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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troduction : Korean red ginseng has been shown to have an preventive effect on atheroma formation and
enhancing effect on nitric oxide synthesis in endothelial cell inducing vasodilatation.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showing the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on blood pressure and vascular(endothelial) pathologic changes together. We
designed this study to show changes of blood pressure and vascular pathologic findings with Korean red ginseng admin-
istration compared with Chinese red ginseng and control for 3 months in rats. Materials and methods : We studied the in
vitro hypotensive effect and effect on vascular pathologic changes of Korean red ginseng compared with Chinese red gin-
seng and control.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ree groups(Korean red ginseng, Chinese red ginseng and control) and
evaluated by blood pressure and aortic vascular(endothelial) pathologic changes monthly during 3-month administration.
All results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ANOVA and post-hoc. Results : Blood pressure lowering effect was noted on
Korean red ginseng and Chinese red ginseng compared to control. Especially, in Korean red ginseng group, hypotensive
effect was showed in first and second month, but, in Chinese red ginseng group, it was just noted in first month. In case of
vascular(aortic endothelial) pathologic finding, endothelial wall thickening and elastic fiber tearing were noted in Chinese
red ginseng group compared with Korean red ginseng group and control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p<0.05) Discussion :
These results suggested Korean red ginseng could have more hypotensive effect and maintenance rather than Chinese red
ginseng. And the difference of hypotensive effect between Korean red ginseng and Chinese red ginseng might has some
association with difference of vascular pathologic findings in each group. However, further evaluation and research of
other mechanism will be needed to convince this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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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의 홍삼은 약 1000년 전부터 제조된 역사적 기

록이 있는 것으로 한의학적 전통제약기술인 포제법으로 포제

된 생약이라 할 수 있다. 즉, 홍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서 건

조한 것으로 2차적인 성분 변환이 일어나 수삼에 존재하지

않는 특유의 새로운 약효 성분들이 생성되고 일정의 활성성

분은 함량 증가가 일어난다. 특히, ginsenoside Rs2 Rs1

Rs2 R4 같은 사포닌이 특이적으로 존재하여 인삼에 비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홍삼은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조혈작용, 간 기능 회복, 혈당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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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수행 능력 증대, 항피로 작용, 면역력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생체 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생각되어져 왔다.1,2)

또한 최근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면서

그 중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밝힌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nitric oxide(NO)의 작용을 활성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것이

확인되었다.3,4) 이러한 혈압 강하 작용은 collagen 및 throm-

bin-유도 rat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fibrin clot의 형성 시

간 및 혈중 지질 농도의 조절로 항 동맥경화작용을 나타내는

홍삼의 다른 기전과도 관련된다.5,6) 또한 홍삼은 혈관 벽의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며 칼슘에 의한 평활근의 이

완 작용을 촉진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이 밝혀졌다.7,8) 많지

는 않지만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연구에서도 혈

압 강하 효과가 확인되었다.9)

반면 이제까지 홍삼의 혈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대

부분 질병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NO의 생성을

분석하여 추정하거나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는 여러 다양한 기전이 작용하며, 그 중

혈관벽의 조직 변화 등을 살펴본 연구는 수행이 쉽지 않아

그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에 대해 사

후 변화를 규명한 연구들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저자는 질병 모델이 아닌 정상 흰쥐를 대상으로 홍삼

투여 후의 대동맥 조직 변화를 혈압과 연관하여 분석해 보고

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다른 동물 실험 연구들이 1개

월 정도의 단기간 투여 후 사후 혈관벽 조직 판독을 했던 것

과는 달리 1, 2, 3개월 각각의 조직 변화 소견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홍삼의 혈압 강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 홍삼이 중국 홍삼에 비해 혈압 하강 효과를 좀 더 지

속시킬 가능성 및 대동맥 조직 병리 소견 상 혈관 보호 효

과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샘타코 바이오 코리아(주)에서 구입한 적합한 환경에서 관

리된 수컷 흰쥐 6주령 Sprague-Dawley Rat(이하 SD rat)을

실험환경에서 1주일간 적응시키며 사료 및 음용수를 적당량

공급하였다. 실험 환경은 온도 23 ± 3oC, 습도 50 ± 10% 내

외, 명암주기 12시간 주기(06:00-18:00)로 일정하게 유지하였

다. 사료는 삼양유지사료(주)의 실험동물용 고형사료로 공급

하였으며 적당량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료

한국 홍삼 및 중국 홍삼을 분말 캡슐로 KT&G 중앙연구원

인삼연구소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시료는 모두 증류수에

녹여 투여하였고, 실험당일 현탁액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3. 실험 방법

1) SD rat을 임의로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실험할 그

룹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 홍삼 투여군, 중국 홍삼 투여군,

대조군은 각각 10마리씩 분류하였다. 실험군에게 한국 홍삼

분말 혹은 중국 홍삼 분말 500 mg을 증류수 3 ml에 녹여

현탁액으로 매일 일정시간(오전 10시경))에 1일 1회 경구 투

여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같은 시간에 3 ml의 생리식염수를 투

여하였다.

2) 한국 홍삼 투여군, 중국 홍삼 투여군, 대조군으로부터 3

개월간 매월 혈압을 측정하였다. 

3) 1개월, 2개월, 3개월 진행하는 그룹에서 한국 홍삼 투여

군, 중국 홍삼 투여군, 대조군으로부터 각각 투여 기간에 따라

대동맥의 병리 소견을 판독하였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각각의

군에서 rat을 ether 흡입 마취하에 75% 알콜에 1회 세척 후

복부 절개하여 ascending aorta에서 Lt. renal artery로 분지

되는 부분까지 취하여 경희의료원 조직병리학 교실에서 판독

하였다.

4. 통계 방법

각각의 군은 SPSS(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

13.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paired T-test 및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하였다.

결 과

1. 혈압 변화

1개월, 2개월, 3개월 투여 시 혈압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한국 홍삼군 및 중국 홍삼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압 감소가 나타났다.(P<0.05)(by ANOVA and post-hoc)

각 군별로 보면 한국 홍삼군의 경우 0-1개월, 1-2개월 사이

에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홍삼 투여군의 경우

0-1개월에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Table 1, Fig. 1)

2. 대동맥벽 조직 병리 변화

(1) 개월에 따른 각 군간의 혈관벽 두께 비교

1개월 투여 그룹의 경우, 혈관벽 두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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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중

국 홍삼군의 경우 다른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감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by ANOVA and post-hoc)(Table 2)

2개월 투여 그룹의 경우, 혈관벽 두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중

국 홍삼군의 경우 다른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증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by ANOVA and post-hoc)(Table 3)

3개월 투여 그룹의 경우, 혈관벽 두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

을 때 중국 홍삼군의 경우 한국 홍삼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의 증가가 유의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서는 혈관벽 두께 감

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한국 홍삼

군의 경우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의 감소가 유의하였다.

(P<0.05)(by ANOVA and post-hoc)(Table 4)

(2) 개월에 따른 각 군간의 병리 판독 소견 비교

1) 1개월 투여 시 병리 소견(Fig. 2)

a. 대조군(Control)

대동맥 벽은 잘 유지되어 있고 단층의 혈관 내피 세포가

잘 유지되어 있으며, 혈관벽은 7층 내지 8층의 탄력섬유들이

지지하고 있고 탄력 섬유사이의 거리는 24.4 ± 2.3 µm이며,

혈관 외피에는 소량의 지방조직이 피복하고 있다. 혈관벽은

Table 1. Blood pressure by months in each groups

Blood pressure(mmHg) by months
0 1 2 3

Control 128 ± 9.4 123 ± 10.2 116 ± 12.4 126 ± 11.1
KRG* 126 ± 15.6 119 ± 4.7† 114 ± 4.2† 115 ± 4.7
CRG* 127 ± 14.2 114 ± 5.3† 114 ± 8.6 112 ± 6.2

Values are expressed Mean ±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 (P<0.05 by ANOVA followed by Scheff's multiple range test from control)
†significantly difference (P<0.05 by paired T-test by time variation)
Abbreviations: KRG, Korean red ginseng; CRG, Chinese red ginseng

Values are expressed Mean ±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 (P<0.05 by paired T-test by time variation)
Abbreviations: KRG, Korean red ginseng; CRG, Chinese red ginseng

Fig. 1. Blood pressure by months in each groups.

Table 2. Pathologic changes of aorta in rats after 1 month(×400)

Group(N) Mean ± SD P value
endothelial wall(µm) control(9) 151.69 ± 3.2 0.016

KRG(16) 162.8 ± 39.4
CRG(7) 135.6 ± 5.4

elastic fiber(µm) control(9) 24.4 ± 2.3 0.108
KRG(21) 24.2 ± 8.3
CRG(8) 20.7 ± 3.2

Abbreviations: KRG, Korean red ginseng; CRG, Chinese red ginseng

Table 3. Pathologic changes of aorta in rats after 2 months(×400)

Group(N) Mean ± SD P value
endothelial wall(µm) control(8) 135.62 ± 28.3 0.000

KRG(14) 138.4 ± 9.5
CRG(16) 183.5 ± 33.6

elastic fiber(µm) control(8) 20.67 ± 3.9 0.001
KRG(15) 25.0 ± 1.6
CRG(17) 32.3 ± 7.7

Abbreviations: KRG, Korean red ginseng; CRG, Chinese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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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으로 달리는 평활근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의 세포

핵은 시가 형태로 한쪽 끝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뾰족하게

되어 있다. 혈관벽의 두께는 151.69 ± 3.2 µm이다.

b. 한국 홍삼(Korean Red Ginseng)

혈관벽의 두께는 162.8 ± 39.4 µm이다. 탄성 섬유는 7-8층

정도로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 없으며, 혈관 내

피는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혈관벽을 유지하고 있는 평활

근 세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을 관찰할 수 없다.

탄성 섬유간의 거리는 24.2 ± 8.3 µm이다.

c. 중국 홍삼(Chinese Red Ginseng)

혈관벽은 원형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나, 부위에 따라서

약간 두꺼워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두께는 135.6 5.4 µm

이다. 혈관 내피는 부위에 따라 탈락되었으며, 탄성 섬유층은

최대 17층 정도로 상당히 비후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탄

력섬유와 탄력섬유 사이의 거리는 20.7 ± 3.2 µm이다.

2) 2개월 투여 시 병리 소견(Fig. 3)

a. 대조군(Control)

대동맥 벽은 잘 유지되어 있고 단층의 혈관 내피 세포가 잘

유지되어 있으며, 혈관벽은 7층 내지 8층의 탄력섬유들이 지지

하고 있고 각각의 탄력 섬유사이의 거리는 평균20.67 ± 3.9 µm

이며, 혈관 외피에는 소량의 지방조직이 피복하고 있다. 혈관

벽은 횡으로 달리는 평활근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의

세포핵은 시가 형태로 한쪽 끝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뾰족하

게 되어있다. 혈관벽의 두께는 평균 135.62 ± 28.3 µm이다.

b. 한국 홍삼(Korean Red Ginseng)

혈관벽의 두께는 평균 138.4 ± 9.5 µm이다. 탄성 섬유는 7-

8층 정도로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 없으며, 혈관

내피는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혈관벽을 유지하고 있는 평

활근 세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을 관찰할 수 없

다. 탄성 섬유간의 거리는 평균 25.0 ± 1.6 µm이다. 

c. 중국 홍삼(Chinese Red Ginseng)

혈관벽은 부위에 따라서 약간 두꺼워진 변화를 관찰할 수 있

으며 두께는 평균183.5 ± 33.6 µm이다. 혈관 내피는 부위에 따

라 탈락되었으며, 일부 혈관내피에 인접한 탄력섬유 층에서 세

포핵의 비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며, 세포핵의 방향성

Fig. 2. Pathologic changes of aorta in rats after 1 month(×400).

Table 4. Pathologic changes of aorta in rats after 3 months(×400)

Group(N) Mean ± SD P value
endothelial wall(µm) control(11) 178.1 ± 31.8 0.044

KRG(30) 151.4 ± 31.6
CRG(23) 169.0 ± 35.8

elastic fiber(µm) control(11) 20.10 ± 7.7 0.052
KRG(36) 24.6 ± 6.4
CRG(25) 28.6 ± 8.6

Abbreviations: KRG, Korean red ginseng; CRG, Chinese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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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과 극성(Polarity)의 소실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탄력섬유와 탄력섬유 사이의 거리는 평균 32.3 ± 7.7µm이다.

3) 3개월 투여 시 병리 소견(Fig. 4)

a. 대조군(Control)

대동맥 벽은 잘 유지되어 있고 단층의 혈관 내피 세포가 잘

유지되어 있으며, 혈관벽은 7층 내지 8층의 탄력섬유들이 지지

하고 있고 각각의 탄력 섬유사이의 거리는 평균 20.10 ± 7.7µm

이며, 혈관 외피에는 소량의 지방조직이 피복하고 있다. 혈관

벽은 횡으로 달리는 평활근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의

세포핵은 시가 형태로 한쪽 끝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뾰족하

게 되어있다. 혈관벽의 두께는 평균 178.1 ± 31.8 µm이다.

b. 한국 홍삼(Korean Red Ginseng)

혈관벽의 두께는 평균 151.4±31.6㎛이다. 탄성 섬유는 7-

8층 정도로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 없으며, 혈관

내피는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혈관벽을 유지하고 있는 평

활근 세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을 관찰할 수 없

다. 탄성 섬유간의 거리는 평균 24.6 ± 6.4 µm이다. 

c. 중국 홍삼(Chinese Red Ginseng)

혈관벽은 부위에 따라서 약간 두꺼워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두께는 평균 169.0 ± 35.8 µm이다. 혈관 내피는 부위

에 따라 탈락되었으며, 일부 혈관내피에 인접한 탄력섬유 층

에서 부분적으로 세포핵의 비후와 방향성(Orientation)의 소실이

나타나며, 평활근 섬유가 갈라지거나 찢어진(Split or tearing)양

Fig. 4. Pathologic changes of aorta in rats after 3 months(×400).Fig. 3. Pathologic changes of aorta in rats after 2 month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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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관찰할 수 있다. 탄력섬유간의 거리는 평균 28.6 ± 8.6µm

이다.

고 찰

세포는 살아가면서 활성 산소들을 생산하여 단백질의 SH기

나 DNA와 반응하여 화학변화나 가교결합의 형성 등으로 생

체 구성 분자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10) 그리하여 세포막

의 불포화지방산과 연관된 연쇄 반응이 지질과산화를 유발시

켜 malondialdehyde(MDA)함량을 증가시켜 세포의 산화적 손

상을 일으켜 동맥 경화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1,12)

인삼 사포닌 성분, 특히 Rb2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와 배설 촉진,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야기되는 동맥 경화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13,14) 인삼의 지용성 성분은 collagen

및 thrombin-유도 rat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fibrin clot의

형성 시간 및 혈중 지질 농도의 조절로 항 동맥경화작용을

나타내며 장기 복용 시 동맥 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나

타낸다.5,6) 여러 다른 연구에서도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지방,

혈중 콜레스테롤의 지질 대사와 관련된 효소활성을 촉진하고

대동맥 조직에서 고지혈증으로 야기되는 atheroma의 형성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으며,15) 콜레스테롤의 전환을 촉진함으로

서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사포닌 성분 투여 시 간이나 심장의 직접적인 조직 변

화를 관찰한 연구도 많지는 않으나 발표되었다. 간이나 심장 조

직의 지질 과산화가 감소되고, 동물 모델에서 심근 손상 또한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그 예이다.16,17)

이러한 보호 효과의 기전으로 심장이나 혈관 등의 내피세포에

서 NO(nitric oxide)의 합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17,18)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배양된 심근세포의 유리 라디칼에 의한

손상 또한 인삼 추출액으로 감소된다는 것이 밝혀졌다.19) 

홍삼(red ginseng) 역시 인삼(Panax ginseng, Panax quin-

guefolium)을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2차적인 성분 변

환이 일어나 수삼에 존재하지 않는 특유의 새로운 약효 성분

들이 생성되고 일정의 활성성분은 함량 증가가 일어난다. 홍

삼은 배당체,(glycosides), 인삼향 성분(panacen), 폴리아세틸

렌계화합물, 함질소성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군, 효소, 항

산화 물질 및 아미노산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이중 Rg3의

경우 중국에서는 Shenyi라는 상품으로 고혈압 치료 및 항암

요법 등에 이용되고 있다. 

홍삼 투여 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관 조직 병리의 변화는 위에서 언급된 NO, 유리 라디칼,

지질의 과산화 변화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삼

에서 얻은 protopanaxatriol계 배당체는 NO의 유리 증가 및

PGH2, superoxide anion에 대한 길항작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20) 내피세포는 이완 인자인 nitric oxide(NO)를 유

리하여 혈관 긴장도를 조절하고 있다. Protopanaxatriol계 배

당체는 이러한 이완 인자를 활성화시키며 이것이 혈관의 수

축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로의 진행을 막는데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하였다. 반면 김 등은 홍삼의 사포닌이 흰쥐 혈관 내피

세포로부터 nitric oxide를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혈관 평활근

의 칼륨 통로를 활성화 한다고 하였다. 이때 ginsenoside 중

Rg3가 NO의 유리와 칼륨 통로 개방에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며 이렇게 활성화된 칼륨 통로는 tetraethylammonium에

의해 유의성 있게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인삼에 의해 활성화

되는 칼륨 통로는 Ca2+의존성 칼륨 통로(이하 BKCa)인 것으

로 추정한 바 있다.21,22) Ginsenoside는 BKCa의 열리는 시

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BKCa가 열리게 하여 활

성을 증가시키며 ginsenoside Rg3는 KATP 불활성화를 억제

하여 간접적으로 혈관 이완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는 유리 산소에 대한 방어 작용을 통해 혈관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작업이 혈압을 강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23)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홍삼은 혈관 벽의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며 칼슘에 의한 평활근의 이

완 작용을 촉진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이 밝혀졌다.7,8) 위의

여러 보고들은 홍삼에 의한 혈압 강하를 지지한 연구 결과이

다.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

연구에서도 혈압 강하 효과가 확인되었다.9)

본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3개월 투여 시 대동맥, 혈관벽

두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 홍삼군의 경우 한국 홍

삼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의 증가가 유의하였으며 대조군에 비

해서는 혈관벽 두께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한국 홍삼군의 경우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의 감소가 유의하였다.(p<0.05) 대동맥 조직 병리 판독 소견

측면에서는 대동맥 조직 병리 검사 변화상 한국 홍삼군은 모

두 대동맥 벽이 잘 유지되어 있고 단층 혈관 내피 세포가

잘 유지되어 있으나, 중국 홍삼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투여 시 모두에서 세포핵의 비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

며 세포핵의 방향성(Oriention)과 극성(Polarity)의 소실이 특

징적으로 관찰되었고 평활근 섬유가 갈라지거나 찢어진(Split

or tearing)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군의 경우 대동맥

벽, 단층혈관내피세포 7-8층의 탄력섬유층과 탄력섬유사이 간

격이 잘 유지되었고 혈관벽의 두께도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

었다. 이는 한국 홍삼이 중국 홍삼에 비해 혈관벽이 두꺼워지

거나 혈관 내피 세포 및 평활근 섬유가 손상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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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혈압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투여 시 세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 홍삼군 및 중국 홍삼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압 감소가 나타났다.(P<0.05) 각 군별로 보

면 한국 홍삼군의 경우 0-1개월, 1-2개월 사이에 혈압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홍삼 투여군의 경우 0-1개월에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이는 혈관 조직 병리 소견

상 중국 홍삼군이 1개월 군에서는 혈관벽 두께의 감소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월, 3개월 투여 군에서는 혈관벽

두께가 증가하며 병리 소견 상 혈관 내피 세포 및 평활근

섬유가 파괴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압을 조절하는데 연관을 맺고 있는 NO, 유리 라디칼, 지질

의 과산화 변화 등의 다른 기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없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비한 바가 있다. 이외에도 홍삼의 기본

적인 성분의 차이와 각각의 함량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과는 현격한 수명의 차이를 보이는 흰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로서 홍삼을 투여하는 기간에 대한

더욱 장기간의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해 사람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국 홍삼의 혈압 개선 여부

및 대동맥 조직 변화에 있어서의 경화 여부를 관련하여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에

대한 성분 및 함량에 따른 분석이 부족했던 점도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반면 이 연구는 홍삼이 질병 모델이 아닌 정

상 흰쥐에 있어서 혈압 및 대동맥 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것을 타 연구에 비해 장기간 추적하며 각 개월별로

판독 비교해본 전무후무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

다. 또한 이를 대조군 및 중국 홍삼과 비교하여 한국 홍삼의

혈압 강하 효과 및 혈관 조직 보호 효과에 대해 동시에 관

련성을 부여하고자 실시된 선구적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

를 둘 수 있겠다.

요 약

1. 1개월, 2개월, 3개월 투여 시 혈압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 홍삼군 및 중국 홍삼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압 감소가 나타났다.(P<0.05)

각 군별로 보면 한국 홍삼군의 경우 0-1개월, 1-2개월 사

이에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홍삼 투여군의 경

우 0-1개월에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2. 1개월 투여 그룹의 경우, 혈관벽 두께는 세 군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

하였을 때 중국 홍삼군의 경우 다른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감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2개월 투여 그

룹의 경우, 혈관벽 두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 홍

삼군의 경우 다른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증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개월 투여 그룹의 경우, 혈관벽 두

께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 홍삼군의 경우 한국 홍

삼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의 증가가 유의하였으며 대조군에 비

해서는 혈관벽 두께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한국 홍삼군의 경우 두 군에 비해 혈관벽 두께

의 감소가 유의하였다.(P<0.05)

3. 대동맥 조직 병리 검사 변화상 한국 홍삼군은 모두 대

동맥 벽이 잘 유지되어 있고 단층 혈관 내피 세포가 잘 유

지되어 있으나, 중국 홍삼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투여

시 세포핵의 비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며 세포핵의 방

향성(Orientation)과 극성(Polarity)의 소실이 특징적으로 관찰

되었고 평활근 섬유가 갈라지거나 찢어진(Split or tearing)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홍삼 투여 시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한국 홍삼이 중국 홍삼에 비해 혈압 하강 효과를 좀

더 지속시킬 가능성 및 대동맥 조직 병리 소견 상 혈관 보

호 효과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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