 
Shinbaro3 Pharmacopuncture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s There results suggest that the lethal dose 50 (LD50) and approximate lethal 
dose (ALD) value of the test substance Shinbaro3 Pharmacopuncture are higher than 1.2 
mg/kg in SD rats and Beagle dogs. (J Korean Med Rehab 2015;25(2):73-80)

Key words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Harpagophytum procumbens, Shinbaro3 
Pharmacopuncture, Spraque-Dawley rat, Beagle dog

서론»»»
천수근(Harpagophytum procumbens)은 악마의 발톱

(Devil’s claw)이라고도 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

비아의 칼라하리 사바나에서 생장하는 참깨과의 여러해 

살이 식물이다1).

천수근의 주된 약리활성 성분은 Iridoid 배당체(Harpa-

goside, Procumbide, Harpagide, 8-Para-coumaroyl- har-

pagide 등)로 건체 중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2,3), 그 

밖에 Carbohydrates (Stachyose, Raffinose, Monosaccha-

rides), Flavonoids (Kaempferol, Luteolin), Aromatic acids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innamic acid), Phy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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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ols (β-Sitosterol, Stigmasterol), Triterpenes (Ursolic and 

Oleanic acid), 2-Phenyl-ethyl derivatives (Acteoside, Iso-

acteoside)와 Harpagoquinone 등을 함유하고 있다4).

천수근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고들은 지표물질이자 유

효물질로 알려진 Harpagoside에 초점이 맞춰져있다5-7). 

하지만 Harpagoside뿐 아니라 Harpagide, Procumbide 

등 다른 배당체들도 유효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해당 배당

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천수근 전체에 대한 추출

물을 사용하였을 때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이 보고되

고 있다8).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이러한 천수근 추출물을 

이용하여 신바로3 약침을 조제하였으며 신바로3 약침은 

Harpagoside를 가수분해하여 Harpagide와 Cinnamic acid

의 함량을 높혀 사용하고 있다9).

H. procumbens의 추출물은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건염, 신장염, 심장질환, 소화불량 및 식욕감퇴 

치료10,11), 혈액순환장애12)와 신경통13)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최근에는 LPS로 염증을 유도한 인간 

단핵구와 L929 cell에 천수근을 처리하였을 때, COX-2, 

iNOS 발현과 NO 생성, PGE2 합성 뿐만 아니라 염증성 

Cytokines인 TNF-α, IL-1β, IL-6의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함을 확인하였고14,15), Cysteinyl-leukotrienes (Cys-LT; 

LTC4, LTD4, LTE4)와 TXB2의 생합성 억제를 통해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가 있었다16,17). 이에 대한 

독성연구로는 Whitehouse 등이 보고한 천수근의 관절염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천수근 추출물로 설치류의 급성 및 

아급성 독성을 실험한 결과, 급성 경구투여에 대한 치사

량이 13.5 g/kg 이상으로 낮은 독성을 나타났으며, 7일 

동안 7.5 g/kg을 경구투여 한 후에도 혈액학적 및 병리학

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18).

이처럼 in vitro와 in vivo 실험에서 다양한 천수근의 

기전 및 효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효성에 

대한 보고들 이었으며 안전성을 위한 독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약침으로 조제하였을 때의 독성

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염증 등 다양한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신바로3 약침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일환

으로 랫드와 비글견에 단회용량증가(Single dose-escala-

tion) 연구를 진행하였고 독성증상, 반수치사량(LD50, 

Lethal Dose 50), 일반증상, 체중변화, 부검소견을 각각 

관찰하여 신바로3 약침의 독성학적 기초자료 및 임상실

험 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실험물질

본 실험에 사용한 천수근은 그린명품제약(경기도 남양

주)에서 구입하였다. 천수근을 70% 주정에서 가열 추출

한 다음 여과하여 Rotaty vacuum evaporator로 감압농축

하고 증류액에 녹여 Freezen dryer로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건조를 통해 얻은 분말을 100% 주정에 녹여 1N NaOH

로 가수분해 후, 1N HCl로 pH를 보정하고 여과한 액을 

다시 감압농축, 동결건조 과정을 거쳐 흑갈색의 분말을 

얻었다. 실험 진행시까지 －20oC에서 냉동보관하였고 검

액은 동결건조 분말을 증류수에 농도별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2) 실험동물 및 사육환경

(1) 랫드

7주령된 SD (Sprague-Dawley) 계통의 특정병원균 부

재(SPF) 랫드를 암수 각 22마리를 5일 이상 검역한 후 8

주령(수컷 276.39~317.15 g, 암컷 178.09~200.77 g)의 암수 

각 20마리로 실험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2.4±0.5oC, 

상대습도 42.5±3.6% RH, 환기횟수 10~15회/hr, 조명 12 

hr (08:00 점등~20:00 소등), 조도 281 Lux로 조절하였다. 

동물은 검역, 순화, 투여 및 관찰기간 중 스테인레스제 망

사육상자(250W×350L×180H mm)에 3마리 이하로 수용

하였고, 사료(Teklad Certified Irradiate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 Harlan Co. Ltd., USA)는 두열바이

오텍(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3 성보프라자 107)으로부터 

공급받아 급이기에 넣고 자유섭취시켰으며, 물은 음용 상

수도수를 정수시킨 후 폴리카보네이트제 물병에 넣고 자

유섭취시켰다.

(2) 비글견

5~6주령의 암수 각 3마리 20일간 순화시키고 건강하다고 

판정된 6~7주령(1차 수컷 10.24~10.92 kg, 암컷 7.90~7.98 

kg, 2차 수컷 10.38~10.74 kg, 암컷 7.90~8.16 kg)의 암수 

각 2마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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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ts

Group Sex Number of animals Animal No. Administred fluid volume (ml/kg) Dose (mg/kg)

G1 Male 5 G1-1~G1-5 1 0

Female 5 G1-21~G1-25

G2 Male 5 G2-6~G2-10 1 0.3

Female 5 G2-26~G2-30

G3 Male 5 G3-11~G3-15 1 0.6

Female 5 G3-31~G3-35

G4 Male 5 G4-16~G4-20 1 1.2

Female 5 G4-36~G4-40

G1: control, G2~G4: experimental group.

2. Beagle dogs

Administration 
(i.m*)

Group Sex Number of animals Animal No. Dose (mg/kg)
Administred fluid 
volume (ml/kg)

1st G1 Male 1 1 0.15 0.1

Female 1 3

G2 Male 1 2 0.3 0.1

Female 1 4

2nd G1 Male 1 1 0.6 0.1

Female 1 3

G2 Male 1 2 1.2 0.1

Female 1 4

*intramuscular.

Table I. Group Composition for Assessment of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in SD Rats and Beagle Dogs

0.5oC, 상대습도 44.4±4.2% RH, 환기횟수 10~15회/hr, 

조명 12 hr (08:00 점등~20:00 소등), 조도 286 Lux로 조

절하였다. 동물은 순화, 투여 및 관찰기간 중에는 스테인

레스제 망사육상자(700W×750L×750H mm)에 1마리/사

육상자로 사육하였다. 사료는 실험동물용 개사료(LAB 

CANINE CHOW, Cargill Agri Purina Korea Inc.)를 바이

오피아(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4-2 신산빌딩 207호)으로

부터 공급받아 약 300 g (1 회/일)씩 제한급여하였으며, 

물은 음용 상수도수를 정수시킨 후 자동급수장치를 이용

하여 자유섭취시켰다.

본 실험에 사용한 랫드, 비글견은 독성실험에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실험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실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하였으며, 오리엔트바이오(경기도 성남)에서 구입하였다.

3) 실험군 구성 및 투여용량

(1) 랫드

임상예정용량인 0.067 mg/60 kg (≒1.116 ug/kg)의 약 

1,070배인 1.2 mg/kg을 고용량 투여군으로 하고, 공비를 

2로 두어 중용량 및 저용량을 설정하였으며, 주사용수를 

투여하는 음성대조군을 두었다. 투여 당일 체중을 기준으

로 1 ml/kg의 투여액량을 계산하였다(Table I.1).

(2) 비글견

본 실험물질의 랫드를 이용한 단회 근육투여 독성실험

의 결과, 0.3, 0.6 및 1.2 mg/kg 투여군에서 어떠한 독성

학적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참

조하여 본 실험에서는 1차 투여용량은 실험물질 0.15 및 

0.3 mg/kg으로, 2차 투여용량은 0.6 및 1.2 mg/kg으로 

설정하였다(Table I.2).

4) 투여기간 및 투여방법

사람에 대한 임상예정경로로서 근육투여시의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육투여를 선택하였다.

(1) 랫드

투여 당일 오전 중에 단회 투여로, 투여 동물을 대퇴부 

내측이 위로 오도록 배부에서 요부의 피부를 보정하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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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솜을 이용하여 투여부위를 소독하였다. 대퇴부 근육

내에 주사침을 찌르고 피스톤을 살짝 후퇴해서 혈액의 유

입이 없으면 실험물질을 천천히 주입하였다.

(2) 비글견

1일 1회로 4일 간격으로 총 2회 오전 중에 투여하였고, 

투여 전에 투여부위를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한 후 1인은 

동물을 잘 보정하고 다른 1인의 실험자가 왼쪽 대퇴부 근

육내에 주사침을 찌르고 바늘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피스톤을 살짝 후퇴해서 혈액의 유입이 없으면 실

험물질을 천천히 주입하였다. 투여 시 투여부위를 표기하

여 동일한 곳에 투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1차 투여는 

좌측 대퇴부에, 2차 투여는 우측 대퇴부에 실시하였다

2. 방법

본 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121호 ‘비
임상시험관리기준’19)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 

86호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20)에 따라 수행되었다.

1) 랫드 단회투여 독성실험

(1) 일반증상 관찰

모든 동물에 대하여 매일 1회 일반증상관찰을 실시하

였으며, 투여 당일에는 투여 30분 후 및 이후 6시간까지 

매 시간 마다 관찰하였다. 일반증상관찰은 투여 후 14일

까지 실시하였다.

(2) 체중변화

모든 동물에 대하여 입수, 군 분리, 투여 전, 투여 후 

1, 7 및 14일째(부검 전)에 측정하였다.

(3) 부검소견

투여 후 14일째에 모든 생존동물을 CO2가스를 이용하

여 마취시킨 후 개복하여 후대정맥과 복대동맥을 절단하

는 방법으로 방혈 치사시켜 장기에 대한 육안적인 부검소

견을 관찰하였다.

(4) 자료의 평가 및 통계학적 검정

랫드의 모든 실험동물의 체중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정리한 Table과 Figure를 이용하여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부형제 대조군과 실험물질 투여군 간의 체중변화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이용하여 군간 

비교하였다. 상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인 SPSS 

12.0 K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비글견 단회투여 독성실험

(1) 일반증상

실험기간 동안 사망여부, 일반증상의 종류, 발현일 및 

증상의 정도를 1일 1회 관찰하여 개체별로 일반증상 관찰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단, 투여당일에는 투여 후 1시간까

지는 지속적으로, 이후에는 투여 후 6시간째까지 매 시간 

관찰하였다. 2차 투여 후 14일까지 일반증상 관찰을 실시

하였다.

(2) 체중변화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입수, 군 분리, 투여동물에 대해

서는 1차 투여당일, 1차 투여 후 1 일, 2차 투여당일, 2차 

투여 후 1, 3, 7 및 14일에 체중을 측정하였다.

(3) 부검소견

2차 투여 후 14일째에 생존한 투여동물에 대하여 pen-

tobarbital (엔토발, 한림제약)을 이용하여 마취하에 액와

동정맥(Axillary atery & vein)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방혈

하여 안락사 시킨 다음, 부검하여 외부소견, 피하, 복강장

기, 흉강장기 및 뇌 등 전 장기에 대하여 부검소견을 기

록하였다.

(4) 자료의 평가 및 통계학적 검정

실험동물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결과»»»
1. 랫드 단회투여 독성실험

1) 사망률 및 일반증상

실험기간 동안 사망동물과 특이한 일방증상은 관찰되

지 않았다(Table II).

2) 체중변화

모든 실험동물에서 정상적인 체중증가가 관찰되었고 

통계학적 검정결과, 암수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체중변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III).

3) 부검소견

실험종료 시 모든 생존동물의 부검 결과, 특이한 육안



SD (Sprague-Dawley) 랫드와 비글견을 이용한 신바로3 약침의 단회 근육투여 독성실험

www.e-jkmr.org 77

Administration (i.m*) Group (dose (mg/kg)) Sex Animal No. Mortality/Other adverse events

1st G1 (0.15) Male 1 0/0

Female 3 0/0

G2 (0.3) Male 2 0/0

Female 4 0/0

2nd G1 (0.6) Male 1 0/0

Female 3 0/0

G2 (1.2) Male 2 0/0

Female 4 0/0

*intramuscular.

Table V. Mortality of Beagle Dogs in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Testing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Sex Examined organs Findings
Group (dose (mg/kg))

G1 (0) G2 (0.3) G3 (0.6) G4 (1.2)

Male
All organs Normal

5/5* 5/5 5/5 5/5

Female 5/5 5/5 5/5 5/5

*Number of animals with abnormal findings/Number of animals examined.

Table IV. Necropsy Findings of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in SD Rats

Sex
Group

(dose (mg/kg))

Body weight (g)

0 day 1 day 7 day 14 day

Male G1 (0) 295.78±13.57 299.22±14.55 337.56±22.74 382.74±33.39

G2 (0.3) 293.66±9.92 298.78±10.74 340.87±13.73 388.14±23.35

G3 (0.6) 292.72±10.11 298.38±9.61 337.29±15.73 381.62±24.03

G4 (1.2) 292.64±13.99 296.75±13.21 336.12±16.83 379.65±24.33

Female G1 (0) 188.18±4.29 190.42±5.48 215.35±4.80 231.94±11.20

G2 (0.3) 185.64±3.31 191.28±6.06 214.47±3.50 235.05±6.12

G3 (0.6) 191.79±5.81 195.09±7.50 216.98±5.91 239.96±5.92

G4 (1.2) 187.86±8.35 190.57±11.87 210.18±17.51 230.94±19.45

Table III. Body Weight of SD Rats in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Testing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Group
(Dose (mg/kg))

Mortality (deaths/total) Other adverse events

Male Female Male Female

G1 (0) 0/5 0/5 0/5 0/5

G2 (0.3) 0/5 0/5 0/5 0/5

G3 (0.6) 0/5 0/5 0/5 0/5

G4 (1.2) 0/5 0/5 0/5 0/5

Table II. Mortality and Other Adverse Events of SD Rats in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Testing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IV). 2. 비글견 단회투여 독성실험

1) 사망률 및 일반증상

실험기간 중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증상에

서는 2차 투여 후, 사료 남김이 0.6 mg/kg 투여군 암컷

에서 투여 후 3일부터 9일 및 11일부터 14일까지 관찰되

었다(Table V).

2) 체중변화

1차 투여 시 투여 후 1일째 0.15 mg/kg투여군 암컷 및 

0.3 mg/kg 투여군 암수에서 체중감소가 관찰되었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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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ose (mg/kg)) Sex Animal No. Examined parts Necropsy findings

G1 (0.15*→0.6†) Male 1 No gross findings

Female 3 No gross findings

G2 (0.3*→1.2†) Male 2 No gross findings

Female 4 No gross findings

*Dose at 1st administration. †Dose at 2nd administration.

Table VII. Necropsy Findings of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in Beagle Dogs

Administration
(i.m)

Group
(dose (mg/kg))

Sex
Animal

No.

Body weight (g)

Baseline 
(Day 0)

Day 1 Day 4 Day 7 Day 15 Difference

1st*,† G1 
(0.15)

Male 1 10.24 10.24 - - - -

Female 3 7.98 7.96 - - - －0.02

G2 
(0.3)

Male 2 10.92 10.76 - - - －0.16

Female 4 7.90 7.66 - - - －0.24

2nd‡,§ G1 
(0.6)

Male 1 10.38 9.82 10.14 10.15 11.10 0.72

Female 3 8.16 7.92 7.88 7.62 7.66 －0.50

G2 
(1.2)

Male 2 10.74 10.84 10.92 10.96 11.30 0.56

Female 4 7.90 7.74 7.92 7.86 8.18 0.28

*Day count from 1st administration. †Day count from 2nd administration. ‡Difference indicates body weight difference between 
Baseline (Day 0) and Day 1. §Difference indicates body weight difference between Baseline (Day 0) and Day 14. ∥intramuscular.

Table VI. Body Weight Difference of Beagle Dogs in Single-dose Intramuscular Toxicity Testing with Shinbaro3 Pharmacopuncture

투여 시 체중감소가 투여 후 1 및 7일째 0.6 mg/kg 투여

군 암수 및 1.2 mg/kg투여군 암컷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0.6 mg/kg 암컷에서는 실험기간 동안 체중증가억제가 관

찰되었다(Table VI).

3) 부검소견

실험물질의 투여와 관련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Table VII).

고찰»»»
생약은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폭 넓게 사용되

어 왔으며,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임상자료가 축

적되어왔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은 불완전하거나 과학적 

기술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약(생약)제제

는 기지 또는 미지의 다양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각 

화합물의 생리적 기능과 각 성분간의 상관관계는 규명되

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함유성분에 대한 정보 및 드

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용에 앞서 안

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21).

안전성 평가 중 하나인 단회투여독성실험은 실험물질

을 실험동물에 단회투여(24시간이내의 분할 투여하는 경

우도 포함)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실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단회투여

독성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종으로 설치류는 랫드가, 비설

치류는 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22).

천수근(Harpagophytum procumbens)은 일반적으로 악

마의 발톱으로 불리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의 

칼라하리사바에서 성장하는 참깨과의 초본식물로 임신 

중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 및 해열제, 혈액질환치료용,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남아프리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

어 왔으며23,24) 최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염, 및 관절

염 등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5).

랫드는 대조군과 3개의 실험군(0.3, 0.6 및 1.2 mg/kg)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일반증상, 체

중변화, 통계학적 검정, 동물의 사망 유무 및 실험종료 시 

생존동물의 부검소견을 관찰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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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특이한 일반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체중측정결

과, 모든 동물에서 정상적인 체중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실험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종료 시 모든 생존동물의 부검결과, 특이한 육안소견

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글견은 실험물질인 신바로3 약침을 0.15 및 0.3 

mg/kg으로 투여하는 실험물질 투여군을 설정하여 군당 

암수 각 1마리에 단회 근육투여(1차)한 후, 3일간의 회복

기간을 둔 후, 0.6 및 1.2 mg/kg으로 재투여(2차)하였다. 

2차 투여 후 2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중변화 및 부

검소견을 관찰한 결과, 실험기간 중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증상 관찰 결과, 2차 투여 후 관찰된 사료남

김은 발생빈도 및 용량상관성을 고려해 볼 때, 실험물질

과 관련이 없는 우발적인 증상으로 추정되며, 0.6 mg/kg 

투여군 암컷에서는 빈번한 사료남김으로 인해 실험기간

동안 체중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체중측정 결

과, 1차 투여 후 1일과 2차 투여 후 1 및 7일에 관찰된 

체중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험동물 공급업

체에서 제공한 비글견의 6~7개월령 부근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범위 내에서의 변화이고, 부검소견에서도 아무런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실험물질에 의한 독성학적인 

의미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실험 조건하에서 실험물질 신

바로3 약침의 반수치사량(LD50, Letha lDose50)은 ＞1.2 

mg/kg b.w.으로 사료되며, 개략의 치사량(ALD, Approxi-

mate lethal dose)은 1.2 mg/kg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신바로3 약침에 대한 독성학적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4주 반복독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본 연구는 항염증 등에 효과가 있는 천수근 추출물의 

랫드와 비글견에 대한 단회 근육투여 독성실험을 의약품

등의 독성실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12-86호)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랫드는 실험물질 천수근 추출물을 0 

및 0.3, 0.6, 1.2 mg/kg용량으로, 비설치류 비글견은 0.15 

및 0.3 mg/kg으로 투여하는 실험물질 투여군을 설정하여 

1차 단회 근육투여 후, 3일간의 회복기간을 둔 후, 0.6 및 

1.2 mg/kg으로 2차 단회 근육투여 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사망동물 및 특이한 일반증상은 랫드, 비글견 모두 

실험기간 중 관찰되지 않았다.

2. 체중변화는 랫드, 비글견 모두 특이한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3. 부검결과는 랫드, 비글견 모두 특이한 육안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랫드의 경우 본 실험조건에서 실

험물질 천수근 추출물의 반추치사량(LD50, Lethal Dose 

50)은 ＞1.2 mg/kg b.w.으로 사료되며, 비글견의 경우 

개략의 치사량(ALD, Approximate lethal dose)은 암수 

모두 1.2 mg/kg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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