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삼지구엽초의 생장특성

삼지구엽초관련국내·외연구동향

기 술 정 보 팀

학 명
매자나무과(小蘗科: Berberidaceae)
Ep im edium koreanum NA K A I ., Ep im edium grandif lorum MO R R .

국
가
명

한 국
음양곽(淫羊藿) - 줄기(莖) 및 잎(葉)
음양곽근(淫羊藿根) - 근경(根莖)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仙靈脾 - 통칭

일 본
淫羊 (イニョカク) - 뿌리, 줄기, 잎을 칭함
三枝九葉草(セヨウセイカリソウ) - 통칭

영 명 barrenwort- 통칭

속 명
<神農本草經> 剛前, 仙靈脾, 放杖草, 千兩金, 黃速組, 三枝九葉草, 엽장초, 건계근,

분 포 계곡의 나무가 성글게 선 숲에서 자라고 충청도 이북에 분포한다

특 성 성질은 따뜻하고(溫)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생장특성 다년생 초본
높이: 30∼40 cm
줄기: 한 포기에서 여러 대가 나오고 곧게 자란다
뿌리: 근경은 옆으로 뻗으며 잔뿌리가 많이 달리고 꾸불꾸불하며 원줄기의 밑에는 비늘 같

은 잎이 둘러싸고 있다
잎: 根生葉은 엽병(葉柄) 길고 원줄기에서 1∼2개의 잎이 호생(互生)하며 3개씩 2회 갈

라지므로, 三枝九葉草라 한다. 小葉은 난형이며 끝은 뾰족하며 밑부분이 心臟底이고
길이 5∼13.5 cm, 나비 1.5∼7.2 cm, 가장자리에는 털 같은 톱니가 있다

꽃: 황백색이며 원줄기끝의 總狀花序에 아래로 향하여 달리고 꽃받침잎은 卵狀 披針形에
8개가 내외 2줄로 배열되어 바깥쪽의 4개는 작으면서 부동형이고 안쪽의 4개는 비교
적 크고 同形이다. 꽃잎은 4개, 타원에 가깝고 수술은 4개 암술은 1개 花柱는 길다

열매: 대과(袋果)는 방추형으로 성숙하면 두 개로 갈라진다
개화기: 5월
결실기: 6월

출처번호 15

특 집 식용식물 자원의 이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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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지구엽초의 한방활용

한방효능 해 설 歷代醫方

主 陰 ,
地興陽之劑也

음위증(陰 症)을 치료하는데, 양기가 세지게 하는 약제이다. 600 g을
술에 담가 두고 그 술을 마시거나, 알약을 만들어 오랫동안 먹는다

본 초

治四肢不仁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물에 달여 먹거나 쪄서 먹거나
생것을 먹거나 다 효과가 있다

본 초

治筋骨攣急
힘줄과 뼈가 오그라들고 땅기는 것을 치료한다. 달여 먹거나 술을 빚어
먹거나 다 효험이 있다

본 초

治虛勞冷氣
허로(虛勞)와 냉증(冷症)을 치료하며 신(腎)을 보하고 기력을 도와준다
달여 먹거나 술을 빚어 먹거나 다 효험이 있다

본 초

모든 풍랭증(風冷症)과 허로(虛勞)를 낫게 하며, 무릎을 보하며, 남자의
양기보양, 여자의 음기보양에 쓰인다. 노인의 기력보강, 건망증에 효과
가 있으며, 술과 배합하여 쓰는 것이 효과가 좋다

본 초

3. 삼지구엽초의 성분

3.1 일반성분의 종류 및 함량

성 분 함 량 출처번호

조단백질 8.63%, 조지방 1.21%, 조섬유 40.59%, 회분 5.20%, 수분 13.03%, 가용성 무

기질소분 30.99% 및 icariin 0.94%, magnoflorine 0.16%
15

3.2 유용성분의 종류 및 효능

분 류 특성 및 효능 출처번호

부 위 별

성 분

지상부(莖과葉):
flavonoid인 icariin 및 icarisid Ⅱ(anhydroicaritin 3- O-α- rhamnoside),
quercetin 정유, ceryl alcohol, hentriacontane, phytosterol, tannin, 油脂
(지방산: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지하부(뿌리):

기지성분인 icariin, epimedoside A 및 ikarisoside A n-alkane인 n-nonacosane,
n-hentriacontane sterol인 canpesterol 및 β- sitosterol과 이들의 glycoside
flavonoid인 2 - O- rhamnosyl icarisid Ⅱ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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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성 및 효능 출처번호

생리활성

물 질

Alkaloid: magnoflorine, lignin, phenyletanoid glycoside,
ionione 유도체, sesquiterpene glycoside 등

Flavonoid: icariin (hypotensive effect), epimedoside A
Flavonoid glycosid: epimedin A, B, C, quercetin,

anhydroicaritin- 3- O- rhamnoside
Lectin: 사람 및 여러동물의 혈액에서 응집을 일으키며, 혈구응집반응(생쥐

의 적혈구 사용)은 25 mM fructose 및 50 mM arabinose에서,
N- acetyl-D- glucosamine, N- acetyl-D- galactosamine에 억제되

었으며, 나아가 5 mM Ca2 + , Ba2 + , Mg2 +의 존재하에서 억제되

었음

11, 15

성 분 별

효 능

성기능 흥분작용, 혈압강하작용, 혈당강하작용, 항virus작용, 이뇨작용(소량),
항이뇨작용(다량), 돌연변이 유발억제효과, 면역기능, 간기능개선, 항산화효과

및 소아마비, 신경쇠약, 만성기관지염의 치료에 이용됨

15

3.3 성분별 효능

분 류 특성 및 효능 출처번호

돌연변이유발

억제

Icarisid Ⅱ(baohuoside Ⅰ):
In vitro에서 neutrophil chemotaxis, mitogen, mixed- lymphocyte
culture, NK- cell cytotoxicity 및 IL- 2 생성에 억제효과가 있는데 이들

효과는 dose-dependant하므로 anti- inflammatory 및 immunosuppressive
agent로서의 기능성도 제시되었음. 또한 in vitro에서 6종의 cancer cell
line에 대해서 cytotoxic 및 cytostatic effect가 있음이 밝혀졌고 IC5 0는

2.8∼7.5 ㎍/ ml이며 이 농도에서 DNA 및 RNA의 합성을 억제하나 단백

질 합성은 억제하지 않았음

Lectin :
분자량이 47 Kd인 단량체로서 단백질 58.2%, 탄수화물 41.8%, xylose,
aspartic acid, phenylalanine의 구성비가 높으며, propidium iodine
염색 후 세포주기를 분석하여 mitogenic activity를 알아본 결과 사람이나

생쥐의 림프구를 증식시키지 않았음

16, 21

혈압강하
Icariin, prenylflavonoid glycosides 등은 혈압강하, 말초혈관 확장 및 뇌

내 혈관운동중추 억제작용이 있음
17, 24

간 기 능

개 선

Flavonoid인 icariin, flavanol glycoside인 icariside Ⅱ는 antihepatotoxic
활성이 있음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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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성 및 효능 출처번호

면역기능

음양곽의 탈지 수용성 추출물 중 고분자 함유 분획이 대식세포의 탐식능

을 강화하고 BC- 47 cell의 증식을 억제하며, polysaccharide는 대식세

포의 탐식능을 증대시키고 그 chemotaxis를 증가시키며 BC- 47 cell과
P 815 cell의 증식을 억제함

음양곽의 70% MeOH 추출물, icariin 및 epomedin이 간의 Kupffer
cell에 의한 탐식작용을 활성화시킴

Quercetin 등 여러 flavonoids가 mast cell에서 Ca- uptake를 억제하여

histamine 유리억제 및 immunoglobulin 합성을 억제하여 체액성 면역반

응을 감소시킴

음양곽 분획물(음양곽 MeOH 추출물의 EtOAc층; Fr .1, 음양곽 MeOH 추

출물의 H2 O층; Fr .2, 음양곽 MeOH 잔사의 침전물; Fr .3)로 나누어

생쥐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Fr .1 투여군은 정상대조

군에 비해 비장의 중량비, Arthus 및 HA titer (적혈구응집소가:
Hemagglutination titer)를 유의성있게 감소시켰으나, WBC는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고 Fr. 2 투여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간장의 중량비,
Arthus 및 HA titer를 유의성있게 감소시켰으나, WBC는 유의성있게

증가시켰음. Fr .3 투여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간장과 흉선의 중량비,
DTH(지연형과민반응: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RFC(비장세포

의 rossete 형성능: Rosette Forming Cell), phagocytic activity 및

WBC를 유의성있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Fr.1과 2 투여군은 체액성 면역

반응을 감소시켰으나 말초순환 백혈구수는 증가시킨 반면, Fr .3 투여군은

세포성 면역반응, 대식세포의 활성 및 말초순환 백혈구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8, 12

항 산 화
효 과

삼지구엽초의 주성분은 flavonoid glycoside로서 지상부는 icariin이고 지

하부는 epimedioside A이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별로 채집해서 메

탄올 엑스를 취해서 HPLC를 실시한 결과 icariin, epimedoside A,
icarisoside A 외에 2"- O- rhamnosyl scarisoside A 및 2"- O-
rhamnosyl icarisid Ⅱ도 소량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확시

기는 flavonoids 함량이 최대인 6월과 7월에 걸친 초여름이 최적기인데,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감소되기 때문임

음양곽의 메탄올 추출물을 각종 식용유지에 첨가하여 75℃에서 저장하면서

과산화물가의 변화를 측정하므로써 항산화성을 검토한 결과, lard와 corn
oil에 대한 항산화 효과가 인정되었고 특히 lard는 항산화 효과가 컸으며

첨가농도에 따라 효과가 증가되었고 추출물을 120℃에서 120분간 가열하

였을 때에도 66% 이상의 항산화성이 잔존하였으나 대두유에 첨가한 결과

자외선에 의한 광산화가 급격히 촉진되었음. 추출물 중의 유효 항산화 성분

은 tocopherol류와 flavonods류이며, 이 중 α,β,γ 및 δ- tochpherol의
함량은 각각 21.61, 1.48, 5.50 및 3.75 mg%이었음

2∼6,
9∼11,

14, 15,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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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이용

분 류 이 용 분 야

단 일 차

제조방법

물 2L에 음양곽 30g, 계피 5g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 후에 음용한다. 음양곽에는

icariin, epidin, 지방유 중의 지방산등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차의 효능

남성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정력을 보강하며, 항균작용이 있어 신장을 보하고, 성기불능과

권태증 등 무기력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몸 속에 쌓여 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

으므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음

복 합 차

제조방법

음양곽 100g을 우려낸 물에 두충 40g에 술을 조금 넣어 진액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서

넣고 끓이다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후에 찌꺼기를 걸러내고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마심

차의 효능

간과 신장의 피를 맑게 하여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튼튼하고 강하게 함. 또한 신

장의 피를 맑게 해 주면서 陽을 길러주고, 두충은 陰氣를 보하여 줌

강장/ 강정제

신과 양기를 보하여 정력을 증진시키고, 정기를 돋우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풍습

을 없애고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인 icariin이 강정작용을 하며, epimedin은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성욕을 왕성하게 함. 또한 두뇌활동을 돕고 건망증, 무기력증에 효과

가 있으며 피로회복, 식욕부진, 히스테리에 효과적임

출처번호 1, 7, 10, 13

3.5 화장품으로의 이용

분 류 이 용 분 야

주름개선 음양곽에 함유된 tocopherol은 광 보호제이며, 세포막을 유리라디칼 손상으로부터 보호

하며, 항산화 능력 때문에 제품의 유효기간에도 효과적임

항 산 화
효 과

Flavonoid glycoside인 iciariin, epimedioside A과, tocopherol류가 피부의 산화지

방질 생성을 억제함

출처번호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