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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rocessing of Pinelliae Tuber and Arisaematis Rhizoma is a crucial step to reduce the severe acrid 

irritation mainly due to the needle-like crystals (raphides). Ginger, alum and bile juice have been used as adjuvant 

materials for the processing. 

Methods : Bibliographic research on ancient processing and experimental processing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toxicity reduction mechanisms of the processing with ginger, alum and bile juice. 

Results : Ginger has been a major adjuvant for the processing of Pinelliae Tuber, followed by alum and bile juice since 

Song (宋) and Myeong (明) dynasties, and Arisaematis Rhizoma has been mainly used as Damnamseong (膽南星). The 

raphides consisting of calcium oxalate, lectin, agglutinin and polysaccharides can induce acrid irritation and the 

inflammatory reactions. The lipophilic components in the ginger denatured the structure of raphides and 

6-gingerol-contained ginger extract attenuated the inflammatory reaction. The calcium ion (Ca2+) of calcium oxalate 

was substituted to the aluminium ion (Al3+) of the alum, which damaged the calcium oxalate structure. Lectin attached 

to the surface of raphides was dissolved in alum solution and consequently its structure was denatured. The cholate 

in the bile juice formed the complex with the oxalate anion or the calcium cation. Moreover, the enzymes activated 

by Lactobacillus or Bifidobacterium during the fermentation promoted the fragmentation of oxalate.         1)

*Corresponding author : Hongjun Kim, Department of Formulae Pharma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43,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5338, Republic of Korea.
 ·Tel : +82-63-290-9028  ·E-mail : kimboncho@woosuk.ac.kr
#Co-first authors : Jung-Hoon Kim,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nam, 50612, Republic of Korea.
 ·Tel : +82-51-510-8456 ·Fax : +82-51-510-8456 ·E-mail : kmsct@pusan.ac.kr
Guemsan Lee,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nbuk, 
54538, Republic of Korea.
 ·Tel : +82-63-850-6985 ·Fax : +82-63-850-6985 ·E-mail : rasfin@wku.ac.kr
 ·Received : 21 July 2021 ·Revised : 26 August 2021 ·Accepted : 25 September 2021



16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Conclusion : The adjuvant materials damaged the raphides by denaturing or degrading the calcium oxalate,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acrid irritation. Further experimental studies would support the toxicity reduction mechanism of 

th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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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半夏는 천남성과(Araceae)에 딸린 반하 Pinellia ternata 

(Thunb.) Makino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

이고, 天南星은 역시 천남성과(Araceae)에 속한 둥근잎천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 天南星 A. erubescens (Wall.) 

Schott 또는 두루미천남성 A. heterophyllum Blume의 덩이

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1). 半夏는 化痰止嘔, 

燥濕降逆, 消痞散結의 효능으로 痰多咳嗽, 痰飮眩悸, 風痰眩暈, 

痰厥頭痛, 嘔吐反胃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天南星은 燥濕化痰, 

袪風止痙, 散結消腫의 효능으로 頑痰咳嗽, 風痰眩暈, 中風痰

壅, 口眼喎斜 등의 증상을 치료하여, 두 약재 모두 溫燥한 성

질로 燥濕化痰하는 작용이 있지만 生用하면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生薑, 白礬, 膽汁 등을 이용하여 薑半夏, 淸半夏, 製天

南星, 牛膽南星 등으로 제조하여 독성을 감소시키고 특정 효

능을 증대하여 사용하고 있다1,2). 

半夏와 天南星은 生用 시 위장관, 인후, 결막 등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구강 내 자극성 통증, 부종, 실음, 구토, 타액증가, 

언어곤란, 연하곤란, 현훈, 설사 등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 염

증성 반응을 수반하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3,4). 이러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에 대한 탐색 과정의 초기에는 3,4-dihydroxybenzaldehyde, 

homogentisic acid 등이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후 주로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으로 구성된 

침상결정(針狀結晶, raphides)이 점막 자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고, 半夏와 天南星을 비롯한 天南星과 식물에

서 강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다5-8).

옥살산(oxalic acid)은 양이온(cation)과 강한 착화합물

(chelate) 형태로 결합하는데, 특히 칼슘이온(Ca2+)과 강하게 

결합하여 불용성 염(salt)인 옥살산칼슘을 형성한다9). 옥살산

칼슘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식물들에 함유되어 있는데, 일부 

식물에서는 가시모양(acicular) 또는 바늘모양(needle- 

shaped)의 침상결정(針狀結晶)을 생산하여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예를 들어, 천남성과에 딸린 물상추 Pistia 

stratiotes L.는 식물체 내에서 각각 옥살산칼슘으로 구성된 

침상결정과 작은 구형 결정(globular-shaped crystal; druse)을 

형성함으로써 식물체 내에서 칼슘을 조절하는데, 특히 침상결

정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식물체를 방어하는데 도움을 준다10). 

사막에서 자생하는 수선화과(Amaryllidaceae)에 딸린 

Pancratium sickenbergeri Asch. & Schweinf.은 초식동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침상결정을 구성하는 옥살산칼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침상결정은 독성 단백질과 같은 자극 유발물질

(irritant)과 함께 생체 내에서 강한 통증성 자극(acridity)을 

유발한다12,13). 특히, 천남성과(Araceae) 식물에서 발견되는 

침상결정은 주로 옥살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다 복용 시 

구강과 인후통, 연하통(odynophagia), 구강 주위 부종, 발성의 

변화, 침분비 과다, 구역,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기도 부종과 폐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14-17). 

또한 옥살산칼슘 뿐만 아니라 kinin계 물질 및 histamine을 분

비하도록 촉발하여 부종 등의 염증성 반응도 동반하게 된다14,15). 

이처럼 침상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자극은 半夏와 天

南星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生薑, 白礬, 膽汁 등의 

다양한 輔料를 이용하여 독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半夏 중 옥살산칼슘의 함량이 0.5% 이

하인 경우 강한 자극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炮製를 통해 

옥살산칼슘의 함량을 낮추고, 침상결정으로 인한 독성도 감소

시킬 수 있다9). 다양한 炮製방법이 半夏와 天南星의 독성 감

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험

적인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독성 감소 기전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半夏와 天南星의 독성 유발물질로 알

려진 옥살산칼슘 기반 침상결정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영향을 파악하고, 침상결정이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및 자극성이 

炮製를 통해 감소되는 기전을 파악하기 위해 각 輔料에 의한 

독성 감소 기전을 고찰하였다.       

Ⅱ. 연구방법

1. 半夏와 天南星의 炮製에 관한 고문헌 검색

역대 본초서2) 중 半夏와 天南星의 炮製에 대한 기록이 있는 

문헌을 선별하여 검색하였고, 대상 문헌은 다음과 같다.

• 秦漢代~五代 : 《雷公炮炙論》18), 《名醫別錄》19),

《本草經集註》20), 《日華子本草》21)

• 唐宋代 : 《嘉祐本草》22), 《本草圖經》23), 《證類本草》24),

《太平惠民和劑局方》25), 《聖濟總錄》26)

• 金元代 : 《珍珠囊補遺藥性賦》27), 《湯液本草》28),

《本草衍義補遺》29)

• 明代 : 《本草品彙精要》30), 《本草約言》31), 《本草蒙筌》32),

《醫學入門》33), 《本草綱目》34), 《雷公炮製藥性解》35),

《炮炙大法》36), 《本草徵要》37)

• 淸代~中華民國 : 《本草易讀》38), 《本草備要》39),

《本經逢原》40), 《得配本草》41),

《本草求眞》42), 《神農本草經讀》43),

《本草分經》44), 《本草害利》45),

《醫學衷中參西錄》46), 《增訂僞藥條辨》47), 

《本草正義》48), 

• 朝鮮 : 《鄕藥集成方》49), 《東醫寶鑑》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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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검색사이트 및 검색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kiss. 

kstudy.com), 구글학술검색(scholar.google.co.kr), Pubmed 

(www.ncbi.nlm.nih.gov/pubmed),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

(www.cnki.net) 등의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半夏, 製半夏, 

天南星, 南星, 牛膽南星, 膽南星, 炮製, Pinelliae Tuber, 

Arisaematis Rhizoma, processing, calcium oxalate’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3. 문헌 선정 기준

검색된 문헌 중 침상결정의 구성 성분에 관한 연구, 半夏‧天
南星 및 침상결정의 자극성에 관한 연구, 生薑‧白礬에 의한 독

성 감소 및 기전에 관한 연구 등과 관련된 문헌을 선정하여 정

리하였다. 이중 牛膽南星에서 독성이 감소되는 기전에 관한 

실험연구는 미비하였기 때문에, 膽汁 혼합 및 발효균주가 인체 

내 옥살산의 구조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정리

하여 牛膽南星에서 발생하는 독성감소 기전을 추정하였다. 

그 외 천남성과에 속한 虎掌南星 Pinellia pedatisecta 

Schott, 水半夏 Typhonium flagelliforme (Lodd.) Blume, 

禹白附(獨角蓮) Typhonium giganteum Engl.[= Sauromatum 

giganteum (Engl.) Cusimano & Hett.]에서 침상결정의 특

성과 자극성에 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부합하는 일부 내용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輔料를 사용한 半夏와 天南星의 독성 감소에 

관한 본초문헌 분석

1) 半夏의 炮製

《雷公炮炙論》에서 ‘白芥子와 頭醋 혼합액에 半夏를 첨가하여 

끈끈한 것(또는 거품 같은 것, 涎)을 충분히 씻어내야(洗) 한

다’고 기술18)되어 있고, 《名醫別綠》에서 ‘湯洗(세차게 씻음)하

여 점액 같은 것(滑)이 없어지도록 한다(生令人吐 熟令人下 用

之湯洗 令滑盡)’고 기술19)하여 輔料를 사용하지 않고 半夏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1차 가공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本

草經集註》에서는 《名醫別綠》에 기술된 내용에 더하여 ‘滑한 

것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인후를 자극한다. 처방 중 

半夏를 사용할 때는 生薑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써 

半夏의 독을 제어한다(用之皆湯洗十許過 令滑盡 不爾戟人咽喉. 

方中有半夏 必須生薑者 亦以制其毒故也)’라고 기술20)하여, 半

夏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生薑을 輔料로 사용하는 것을 제시

하였다. 

宋代의 《嘉祐本草》에 인용된 《藥性論》에서도 ‘충분히 湯淋

(세차게 씻음)하여 涎이 다하게 하고, 다음 생강 등으로 그 독

을 억제하여 사용한다(湯淋十遍去涎方盡 其毒以生薑等分制而

用之’라고 하여22), 《本草經集註》의 내용과 유사하게 生薑을 

통해 半夏의 독성을 제어하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證類本草》

에 인용된 『經驗後方』, 『斗門方』, 『深師方』 등에서도 마찬가

지로 각각 ‘生薑 세 조각과 같이 달이거나(薑三片同煎)’, ‘生薑

汁과 혼합하여 떡모양으로 만들거나(以生薑自然汁和爲餅子)’, 

또는 ‘生薑 달인 물(生薑湯)과 같이 복용하는 것’ 등으로 기술

되어 있다24). 또한 宋代 《聖濟總錄》에서 脾胃虛冷, 飲食不化, 

嘔逆多痰에 사용하는 半夏湯方 중 ‘半夏 白礬水煮焙’, 款冬花

湯方 중 ‘半夏 白礬水浸七日焙乾’으로 기재되어 있고25), 《太

平惠民和劑局方》에서 八風丹과 牛黃生犀丸 중 ‘半夏 白礬製’로 

기재되어 있는 등 白礬을 이용하여 半夏와 天南星을 炮製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26). 

生薑을 통해 半夏의 독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金元代의 《珍

珠囊補遺藥性賦》에서 ‘熟令人下 生令人吐 合生薑和煎 方制其

毒’27), 《湯液本草》에서 ‘《本草》云 … 生令人吐 熟令人下 用之

湯洗去滑令盡 用生薑等分制用’28)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本

草衍義補遺》에서 ‘임산부에게 半夏를 사용할 때 薑으로 炒하

여 사용한다(妊婦薑炒用之)’라고 기술하였는데29), 이는 임산

부에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生薑을 통해 半夏의 독성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明代 초기의 《本草品彙精要》에서도 ‘이것을 잘못 먹어 중독

된 자는 生薑汁으로 해소한다(誤食此中毒者 以生薑汁解之)’고 

기술30)하여 生薑으로 半夏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이어

졌다. 이후 《本草約言》에서 ‘半夏를 生薑, 白礬, 甘草와 같이 

삶는다(常用亦以薑‧礬‧甘草煮之)’31), 《本草蒙筌》에서 ‘半夏를 

枯礬(白礬)과 함께 갈아서 生薑汁을 섞어 작은 떡처럼 만든다

(若研末攙少枯礬 每泡過半夏四兩 入枯礬一兩共研 拌薑汁捏作

小餅)’32), 또는 《醫學入門》에서 ‘묵은 생강(老薑)을 달여서 농

축한 즙액에 白礬을 가한다(用老薑煎濃汁 少加白礬三分之一)’33) 

등으로 기술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白礬이 生薑과 함께 半

夏의 독성을 제어하는데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本

草綱目》은 生薑과 白礬을 이용하여 半夏麯을 만드는 방법(硏

末以薑汁‧白礬湯和作餅 楮葉包置籃中 待生黃衣 日乾用 謂之半

夏麯)을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白飛霞의 『醫通』을 인용하여 

‘濕痰에는 薑汁과 白礬湯을 같이 사용한다(治濕痰以薑汁‧白礬

湯和之)’와 같이 痰病의 원인에 따라 半夏麯에 사용하는 輔料

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34). 이후 《雷公炮製藥性解》에 ‘須湯淋

十遍 薑礬甘草制用’35), 《炮炙大法》에 ‘若入治痰飲藥 用白礬湯 

入薑汁浸透洗淨 用無白星爲度’36), 《本草徵要》에 ‘水浸五日 每

日換水 去涎 薑礬同煮 汁乾爲度’37)으로 기재되는 등 明代 후

기에도 半夏의 독성을 제어하는데 生薑과 白礬이 함께 사용되

었다. 

淸代에도 明代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헌에서 生薑과 白

礬을 함께 사용하거나 半夏麯을 만들어 半夏의 독성을 제어하

였다. 이에 더하여 《本草備要》에서 ‘一用臘月黃牛膽汁 略加熱

蜜和造 名牛膽麯 治癲癎風痰’39), 《本經逢原》에서 ‘小兒驚痰發

搐及膽虛不得眠 豬膽汁炒’40), 《得配本草》에서 ‘如驚痰 膽汁拌

炒用’41), 《本草求眞》에서 ‘同黃牛膽與蜜造 名牛膽麯’42) 등으

로 기술된 바와 같이 癲癎, 小兒驚痰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런 소의 담즙(牛膽汁)으로 발효하여 牛膽麯
을 제조하거나, 돼지 담즙(豬膽汁)을 이용하여 半夏와 함께 炒

하는 등 膽汁이 半夏 독성을 제어하는 輔料로 사용되였다.    

한편, 朝鮮에서는 《鄕藥集成方》에서 ‘尙戟人咽喉 可木臼爲

末 以生薑等分 搗硏和爲劑 淹一宿 捏作餠子 焙乾’49), 《東醫寶

鑑》에서 ‘湯浸切片 淋洗七遍 去涎盡 以生薑汁浸一宿 焙乾

用’50) 등으로 기술하여 生薑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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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淸代 《神農本草經讀》에서 ‘…白礬을 사용하

는 경우 왕왕 嘔吐를 일으킨다. …옛사람들은 湯으로 7차례 

씻어서 涎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입

이 마비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좇아 쓰지 못한다(…概用白礬

煮之 服者往往致吐… 古人只用湯洗七次 去涎 今人畏其麻口 

不敢從之)’43), 《醫學衷中參西錄》에서 ‘모두 白礬水로 삶는데, 

서로 制함이 크게 지나쳐 조금이라도 辛味가 없고 백반의 맛

(礬味)로 많이 변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嘔吐를 하게 한다(…

皆用白礬水煮之 相制太過 毫無辛味 轉多礬味 令人嘔吐)’46), 

中華民國 시대 《本草正義》에서 ‘(약재를) 浸泡하고 또 浸泡하

고, 갈고 또 갈아서 약물의 본질(本眞)은 오래전에 이미 소멸

되었는데 심지어 白礬을 거듭 사용하여 덮어버림이 오래되어 

辛開滑降의 實함이 마침내 조금이라도 남지 않게 되어…(於是

浸之又浸 搗之又搗 藥物本眞 久已消滅 甚至重用白礬 罨之悠

久 而辛開滑降之實 竟無絲毫留存…)’48)라고 기술하는 등 淸代 

후기 이후의 일부 문헌에서는 白礬 사용이 지나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다. 

2) 天南星의 炮製

이 등의 선행 연구5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日華子本草》에 

‘약으로 쓸 때는 炮하여 사용하라(入藥炮用)’라고 기재21)된 

이래, 宋代에부터 明代를 거쳐 淸代에 이르기까지 天南星을 

약용하기 위해 牛膽과 天南星을 혼합하여 발효하는 과정을 통

해 天南星의 독성을 감소시켜 膽星(牛膽南星)으로 사용하였

다. 특히 宋代 《聖濟總錄》에서 玉粉散方 중 ‘天南星 白礬水煮

軟切焙半兩’으로 기재되어 있고25), 明代 《本草品彙精要》에서 

‘白礬, 皂莢으로 같이 삶아서 독을 제거한다(用白礬‧皂莢 煮去

其毒)’30), 《醫學入門》에서 ‘生薑汁과 白礬으로 함께 삶아서 

(天南星의) 중심부에 하얀부분(白點)이 없도록 하면 역시 좋다

(用薑汁‧白礬煮至中心無白點亦好)’33), 《炮炙大法》에서 ‘흐르는 

물로 달인 明礬(白礬) 혹은 生薑汁과 섞어서 함께 浸泡하여 사

용한다(滾湯明礬或薑汁拌 和泡用)’36)라고 하는 등 白礬을 이

용하여 炮製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本

草綱目》에서는 生薑汁과 白礬 달인 물(礬湯)을 이용하여 南星

麴을 만드는 방법(造膽星麴法 以薑汁‧礬湯 和南星末作小餅子 

安籃內 楮葉包蓋 待上黃衣 乃取晒收之)도 제시하였다34). 

淸代 《本草易讀》38), 《本草備要》39), 《本經逢原》40), 《得配本

草》41), 《本草分經》44), 《本草害利》45), 등과 이후 中華民國 시대 

《增訂僞藥條辨》47) 등 대부분 본초서적에서도 明代와 같이 膽

星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本草求眞》에

서 ‘白礬 달인 물(礬湯) 또는 皂角汁에 사흘정도 浸泡한다(以

礬湯或皂角汁浸三晝夜)’라고 기술42)하여 白礬을 이용한 炮製 

방법을 제시하였고, 《得配本草》에서 ‘造南星麯法 以薑汁‧礬湯 

和南星末作小餅子 安籃內 楮葉包蓋 待上黃衣 乃取曬收之’41), 

《本草求眞》에서 ‘造麴法 以薑汁礬湯 和南星末 作小餅子’42)라

고 하는 등 《本草綱目》에서와 마찬가지로 生薑汁과 白礬을 이

용하여 南星麯(南星麴)을 제조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朝鮮의 《鄕藥集成方》과 《東醫寶鑑》에서도 牛膽南星을 제조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이외에, ‘天南星을 白礬水에 하루이틀 

정도 담궈두거나(以白礬水浸一二宿)’49), ‘天南星을 生薑汁과 

白礬과 같이 삶는 방법(薑汁白礬煮 至中心無白點)’50) 등 白礬을 

이용하여 天南星을 炮製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半夏는 秦漢代부터 金元代까지 生薑을 이용하여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는데, 明代에 들어서 白

礬이 生薑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半夏麯이

라고 하는 발효과정을 통해 독성을 감소하는 방법이 淸代까지 

널리 활용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소나 돼지의 膽汁도 輔料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天南星은 五代에 문헌에 등

장한 이후 줄곧 소나 돼지의 膽汁을 이용하여 膽南星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독성을 감소시켜왔는데, 明代 이후부터 白礬 단

독으로 또는 白礬과 生薑을 같이 이용하거나, 발효를 통해 南

星麯을 제조함으로써 독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炮製 방법은 한국과 중국의 공정서에 半

夏生薑白礬製, 薑半夏, 淸半夏, 半夏麯, 製天南星, 牛膽南星

(膽南星) 등으로 기재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1,52,53).

2. 침상결정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자극성 

1) 침상결정의 물리화학적 특성

半夏와 天南星에 존재하는 침상결정은 유연하고 단단하며, 

양 끝부분이 뾰족한 가늘고 긴 형태로 표면에 작은 가시(barb)와 

홈(groove)이 존재한다54,55). 주로 옥살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고, 날카로운 양쪽 끝부분이 기계적으로 점막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한다56). 이와 더불어 두 약물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lectin이 옥살산칼슘과 같이 함유되어 있다57). 

半夏 및 虎掌南星에서 분리한 침상결정 표면에 분자량 

13kDa의 응집소(agglutinin)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다58,59). 

半夏, 虎掌南星, 東北天南星(둥근잎천남성), 禹白附에서 각각 

분리한 침상결정을 EDTA 적정법, 단백질 분석법 및 안트론-

황산(anthrone-sulfuric acid) 기반 색측정법을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 옥살산칼슘은 84.58 ~ 90.26%, 단백질은 2.16 

~ 9.26%, 당류는 0.28 ~ 0.54%로 함유되어 있었고60), 침상

결정을 가수분해 및 아세틸화(acetylation)한 후 구성 다당류를 

분석한 결과 L-arabitol, L-mannitol, D-glucose, 

D-galactose 등이 유래 약재별로 다른 조성으로 함유되어 있

었다61).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위 4종 약재의 침상결정 구성 원소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옥산산칼슘 제1수화물(calcium oxalate monohydrate) 

Figure 1.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raphides containing calcium 
oxalate, proteins, and monosaccha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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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원소인 Ca, C, O 원소에 N, S가 추가된 총 5종 원소가 

검출되었고, 적외선분광법을 통해 카르복실기(-COOH)와 아

민기(-NH2)의 존재를 확인하였다(Figure 1)62). 그리고 침상

결정은 염산(HCl, pH 1)과 수산화나트륨(NaOH, pH 11) 내

에서 결정의 형태가 소실되었다63).

2) 침상결정 및 결정 구성 물질의 자극성  

半夏 분말현탁액을 마우스에 복강주사 시 대조군에 비해 

복강 모세혈관 투과도와 복강삼출액 내 prostaglandin E2(PGE2)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복강삼출액 내 histamine 함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족부종을 유발한 모델에서 부종 정도 

및 족부 조직 내 PGE2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염증성 반

응이 유발되었다64). 半夏의 침상결정과 분말현탁액은 토끼의 

각막, 홍채, 결막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데, 특히 침상결정의 

농도와 안구 자극성은 높은 상관성 (r2=0.9835)을 보였으나, 

半夏 열수추출물(침포 후 30분 가열)과 유기용매 추출물(95% 

에탄올,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에테르, 석유

에테르; 24시간 침포 후 80℃ 1시간 환류추출)에서는 침상결

정이 검출되지 않았고, 토끼 안구에 대한 자극도 없거나 현저히 

적었다65). 半夏에서 분리한 침상결정 현탁액을 마우스 꼬리정

맥에 주사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복강주사하면 복

강삼출액 내 PGE2, nitric oxide(NO), malondialdehyde 

(MDA) 함량 등이 증가하며, 랫드의 다리에 침상결정 현탁액을 

주입하면 족부 조직 내 cyclooxygenase-2(COX-2), PGE2 

함량이 증가하였다66). 水半夏, 天南星, 禹白附에서 분리한 침

상결정 현탁액을 이용하여 토끼 안구에 자극하면 침상결정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토끼 각막의 혼탁도, 홍채 충혈 및 부종, 

결막 충혈 및 부종, 안구 분비물 등이 증가하였다67). 虎掌南

星에서 분리한 침상결정을 마우스에 복강주사 후 복강삼출액 내 

PGE2, NO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虎掌南星에서 

분리한 응집소는 대식세포 TNF-α와 IL-1β 분비량을 증가

시켰다68). 

半夏, 虎掌南星, 禹白附에서 분리한 응집소를 랫드에 복강

주사하면 복강삼출액 내 NO와 PGE2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69). 응집소와 침상결정을 단독 및 복합으

로 토끼 결막에 자극하면 응집소 자극 군에 비해 침상결정 자

극군에서 결막의 충혈, 부종, 분비물 등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응집소와 침상결정 복합 자극군에서 침상결정 단일군에 비해 

결막자극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 침상결정의 기계적 

자극과 응집소에 의해 통증성 자극이 가중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69). 응집소는 랫드 복강 내 호중구 이동하게 하고, 침상결

정과 더불어 랫드 복강 내 PGE2 함량을 증가시켜 염증을 일

으킨다70). 특히 응집소 단독보다는 침상결정과 함께 투여되었

을 때 토끼의 안구 결막에 충혈, 부종, 분비물 등의 현저한 증

가를 야기하는데, 이는 침상결정이 결막조직으로 침투함으로 

인해 응집소의 염증유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天南星의 기원식물 중 하나인 一把傘南星 Arisaema 

erubescens의 根莖에서 분리한 lectin(분자량 약 12kDa)은 

랫드 뒷다리에 부종을 유발하고, 복강주사에 의해 복강 삼출

액 내 호중구 이동 증가, NO, PGE2, TNF-α 생산 증가 등의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였다71). 虎掌南星에서 분리한 침상결정

과 lectin를 랫드의 복강에서 분리한 대식세포에 처리하면 침

상결정과 lectin의 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식세포의 TNF-

α와 IL-1β 분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두 물질의 처

리시간이 증가할수록 대식세포의 pseudopodium 증가, 세포

구조 변형 및 세포막 파괴, 그리고 호중구 이동(migration)이 

증가하여 염증반응을 유발하였다72).

3. 炮製에 의한 침상결정과 결정 구성 물질의 물성 

및 자극성 변화

半夏에서 옥살산칼슘은 다당(polysaccharide)으로 구성된 

점액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고, 半夏가 熱水를 접촉하면 조직 내 

점액세포가 용해되어 일종의 콜로이드를 형성하며, 옥살산칼

슘은 이 콜로이드에 많이 딸려가기 때문에 열수로 계속해서 

半夏를 세척하면 콜로이드의 형성 및 제거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옥살산칼슘이 제거된다는 것을 통해 ‘湯洗數十度 令水清
滑盡’을 설명하였다73).

法半夏, 淸半夏, 薑半夏 등의 炮製 방법에 의해 半夏에 함

유된 옥살산칼슘의 함량이 生半夏 대비 15.9% ~ 64.6%로 

감소하거나74), 薑半夏의 옥살산칼슘 함량이 生半夏 대비 16.2% 

로 감소하였다75). 虎掌南星 분말, 8% 白礬 용액으로 炮製한 

분말, 침상결정, 2% 白礬 용액에 침지한 침상결정을 각각 마

우스에 복강주사하면 분말과 결정에 각각 白礬으로 처리한 군

에서 백반으로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복강삼출액 내 PGE2 

및 NO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응집소를 白礬으로 처리

한 군에서도 白礬으로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PGE2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68). Oxalate는 가공 과정에서 함량이 감소하는데,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한 Treculia africana의 種子를 각각 

1.0%, 1.5%, 2.0% 白礬 용액에 浸漬하고 살짝 데치면 

oxalate의 함량이 원 재료 함량 대비 76.2%, 71.4%, 66.7%

로 감소하였다76). 이를 통해 炮製과정, 특히 白礬이 첨가된 

재료를 이용하여 炮製과정을 거치는 경우 옥살산칼슘의 옥살

레이트(oxalate) 함량이 감소함으로 인해 옥살산칼슘 또한 감

소하고, 이와 연관된 자극성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Lectin은 포제하지 않은 半夏, 虎掌, 天南星, 禹白附에 2.3 

~ 7.3%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반해, 淸半夏에는 0.27% 함유

되어 있고, 薑半夏와 製天南星, 製白附에는 함유되지 않았으며, 

白礬 단독으로 또는 生薑과 함께 炮製하면 lectin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77). 또한 위 네 약재를 모두 생강즙에만 7일 

동안 침지하면 lectin 함량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白礬 용액에 침지하면 5일째부터 lectin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熱水 조건 하에서는 가열 시간(1~3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lectin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lectin 단독 가

열의 경우), 2시간 이후부터 함량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77). 

이는 白礬 용액 또는 熱水에 의해 lectin의 구조에 변화가 발

생하여 난용성 침전을 형성하여 lectin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77).

그 외, 生半夏 분말 현탁액을 랫드에 경구투여하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체중 감소, 혈청 내 creatine kinase, creatine 

kinase-MB, LDH 등의 함량 증가, 심근조직의 파괴 및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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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세포 침윤 등이 관찰되지만, 薑半夏 분말 현탁액 투여군

에서는 生半夏 투여군에 비해 체중 감소 억제, 혈청 내 creatine 

kinase, creatine kinase-MB 등의 함량 감소, 심근 조직의 

경미한 손상 등이 관찰되고, 또한 生半夏 투여군에서 증가된 

TGF-β1 발현이 薑半夏 투여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薑半夏가 生半夏에 비해 심장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78).

이를 통해 炮製 과정과 사용된 輔料의 영향에 의해 半夏 및 

南星의 침상결정과 결정 구성 물질에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발

생하고, 이로 인한 생물학적 자극성이나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生薑에 의한 침상결정과 결정 구성물질의 물성 및 

자극성 변화

半夏에서 분리한 침상결정을 물에 현탁한 후 10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면 침상결정이 변성(denaturation)되어 바

늘형태로 관찰되지 않았고, 침상결정 현탁액을 각각 상온 및 

–20℃에서 60일 동안 보관 시 상온 보관한 현탁액에서 침상

결정의 변성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79). 半夏 분말을 각각 乾薑 

전탕액 및 乾薑 분말과 혼합 후 40℃에서 2시간 동안 보관하면 

甘草, 川芎, 白朮 등과 혼합했을 때보다 침상결정 함량이 감소

하였고, 半夏 분말과 乾薑 전탕액을 혼합하여 40℃에서 15분 

~ 90분 동안 보관한 결과 보관시간이 증가할수록 침전결정물

의 변성정도가 증가하였다79). 半夏 분말을 가열하지 않은 生

薑汁과 가열한 生薑汁에 각각 혼합하여 40℃에서 30분 ~ 60분 

동안 보관하면 가열한 生薑汁에 혼합한 半夏에서 침상결정의 

변성이 더 많이 관찰되었고, 乾薑 및 白朮에서 친지성 성분

(lipophilic components)을 추출한 후 각각 半夏 분말 및 침

상결정 현탁액과 혼합하여 40℃에서 2시간 동안 보관하면 乾

薑의 친지성 성분과 혼합한 半夏 및 침상결정 현탁액에서 침

상결정의 변성이 관찰되어, 乾薑(또는 生薑)의 친지성 성분이 

침상결정의 변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9). 침상결정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친지성 성분이 열에 의해 

변성되고, 침상결정이 변성되면 친지적 특성이 감소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었다79). 

生薑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EA) 추출물(6-gingerol 

89.28% 함유)을 虎掌南星 유래 침상결정을 투여한 마우스에 

경구투여하면 복강 염증성 삼출물 내 PGE2 함량, 대식세포의 

TNF-α 및 IL-1β 분비 등이 감소하였고, 대식세포의 포식작

용, 세포막 손상, 세포변형 등 대식세포의 형태변화를 억제하

였다80). 마우스 복강에서 분리한 대식세포에 半夏에서 분리한 

lectin으로 염증반응을 유발한 후 生薑 EA 추출물(6-gingerol 

85.21% 함유)을 처리하면 대식세포로부터 TNF-α 및 ROS 

분비 및 세포 내 receptor-interacting protein kinase 

3(RIP3) 발현 등이 감소되었고, 대식세포의 변형 및 세포막 

파괴가 억제되었다81). 

마우스에 生薑汁을 경구투여한 후 半夏 침상결정을 복강주

사하면 生薑 비투여군에 비해 침상결정으로 인한 모세혈관 투

과도, 백혈구, 단백질, PGE2 함량 등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生薑汁을 경구 투여한 랫드의 우측 뒷다리에 침상결정으로 유

발하면 生薑汁 고농도 투여군 (8g/kg)에서 족부종이 유의하

게 감소되었다82). 이를 통해 半夏로 인해 발생하는 생체의 염

증성 반응을 生薑, 특히 生薑에 함유되어 있는 gingerol이 감

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2,83).

2) 白礬에 의한 침상결정과 결정 구성물질의 물성 및 

자극성 변화

生半夏를 각각 0 ~ 5℃/1주일 또는 35℃/2일 동안 맑은 

물에 침지하면 半夏 내 옥살산칼슘 함량이 약 1.7%로 확인되

는데 반해, 8% 백반용액(KAl(SO)4)2‧12H2O solution)에 침지

하면 옥살산칼슘이 0.79%(0 ~ 5℃/1주일), 0.23%(35℃/2

일)로 감소하였고, 토끼의 각막 및 홍채에 대한 자극, 결막의 

충혈, 부종, 분비물 등이 白礬 비처리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

하였다73). 또한 半夏와 虎掌南星에서 각각 분리한 침상결정을 

8% 백반용액에 2일 동안 침지 후 원심분리한 침전물에는 침상

결정이 일부 용해되거나 부식되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토끼의 결막에 자극 시 白礬에 침지하지 않은 군에 비해 

결막 부종이 감소되었다84).

半夏를 백반 용액에 침지하면 半夏 침상결정의 끝부분이 

부식되거나, 구조가 깨지거나 용해되어 독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3). HPLC를 이용하여 半夏와 虎掌에서 유래한 침상

결정의 주된 구성 성분은 옥살산(oxalic acid)에서 유래한 옥살

레이트(oxalate, C2O4
2-)임을 확인하였고, 침상결정물을 각각 

8% 白礬용액, 삼염화알루미늄(AlCl3) 용액, 황산나트륨(Na2SO4) 

용액에 24시간 동안 침지하면 白礬 용액 및 삼염화알루미늄 

용액 침지군에서는 옥살레이트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황산나트륨 용액 침지군에서는 옥살레이트 피크의 크기가 원 

결정물에서와 큰 차이가 없었다84). 이는 白礬 및 삼염화알루

미늄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알루미늄 이온(Al3+)이 침상결정의 

용해 및 구조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84). 

특히 침상결정은 물에 비해 산이나 알칼리에 잘 용해되는 특

성이 있는데, 침상결정을 산성(acidity)을 띠는 白礬 용액에 

침지하면 옥살산과 알루미늄 이온이 결합된 [Al3++C2O4
2-]의 

복합체가 형성되어 옥살산칼슘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상층액 

내 복합체 농도가 증가하며, 침상결정의 구조에 손상을 일으켜 

결정의 구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84,85). 

Figure 2. Structure of calcium oxalate (upper) and formation of 
the complex of aluminium ion and oxalate under alum solution 
(lower) (modified from ref. 31). 



炮製에 의한 半夏와 天南星의 침상결정 유발 독성 감소 기전 고찰 21

또한 침상결정을 白礬 용액에 침지한 후 상등액에 침상결정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12kDa)이 용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白礬 처리를 통해 결정 표면의 단백질, 특히 lectin 

구조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4). 이를 통해 白礬 처

리로 인해 구조가 손상된 침상결정은 점막에 기계적인 자극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감소하고, 침상결정에 부착된 

lectin 단백질이 분해됨으로써 염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84,85).

한편, 白礬으로 炮製하는 경우 일정 정도의 白礬이 炮製된 

약재에 잔류하는데, Na2EDTA 적정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유통되는 淸半夏의 백반 잔류량을 측정한 결과, 각 유통 회사

별 淸半夏에서 6.26 ~ 10.59% 정도의 백반 잔류량이 확인되

었고86), 백반 용액에 浸泡하거나 또는 白礬에 용액 浸泡 후 

가열하여 제조한 淸半夏에서 백반 잔류량이 각각 0.407 ~ 

0.443%와 0.712~0.736%로 확인되었다87). 흑연로/원자흡

수분광분석기(graphite furnace-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淸半夏의 열수 추출액과 초음파 

물 추출액 내 알루미늄 함량을 측정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추

출액 내 알루미늄 함량(각 55.98%, 64.03%)이 약재 찌꺼기

에서의 함량(각 44.02%, 35.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과립형태(particulate aluminium; 각 12.05%, 10.42%)에 

비해 용해된 형태(각 43.93%, 53.61%), 안정형(liable; 각 

3.23%, 3.04%)에 비해 불안정형(non-liable; 각 40.70%, 

50.57%), 중합체 및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polymeric & 

alumino-organic complex; 각 1.97%, 2.18%)에 비해 단

일체(monomeric; 41.96%, 51.43%)에서 각각 더 높은 알루

미늄 함량을 보였다88). 그러나 위액과 장액의 환경에 맞게 각

각 pH 1.3과 pH 7.6에서 淸半夏, 薑半夏, 製淸南성 등의 열수 

추출물을 37℃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면, 용해된 형태의 알루

미늄(10.24%~18.83%)에 비해 독성이 더 적은 과립형태의 

알루미늄(81.17%~89.76%)이 높은 함량으로 검출되어 위장

관 내에서 알루미늄의 형태가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89). 

또한 白礬水에 함유된 알루미늄 함량과 淸半夏 및 製天南星 

전탕액 내 알루미늄 함량이 비슷하도록 약재의 무게를 조절하

여 전탕한 후 이를 마우스에 경구투여하면 혈액과 뇌에서 白

礬水를 투여한 군과 비슷한 함량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90). 

이처럼 白礬을 이용한 布製하는 경우 白礬에 함유된 알루미늄

이 약재에 잔류할 수 있고, 또한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약전에서는 薑半夏와 淸半夏 내 白礬 잔류량 기준

을 각각 8.5%, 10.0% 미만으로 정하여 과량의 白礬이 잔류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53). 향후 국내에서도 白礬으로 炮製한 

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炮製 시 허용 가능한 白礬의 용량

을 설정할 수 있도록 製半夏 또는 製天南星 내 白礬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膽汁 혼합 발효에 의한 침상결정과 결정 구성물질의 

물성 및 자극성 변화

牛膽南星(또는 膽南星)은 膽汁 혼합과 발효과정을 통해 天

南星의 자극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연구결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膽汁에 함유된 담

즙산과 발효균이 각각 옥살산칼슘이나 옥살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膽南星에서 발생하는 독성 감소 기전을 

추론하였다.

(1) 膽汁에 의한 옥살산칼슘의 변화

膽南星에는 다양한 종류의 담즙산이 검출되는데 이는 모두 

炮製 과정에서 첨가된 담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猪膽, 牛膽, 羊膽에는 공통적으로 glycochenodeoxycholic acid, 

taurochenodeoxycholic acid, taurocholic acid가 함유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猪膽에는 taurohyodeoxycholic acid, 

tauroursodeoxycholic acid, glycohyodeoxy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등, 牛膽에는 taurodeoxycholic acid, 

glyco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등, 羊膽에는 

glycocholic acid, glycodeoxychol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

다91,92). 이 중 taurocholic acid와 chenodeoxycholic acid는 

猪膽보다 牛膽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taurochenodeoxycholic acid, glycochenodeoxycholic acid

는 猪膽이 牛膽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92). 둥근잎천남성을 

猪膽汁과 혼합한 후 발효를 거치지 않고 蒸製한 경우 

glycohyodeoxycholic acid, glycochenodeoxycholic acid 등 

결합형 담즙산(conjugated bile acids)이 특징적으로 검출된

데 반해, 항온항습 조건에서 7 ~ 15일 또는 온도 30~35℃/

습도 70 ~ 80%에서 15 ~ 20일 동안 발효를 거친 후에는 

hyocholic acid, hyodeoxy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등의 유리형 담즙산(free bile acids)이 높은 함량으로 

검출되었다93,94). 온도 37℃, 습도 80% 조건에서 발효시간이 

0, 1, 3, 5, 7, 10, 15, 30일로 증가됨에 따라 膽南星 내 

hyocholic acid, hyodeoxycholic acid, 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등 유리형 담즙산의 함량은 증가하고, 

glycocholic acid, glycochenodeoxycholic acid,  

glycohyodeoxycholic acid, taurocholic acid, 

taurochenodeoxycholic acid, taurohyodeoxycholic acid, 

glycohyocholic acid, taurohyocholic acid 등의 결합형 담

즙산 함량은 감소하여 발효과정에서 결합형 담즙산이 유리형 

담즙산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5).

담즙산염(bile salt)의 주요 구성물질인 cholate, deoxycholate, 

chenodeoxycholate, lithocholate 등은 칼슘이온과 결합함

으로써 옥살산칼슘의 침착(precipitation)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6). 담즙산은 스테로이드 골격 및 결합하는 아미

노산에 따라 칼슘과의 결합 친화도에 차이를 보이는데, 2개의 

수산화기(dihydroxy)가 결합된 chenodeoxycholic acid, 

deoxycholic acid, ursodeoxycholic acid와 1개의 수산화기가 

결합된 lithocholic acid는 3개의 수산화기가 결합된 ursocholic 

acid, cholic acid에 비해 각각 2 ~ 3배 및 8배 정도 높은 칼슘 

결합력을 보였고, glycine이 결합된 담즙산이 taurine이 결합

된 담즙산에 비해 2 ~ 3배 정도 높은 칼슘 결합력을 나타냈

다97).

Cholic acid나 methyl hyocholate와 같은 담즙산은 스테

로이드 골격의 α면(α-face)에 결합되어 있는 수산화기(OH)

가 F-, Cl-, Br-, CH3CO2
-와 같은 음이온들과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8,99). 생리적인 음이온 계면활성

제인 sodium cholate 역시 α면의 수산화기 (OH)와 옥살산칼

슘의 카르복실기(COO-)와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옥살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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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성장과 응집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 

3)100). 

특히 taurine이 결합된 taurocholate 음이온은 단독

(monomer)으로 또는 이합체(dimer)의 형태로 담즙 내 존재

하는 칼슘이온과 결합하여 유리 담즙산염(free bile acid 

salt)을 형성함으로써 담즙 내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켜 

색소성 담석(pigment gallstone)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Figure 4)101).

Figure 3. Hydrogen bond between sodium cholate and calcium 
oxalate anion (modified from ref. 41).

Figure 4. The formation of taurocholate-calcium ion complex 
(modified from ref 43).

(2) 발효에 의한 옥살산칼슘의 변화

식품의 발효에 주로 관여하는 Lactobacillus 속 균주 (L. 

rhamnosus, L. fermentum, L. brevis, L. casei, L. 

helveticus 등) 및 Bifidobacterium 속 균주 (B. animalis) 

마우스 소장 내에서 oxalate를 분해하여 소변 내 oxalate 함

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2,103). 특히 

Lactobacillus속 균주 (Lactobacillus acidophilus 등)가 포

함된 젖산균 (lactic acid bacteria)과 Bifidobacterium 

lactis는 formyl-CoA transferase (formyl-CoA: oxalate 

CoA transferase)를 통해 oxalate에 CoA를 결합하여 Oxalyl- 

CoA를 생성하고, Oxalyl-CoA decarboxylase를 통해 CO2를 

제거하여 다시 Formyl-CoA로 변환함으로써 체내 oxalate를 

분해한다(Figure 5)104-106). 이는 인체의 장관에서 oxalate의 

대사에 관여하는 Oxalobacter formigenes가 formyl-CoA 

transferase와 oxalyl-CoA decarboxylase를 이용하여 

oxalate를 분해하는 과정과 동일하다107,108). Tang의 연구109)

에서 膽南星(牛膽南星)에는 다양한 종류의 발효균들이 함유되어 

있고, 이 중 형태적으로 간균(bacillus)으로 추정되는 균종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膽南星의 발효과정 중 간균의 작용에 의

해 南星에 함유된 침상결정 내 옥살레이트의 분해가 촉진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독성 감소기전에 대

해선 추가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5. Transformation of formyl-CoA to oxalyl-CoA by the 
formyl-CoA transferase and degeneration of oxalayl-CoA by the 
oxalyl-CoA decarboxylase (modified from ref. 46, 49 and 50).

IV. 결   론

半夏와 天南星의 炮製에 사용되는 輔料 중 生薑, 白礬, 膽汁

이 半夏와 天南星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파악하기 위해 

본초 고문헌과 이전 실험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半夏의 독성을 제어하기 위해 주로 生薑이 활용되었고, 

明代부터 白礬이 生薑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膽汁도 輔

料로 활용되었다. 天南星은 주로 膽南星의 형태로 활용

되었는데, 明代 이후부터 白礬 및 生薑이 炮製에 활용

되었다. 

2. 주로 옥살산칼슘, lectin, 응집소(agglutinin), 다당

(polysaccharides) 등으로 구성된 半夏와 天南星의 침

상결정(raphides)이 점막을 기계적으로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독성을 유발하지만, 다양한 炮製에 의해 독성이 

감소하였다.

3. 生薑에 함유되어 있는 친지성 성분(lipophilic components) 

이 침상결정의 구조적 변성을 유발하고, 6-gingerol이 

다량 함유된 生薑 추출물은 침상결정으로 인한 염증성 

반응을 감소시켰다.

4. 白礬에 함유된 알루미늄 이온(Al3+)이 옥살산칼슘의 칼

슘이온(Ca2+)과 치환되어 알루미늄과 옥살레이트가 복

합체를 구성하여 옥살산칼슘의 구조를 변경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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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결정의 구조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白礬에 의해 침

상결정 표면의 lectin 단백질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자극성과 염증 유발이 감소하였다.

5. 膽汁에 함유된 담즙산은 옥살레이트와 수소결합을 하거나 

칼슘이온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옥살산칼슘의 응집을 방

해하고, 발효 과정 중 발효균의 효소 활성에 의해 옥살

레이트의 분해가 촉진되었다. 

이를 통해 輔料로 사용되는 生薑, 白礬, 膽汁 등이 半夏와 

天南星 내 침상결정의 주요 구성 성분인 옥살산칼슘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침상결정의 구조적 손상을 

야기하고, 생체에 대한 자극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藥性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체에 잔류되는 알루미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白礬의 사용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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