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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o access the safety and efficacy of Black Ginseng (BG), a traditional herbal medicine 

on hypertension, we examined various parameters involved in the pathogenesis of hypertension. 

Methods : We made deoxycorticosterone acetate (DOCA;25 mg/kg/3times/weeks for 3 weeks)- 

induced hypertension Sprague-Dawley (SD) rats. And experiment group was treated with extract of 

black ginseng (BG;200 mg/kg/day).

Results : In results, the weight of experiment group treated with BG was increased compared with 

normal and control group. And the heart and lung weights of experiment group were de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of group treated with BG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addition, BG greatly reduced the levels of 

aldosteron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BG has suppressive effects on hypertension, and BG has 

potential as a safe and effective therapeutics for hypertension.

Conclusions : The present data show evidences on anti-hypertension activity of BG in an experimental 

animal system, which can provide further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anti-hypertension therapeut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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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은 2,000여 년 부터 동북아시아에서 보원기제로 

사용되어 온 요한 한약 의 하나로, 35억 달러 세계 

인삼시장을 잡기 하여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인삼 

련 신물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연

구와 벤처업계의 상품화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인삼 Panax 

ginseng C.A Mey의 뿌리로, 微溫甘微苦하고 脾肺心經에 

歸經하여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神의 효능으로, 勞傷虛

損, 食 , 倦怠, 反胃吐食, 大便滑泄, 虛咳喘促, 驚悸, 健忘, 

眩暈頭痛, 陽痿, 消渴, 婦女崩漏, 兒慢驚, 久虛不復, 一

切氣血津液不足 등에 응용된다
2). 

인삼은 임상에서 약리 으로 심 계, 면역계, 신경계

에 해 향을 미쳐
3-7)

 해독작용, 항암작용, 항당뇨작용, 

항산화작용, 항노쇠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6-12), 이런 

효능은 인삼사포닌의 생화학  약리작용으로 인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인삼사포닌의 성분과 함량은 인삼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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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결정짓는 요한 인자임을 볼 때, 고려인삼은 국

인삼과 서양인삼보다 인삼사포닌의 종류  함량이 높아 

효능이 뛰어나다.

서양의학에서 고 압 치료는 다양한 작용기 에 의해 

발병 정도, 시기, 경과 등에 따른 투여 약물의 종류와 투

여량을 조 해야 하는 등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

른 부작용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 인 강압효과의 

유지와 부작용이 없는 치료 약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고
13,14), 멀티 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작용이 은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기존 치료의 보완 인 

면과 신규 치료제 개발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삼의 표 인 가공품인 홍삼은 수삼에 한 열처

리 공정을 가하여 만들어 2차 인 성분변환이 일어나 수

삼에 존재하지 않는 특유의 새로운 약효 성분들이 생성

되고, 일정의 활성성분은 함량 증가가 일어난다. 이러한 

원리로 백삼, 홍삼보다 유효성분 함량  용출이 많은 흑

삼이 새로운 인삼 제품으로 개발되었다.

黑蔘은 인삼을 九蒸九曝하여 제조된 炮製品으로, 화학

성분은 ginsenoside Re, Rf, Rg1, Rg2, Rh1 함량이 백삼, 홍

삼보다 증가되며, 열에 의한 인공 생성물인 ginsenoside 

Rg2, Rg3, Rh1, Rh2류는 홍삼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
15).

홍삼의 강압효과에 해  등이 연구 보고하 고, 黑

蔘에 한 기존의 연구에는 송 등
16)이 흑삼이 랫트 체

과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이 등
1)이 흑삼의 성분과 

항암작용에 한 향을, 한 등
15)이 흑삼의 인삼 사포닌

을 분석하여 보고하 으나, 흑삼에 한 강압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자는 黑蔘이 肺性 고 압 랫트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자, 고 압 유발 랫트 모델을 만들어 黑蔘 추

출물을 구강투여하고 실험한 결과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실  험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흑삼(Black Ginseng 이하 BG)은 

산인삼시장에서 수삼으로 구입하여, 학교 한의과

학 본 학교실에서 증숙기를 이용하여 9회 증숙 제조하

여 정선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 다.  

2) 동물  사료 조성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용 쥐는 7주령, 체  200-220 g

의 雄性 SD (Sprague-Dawley Rat, 한바이오링크, 충

주, Korea)로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슈퍼피드, 강원도, 

Korea)를 자유 식이하면서 물을 충분히 공 하 다. 실온 

22±2℃, 상 습도 50±10%, 조명시간 12시간(07 : 00～19 :

00), 조도 150～300 Lux로 설정하여 2주일간 실험실 환경

에 응시킨 후 체  변화가 일정하고 건강한 쥐만을 선

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 시약  기기

(1) 시약

Deoxycorticosterone Acetate (DOCA),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A : Sigma Co, USA), 

RPMI 1640, DNase type, Penicillin, Streptomycin,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3.8% Sodium 

citrate, Bovine serum albumin (BSA) 등은 Sigma Co 

(USA) 제품을 사용하 고, Methy ether (Junsei, Japan) 

등을 사용하 고, 이 밖에 일반 시약은 특  시약을 사용

하 다.

(2) 기기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Ice-maker (Vision, Korea), Serum 

separator (녹십자, Korea), Centrifuge (Beckman Co., USA), 

Rotary vaccum evaporator (Büchi 461, Switzerland), 

Deep freezer (Sanyo Co, Japan), Freeze dryer (Eyela 

Co, Japan), Autoclave (Hirayama, Japan), Ultrasonic 

cleaner (Branson Ultrasonics Co, USA), Roller Mixer 

(Gowon scientific technology Co, Korea), 한약유출기(웅

진, Korea), Spectrophotometer (Shimazu, Japan), Non 

invasive blood pressure system (Kent, USA), Balance 

(Cass, korea), 생화학기기(AU400, Olimpus, Japan), 감마 

카운터기(WIZARD 1470, Finland) 등을 사용하 다.

2. 방법 

1) 약물 추출

시료 추출 방법은 BG 200 g을 한약 약탕기에 넣고, 

정제수 1,500 ml와 같이 혼합하여 3시간 열탕하여 추출한 

후 흡입 여과하 다. 이를 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 농축하여 BG를 분리한 후, 다시 동결건조기에서 24

시간 동결 건조하여 분말 31 g을 얻었으며, 얻어진 분말

은 온냉동고(-80℃)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따라 필

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 다.

2) In vivo 

(1) DOCA-salt에 의한 고 압 유발

Sprague-Dawley (SD) rat 을 무작 로 6마리씩 나

어 정상군(Normal), 조군(Control) 그리고 실험군(BG)으로 

설정하 다. 조군과 BG 투여군은 deoxycorticosterone 

acetate (DOCA) 25 mg/kg을 피하 주사하 고, 실험군은 

DOCA 투여 후 BG를 250 mg/kg/day 농도로 매일 구강 

투여하 다. 

(2) 체   장기 무게측정

몸무게는 실험 종료 하루 에 자 울(CAS,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심장과 신장은 ether로 마취 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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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에 출하여 지방과 다른 조직들을 제거하 다. 

그리고 10% 포르말린에 넣어서 3시간 정도 방치 후 무

게를 측정하여 몸무게에 한 무게를 나타내었다. 

(3) 압  심박수 측정

압과 심박수는 압측정기(CODA6, Kent,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동물들의 안정을 해 측정 에 3

회 이상 홀더에 응을 시켰고, 압과 심박수는 10회 이

상 측정하여 평균을 결과로 사용하 다.

(4) 채   장 분리

BG의 투여 종료 후 12시간 식 후 ether로 마취시킨 

다음 심장에서 12 ml 이상의 액을 취하여 5 ml를 15 

ml conical tube에 넣어 6,500 rpm에 15분간 원심 분리시

켜 청을 분리하 다. 나머지 6 ml의 액을 EDTA 첨

가 튜 에 넣어 장을 분리하 다. 분리한 청은 생화

학 기기(AU400, Olimpus, U.S.A)를 이용하여 GOT, GPT, 

BUN, creatinine, uric acid를 측정하 고, Na+, K+, Cl-

의 측정은 해질 측정기(NOVA5, Japan)를 이용하

다. 장 성분은 감마 카운터기(WIZARD 1470, Finland)

를 이용하여 핵의학  방법으로 aldosterone, dopamine, 

epinephrine, norepinephrine을 측정하 다.

(5) Hematoxyline & eosin 염색 찰

각 실험군별로 출한 부신, 신장, 간, 심장을 10% 

성 포르말린에 48시간 고정하여 고정이 완료된 각 조직들

은 흐르는 수돗물에서 12시간 수세하여 조직 내 고정액을 

완  제거하 다. 조직의 탈수를 해 60%에서부터 100% 

알코올에 이르기까지 농도 상승 순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

라 탈수하고, xylene에 투명과정을 거친 다음 라핀 블럭

을 제작하 다. 제작된 블록은 박 기(microtome)를 이용

하여 3∼4 ㎛ 두께로 편을 만들어 탈 라핀  함수 

과정을 거친 다음 hematoxyline 과 eosin (H&E) 일반 염색

을 실시하여 학 미경상에서 찰  사진 촬  하 다.

3)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ANOVA multi t-test (JAVA, 

Bonferroni Ver 1.1)로 분석하여 p값을 구하 다. 각 조

군을 정상군과, 실험군을 조군과 비교하여 p < 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체   장기 무게에 미치는 향

1) 체 에 미치는 향 

Monocrotaline 고 압 쥐의 몸무게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481±21 g, 조군은 446±22.5 g으

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해 조군의 체 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 p < 0.05). 반면에 BG 투여군은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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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BG on the body  weight  in monocrotaline 
hypertensive rat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treatmen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 : 
p < 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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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BG on the lung  and heart weight in monocrotaline 
hypertensive rat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treatmen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 : p < 0.001. **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1.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10.4 g으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정상군

에 가까운 몸무게를 유지하 다(+ : p <0.05)(Fig. 1).

2) 폐와 심장 무게에 미치는 향

정상군의 폐 무게는 3.7±0.2/Body Weight mg/g, 조

군은 8.7±1.8/BW mg/g로 나타나 유의성 있게(*** : p <

0.001) 폐무게가 증가되었고, BG 투여군은 4.2±0.65/BW0 

mg/g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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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의 심장 무게는 2.6±0.06/body weight mg/g, 

조군은 3.5±0.22/BW mg/g로 나타나 유의성 있게(** : p 

< 0.01) 폐무게가 증가되었고, BG 투여군은 2.64±0.25/ BW 

mg/g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 p <

0.05)(Fig. 2).

3) 압에 미치는 향

Monocrotaline 고 압 쥐의 압에 미치는 향을 측

정한 결과, 조군은 175.2±5.4 mmHg, 정상군은 129.1± 

1.2 mmHg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 p < 0.001). BG 투여군은 

142.6±4.5 mmHg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강압 효과를 나타내었다(++ : p < 0.01)(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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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BG on the blood pressure  in monocrotaline 
hypertensive rat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treatmen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 
: p < 0.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4) 심박수에 미치는 향

Monocrotaline 고 압 쥐의 심박수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 조군은 419±36.3 times/min, 정상군은 336.1± 

7.1 times/min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이 유의

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 p < 0.01). BG 투여군은 

344.1±28.9 times/min로 나타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 p < 0.01)(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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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BG on the heart rate in monocrotaline 
hypertensive rat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treatmen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5) Aldosterone 농도 변화에 미치는 향

고 압 쥐의 plasma aldosterone에 미치는 향을 측

정한 결과, 정상군은 131.8±25.7 pg/ml, 조군은 200.6± 

37.2 pg/㎖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해 조군이 유의성 있

게 증가되었다(** : p < 0.01). 반면에 BG 투여군은 136.3± 

45.8 pg/ml로 나타나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

었다(+ : p < 0.05)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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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BG on the plasma aldosterone in monocrotaline 
hypertensive rat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treatmen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6 rats. **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6) 조직화학  변화에 미치는 향

(1) 폐 

폐의 세기 지와 연 한 동맥의 찰에서 실험 조군

은 정상군에 비하여 고 압의 유발로 인해 동맥근의 비

와 평활근 세포의 증식이 찰되었다. 반면 BG 투여군

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동맥근의 두께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평활근 세포의 증식도 은 것으로 찰되

었다(Fig. 6). 

Fig. 6. Light-micrographic appearance of the pulmonary artery, 
x100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BG extrac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2) 심장

심장은 좌심실의 가로로 배열된 심근 세포들을 심으

로 찰한 결과 조군에서 윤반을 단 로 세포질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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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산성 염색 소견인  eosinophilic band (E.P)가 특징

으로 나타났다. 반면 BG 투여군에서는 세포질이 호산

성으로 염색되는 심근세포의 수가 하게 어들었다

(Fig. 7).

Fig. 7. Light micrographic appearance of the cardiac muscle, 
x200

Eosinophilic band  were observed in cardiac muscle fiber in control 
group(E.P : Eosinophilic band).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The HDE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3) 신장

신장은 사구체, 근 세뇨 , 원 세뇨 의 조직학  배

열 상태는 모두 정상이고, 정상군에서는 신세동맥(renal 

arteriole) 벽의 비후가 보이지 않으나 조군에서는 비후

에 의한  착이 많이 일어나 있으며, BG  투여군에

서는 정상군에 가깝게 착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Fig. 8. Light micrographic appearance of the cortex of 
kidney, x200

The lumen of renal arteriole was narrowed (R.A : renal arteriole). 
The control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Monocrotaline 
(40 mg/kg) . The treatment group were injected subcutaneous with 
DOCA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BG extract  for 4 weeks (once 
a day. 250 mg/kg/ 500 ㎕).
Normal : Normal SD rat. Control : Monocrotaline. BG : Monocrotaline 
and BG extract.

고  찰

고 압은 원인이 규명된 속발성 고 압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 압으로 나뉘며
17,18), 특히 본태성 고

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  요인과 환

경  요인이 계하고 있다. 

고 압 유발 환경  요인 에 과도한 식염섭취가 

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식염 섭취량

이 많은 한국인이 주목할 부분이며, 고 압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무 하지 않다
19). 이처럼 생활 습 에 

의해 발병 빈도가 매우 높은 고 압은 뇌졸 , 허 성신

장질환, 만성신부  등의 발병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 압의 병태 해명과 방 치료법 개발은 의학 으로나 

사회 으로 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 고 압

은 성인들에게서 발병했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일컬어 

졌으나 지 은 연령 를 불문하고 고 압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20).  

재 고 압에는 기 에 따라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왔으며 고 압에 따른 각종 장기장애에 한 치료제도 

개발되어 왔다
21). 표 인 고 압 치료제로는 미네랄 발

란스의 붕괴에 의해 체액량 조 에 장애를 일으키는 기

에 의한 것으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수용체(MR) 길

항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신원 세뇨  는 집합 상피

세포에 존재하는 K⁺의 유지와 Na⁺의 배출을 진하여 체

액량을 조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Connell 등
22)에 

의해 최근 밝 진 기 에 의하면 알도스테론이 세포질에 

존재하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한 후 핵내로 

이동하여 serum and  glucocorticoid-regulated kinase (Sgk-1)

이라고 하는 유 자의 발 을 진시키며, 그 결과 세포

내에 존재하는 상피형 Na⁺ 채 (ENaC)과 Na⁺ K⁺ ATPase의 

세포막 이동을 항진시켜, Na⁺ 채 에 의한 세뇨 측으로

부터 상피세포 내의 Na⁺ 유입과 Na⁺ K⁺ ATPase에 의

한 상피세포로부터 측에의 Na⁺ 배출을 활성화시켜 

체액량이 증가하여 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자극하는 호르몬

인 알도스테론은 과거에 해질 조  호르몬으로만 알려

져 왔으나 Rocha 등
23)의 최근 연구에서 이나 조직 

에서 심 계의 염증과 깊은 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고 압 자연발병 rat (SHR), Dahl-salt rat, 

식염부하 고 압 rat 등 동물 모델에서 고 압과 유 한 심

장, 신장,  등에 조직 장애를 보 으며 심 계 장기에

서는 염증과 함께 세포증식에 한 유 자인 COX-2, IL-1

β, IL-6, MCP-1 등과 련 인자 등의 발 이 확인 되었

다
24,25).

Carretero 등
26)

의 연구에 의하면 monocrotaline의 투여

는 신장 기능의 약화와 미네랄 사의 이상으로 몸무게

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상

군에 비해 조군에서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Fig. 1). 

반면 BG의 투여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몸무게의 유

지를 보임으로써 신체 상태를 통한 간 인 효과를 증명

하 다. 한 몸무게에 한 심장과 신장의 무게는 정상군

에 비하여 조군에서 증가하 으며, BG의 투여를 통해 정

상군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압은 monocrotaline을 지속 으로 투여한 조군에

서 175.2±5.4 (mmHg)으로, 정상군의 129.1±1.2 (mmHg)

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monocrotaline의 투여

와 BG를 함께 투여한 투여군에서는 142.6±4.5 (mmHg)

로 나타나 유의성있는 강압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 

한 조군에 비하여 BG 투여군에서 심박수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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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

체내의 미네랄 사 조 과 해질 조  기능을 하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은 주로 부신에서 분비되어 신장의 

원 뇨세 에 발 하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나트륨의 재흡수를 유도한다
27,28).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자극하는 인자로서는 부신피질호르몬, 칼륨, 앤지

오텐신Ⅱ 등이 있는데
29), 닌-앤지오텐신계가 활성화되

면 알도스테론의  농도가 상승하여 체내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여 해질 농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며 

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0,31). 본 연구에서 plasma 

내 알도스테론 농도는 BG 투여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

의성 있게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5). 이는 BG가 

알도스테론을 감소시켜 미네랄 사 조 과 해질 밸런스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폐의 조직검사 소견상 HDE 투여군에서는 조

군에 비하여 동맥근의 두께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평활근 세포의 증식도 은 것으로 찰되었다 (Fig. 6)

심장은 좌심실의 가로로 배열된 심근 세포들을 심으

로 찰한 결과 조군에서 윤반을 단 로 세포질에 강

한 호산성 염색 소견인 eosinophilic band (E.P)가 특징

으로 나타났다. 반면 BG 투여군에서는 세포질이 호산성

으로 염색되는 심근세포의 수가 하게 어들었다

(Fig. 7).

신장은 조군에서 신세동맥의 비후가 찰 되었으나 

BG 투여군에서는 비후 정도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

고(Fig. 8), 부신은 조군에서 토리층 피막의 모세  

확장된 모세 을 찰되었고 해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는 세포들의 수가 정상과 비교하여 상 으로 

게 찰되었으나 BG 투여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하게 

모세 의 확장이 찰되지 않았다(Fig. 8).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고 압의 주요 병리 기 에 본 시

료가 유의성 있게 작용함을 실험 으로 입증함으로써 

EBM 구축과 더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한 염 등의 다양한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향후 개별 약물 혹은 약물간의 상호 

작용에 한 검색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흑삼(BG)이 고 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이를 시료로 고 압 병태 모델 내 다양한 압 여 인

자들의 변화와 고 압의 발병 기 과 유 한 활성산소 

활성에 미치는 향 등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BG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체 , 심장, 신

장 무게의 유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2. BG는 조군에 비하여 압  심박수에 하여 

유의성 있는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다. 

3. BG는 조군에 비하여 plasma 의 aldosterone 농

도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4. 신장 그리고 폐의 조직화학  염색 소견에서 BG 

투여군은 조군에 비하여 정상에 근 한 상태의 

소견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재 임상에서 활용되는 

BG의 항고 압 작용이 실험 으로 검증되어, 향후 임상

에서의 지속 인 활용과 더불어 보다 유의성 있는 항고

압 처방 개발에 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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