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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idneytoxicitiesofWK-38usedforimprovementofthevasculardiseases,wasexamined

usingmaleandfemaleSprague-Dawleyrats.Themaleandfemaleratsweredividedinto4

groupsforintragastricaltreatmentwithdosesof0,5,50,and500mg/kg/dayfor13weeks,

respectively.

InallmaleandfemaleratstreatedwithWK-38,nomortalityandgrosspathologicalfindings

wereshownfor13weeks.Therewassubstantiallynochangeinbodyweightinallratswith

treatmentofWK-38.Urineosmolalityasrenalfunctionalparameterswerenotexchangedinall

ratstreatedwithWK-38.Therenalfunctionalparametersincludingelectrolytesexcretory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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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ineclearance,andsolute-freewaterreabsorptionweresignificantlyaugmentedonaccount

ofincreaseinurinaryvolumeinfemaleratstreatedwithWK-38,butnotmale.

Insummary,thisstudydemonstratesthatWK-38exhibitsnotoxicityonkidneyinallmale

andfemalerats.

Keyword: WK-38,Kidneytoxicity,Invivo

Ⅰ.서 론

최근 서구화된 식습 에 의한 양과잉섭취,의

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자동화에 따른 운

동부족과 과도한 스트 스 등으로 뇌 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심 계 질환이 두드러지게 증

가되는 추세이다
1)
.200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뇌졸 ,심장병,동맥경화 등의 심 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교통사고,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

보다 높다.이러한 심 계 질환의 주원인 하

나로 내벽에 지방이나 콜 스테롤 등의 침착

으로 나타나는 액순환 장애 상인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이 제시되고 있다
2)
.

죽상경화증을 억제하는 약물로는 확장제,

교감신경 차단제,칼슘길항제,항 소 제재 등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의 종류에 따라서 체 성 압, 칼

륨 증,기침,두통, 기증,부종,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3)
.특히 장기간에 걸쳐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단 이 있는 죽상경화증은

상 으로 부작용이 은 천연물 유래의 의약품

이 부작용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그러나 천

연물들의 약효는 고 인 민 요법과 경험에 근

거한 것이므로, 약물학 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히,일부 한약재들은 잠재

독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건

강에 치명 인 향을 래할 수 있다
4-7)
.따라서

효능뿐만 아니라 안 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이용

한 심 계 질환에 효과 인 기능성 식품 의

약품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안 청에서는 생약 제제 등의 안정성

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회투여 독성시험,

반복투여 독성시험,생식·발암성 시험 등을 독성시

험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시험방법에 있어서 서

로 다른 2종 이상의 암/수에서 검증하고,투여방

법,투여경로,용량등도 모두 기 화하 다. 한

생약제제 투여 시 나타나는 독성징후 발견을 해

매일 1회 이상 실험동물을 찰하고,체 사

료 섭취량,물 섭취량, 액검사,요 검사,병리학

검사 등 다방면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기 을

정하 다.일반 으로 시험물질이 흡수되어 사

되고,배설되는 장기인 신장과 간의 독성을 데이

터로 많이 활용하는데,요와 액검사를 통해 신

기능,간 기능, 기능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WK-38은 심 계 질환의

방과 치료목 으로 자체 구성된 처방이다.WK-38

은 황(大黃,RadixEtRhizomarhei),후박(厚

朴,CortexMagnoliaeofficinalis),목단피(牧丹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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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exMoutanradicis)3가지 약재로 구성된 복

합처방으로 죽상경화의 방과 치료를 목 으로

구성되었다.

WK-38에 포함된 각각의 한약재들은 재 한방

처방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들이다.그러나 이들

한약재에 한 약리학 작용과 임상 이용가치

에 한 일부 정보가 있으나,WK-38복합제제의

반복 투여에 한 안 성 독성에 한 검증은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건강하게 발육한 백서의

암,수를 이용하여 WK-38복합제제의 반복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신장독성 연구를 수행하 다.

Ⅱ.재료 방법

1.재 료

1)실험 동물

실험동물은 (주)샘타코 바이오코리아(경기도 오

산)에서 구입한 7주령의 Sprague-Dawley계 암,

수컷 흰쥐를 사용하 으며,물과 고형사료를 충분

히 공 하면서 1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응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표 인 사육조건인 온도

22±2°C,상 습도 55±10%,환기횟수 10-15

회/hr의 환경조건을 유지한다.

2)실험물질의 제조 투여용량

WK-38은 황,후박,목단피 각 100g을 증류

수 2.5L에 넣고 냉각기가 설치된 삼각 라스크에

넣은 후 120분간 가열하 다.추출 된 탕액을

3,000rpm으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탕액

을 회 식 증발기로 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45

g(수득율 15%)의 분말을 얻었다.

WK-38의 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는 500mg/kg

을 최고 용량으로 정하고,정제 증류수로 희석하

여 50mg/kg,5mg/kg의 시험물질을 제조하 다.

투여경로는 한방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경구투여를

선택하 다. 속제 동물용 (sondae)을 이용

하여 내에 직 주입하 다.1일 1회이며 액량

은 5ml/kg으로 계산하여 13주간 투여하 다.

3)시료 채취

채뇨는 백서를 자유롭게 물과 먹이에 근할

수 있는 metaboliccage에 넣어 3일간 응시킨 후

실험을 시작하 다.3일의 조 기간 동안 24시간

요를 채취하 으며,채뇨 용기,먹이통,물통,cage

의 청소는 오 9시-11시에 실시하 다.

채 은 의식이 있는 상태의 백서를 ethylether

로 마취하여 복 동맥으로부터 얻어진 액을 실

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응고시킨 후 원심분리

(3000rpm,15분)하여 청을 분리하 다.

2.방 법

1)임상증상 찰

시험기간 매일 식품의약품안 청의 독성시

험기 에 따라 투여 후 6시간까지 매시간 일반상

태의 변화, 독증상,운동성,외 ,자율신경

사망 유무를 찰하 다.

2)요 creatinine 해질 농도의 측정

요와 청의 creatinine은 분 도계(Miloton

Roy,Rochester,NY,USA)를 이용해 정량하 고,

해질 농도는 해 질분석기(NOVA5
+
,Biochemical,

Waltham,MA,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osmolality는 osmometer(Model3900,Advanced

InstrumentsInc.,Norwood,MS,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

3)용질-자유 수분 재흡수 (T
c
H2O)의 측정

청과 요의 osmolality를 측정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용질-자유 수분 재흡수를 계산하 다.

T
c
H2O = V(Uosmol/Posmol-1),V = urine

volume,Uosmol= urinaryosmolality,Posmol=

plasmaosmolality.

4)통계 처리

실험 군 간의 유의성은 실험 결과를 Student's

t-test나 one-way ANOVA test를 통하여 p값이

0.05이하인 경우 유의한 차이로 정하 고,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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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mean±S.E로 나타내었다.

Ⅲ.결 과

1.치사율 임상증상

WK-38을 13주 투여 후 사망유무를 찰한 결

과,모든 백서에서 WK-38투여에 의한 사망은

찰되지 않았고 실험기간 동안 유의할 만한 행동변

화 이상 증상은 찰되지 않았다.

2.체 에 미치는 향

13주 실험 기간 동안 모든 실험 백서군의 체

변화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 으며,특이

인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Fig.1A,B).

Fig.1.Bodyweightchangesinmale(A)andfemale
(B)ratstreatedwithWK-38for13weeks.

Eachvaluerepresentsthemean±S.Eof5experiments.

3.요량에 미치는 향

WK-38투여 시 요량은 수컷에서는 한 차

이가 찰되지 않았으나,암컷에서는 각각 5

mg/kg,500mg/kg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

가를 보 다(Fig.2A).

4.요 삼투질 농도 배설에 미치는 향

모든 실험 백서군의 요 삼투질 농도 (Uosmol)

는 WK-38투여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ig.2B).

Fig.2.Changesinurinevolume(A)andurine
osmolality(B)ofratstreatedwithWK-38
for13weeks.

Eachvaluerepresentsthemean±S.E of5experiments.
*p<0.05,vs.controlgroup.

5.요 해질 배설에 미치는 향

WK-38투여 시 요 Na
+
배설율,K

+
배설율,

Cl
-
배설율은 각각 수컷에서는 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으나,암컷의 5mg/kg에서는 각각 일

시 인 유의성이 찰되었다(Fig.3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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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ChangesinUNaV(A),UKV(B)andUClV
(C)ofratstreatedwithWK-38for13
weeks.

Eachvaluerepresentsthemean±S.Eof5experiments.
*p<0.05,vs.controlgroup.

6.Creatinine청소율 용질-자유수분 재흡

수에 미치는 향

WK-38투여 시 creatinine청소율 (Ccr)과 용

질-자유수분 재흡수를 각각 측정한 결과 수컷에서

는 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으나,암컷의 5

mg/kg에서는 각각 일시 인 유의성이 찰되었다

(Fig.4A,B).

Fig.4.Changesincreatinineclearance(A)and
solute-freewaterreabsorption(B)ofrats
treatedwithWK-38for13weeks.

Eachvaluerepresentsthemean±S.Eof5experiments.

Ⅳ.고 찰

이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증의 방 치료를 목

으로 구성된 처방인 WK-38을 Sprauge-Dawley

계통 백서에 13주간 투여하여 신장에 미치는 독성

을 찰하 다.

복방 추출물인 WK-38은 황,후박,목단피로

조성된 한방복방으로 순환기계 질환발생의 주원인

인 동맥경화증의 방 치료를 목 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황(大黃,RadixEtRhizomarhei)은

마디풀과(Polygon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황 (Rheum undulatum L.)의 뿌리나 뿌리 근으

로,아시아의 온 와 아열 지역에 서식하며 통

으로 진정,지 ,구충,향균,항종양, 압강하

등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8)
,한방에서는

변비,만성설사,장염,황달,복막염,담석증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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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이용해왔다9-11).주요 성분으로는 glycosides

rhein-8-mono-glucoside,physcion monoglucoside,

aloeemodinmonoglucoside,emodinemonoglucoside,

sennoside,tannin,gallicacid,calechin등이 분리

확인 되었다.후박(厚朴,Cortex Magnoliae

officinalis)은 목련과(Mognoliaceae)에 속한 낙엽교

목인 후박(MagnoliaofficinalisRehd.etWils)의

수피를 건조한 한약재이다
12)
.주성분으로는 magnolol,

honokiol,α-,β-pinene,camphen,limonene,magnocurarine

등이 보고되어 있고,약리작용으로는 항균,진경,

건 ,진총,진정 등이 보고되어 있다13).厚朴은

<신농본 경>에 품약으로 수재되어 있으며
14)
溫

中下气,곽란,복통 등에 진정,진통작용이 있고,

경련성 복통과 같은 신경성 장병의 치료약으로
15)燥濕,消痰의 효능을 갖는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Patkinson'sdisease의 치료약으로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다15,16).목단피(牧丹皮,Cortex

Moutan radicis)는 갈잎떨기나무에 속하는 모란

(PaeoniasuffruticosaAndrews)의 뿌리껍질로 미

나리아재비과(Ranunclaceae)에 속하고
17)
,한방에

서는 소염,해열,진통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한 한약재로 항 돌연변이성
18,19)
,항 염증성작용

20)

등에 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목단피의 성분

으로는 paeoniflorin,oxypaeoniflorin,benzoylpaeoniflorin,

albiflorin등과 같은 monoterpeneglucoside,당과

결합하지 않은 paeoiflorigenone과 수종의 gallotannin

을 함유하고 있다21).목단피의 paeoniflorin은 액

응고 해
22)
,apoptosis유도작용

23)
,항고지 증 작

용24)등이 보고 되고 있다.

본 처방은 ApoE knockout마우스와 고콜 스

테롤 식이 랫트에서 LDL-cholesterol의 감소

죽종의 감소 등과 같은 동맥경화 억제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발표 data).

3주 동안 WK-38을 투여하면서 사망률,일반증

상,체 변화,뇨, 액생화학 지표 등을 찰한

결과,WK-38의 투여 시 암컷에서 총 요배설량인

UV의 한 증가와 urine에서 Na+ 배설율

(UNaV),K+ 배설율 (UKV),Cl-배설율 (UClV)

이 각각 히 높게 나타남을 찰 할 수 있었

다.암컷 조군과 비교했을 때 urine에서 Na+ ,

K
+
,Cl

-
량에는 차이가 없었던 을 고려한

다면,Na+ 배설율 (UNaV),K+ 배설율 (UKV),

Cl
-
배설율 (UClV)이 각각 높아진 원인으로는 총

요배설량인 UV의 한 증가 때문일 것으로 사

료된다. 한,실험결과에서 보았듯이 암컷에서 요

배설량 증가에 의한 해질 배설율 증가를 제외하

면,13주 동안 WK-38의 투여 시 암,수의 요에서

측정한 Ccr,TcH2O 등의 신기능 수치 모두 특이

인 이상이 없었다. 한 WK-38을 13주 투여

하는 동안 유의할 만한 행동변화 이상증상은

찰되지 않았으며,사망 한 없었다.

따라서 WK-38이 백서의 신장에 미치는 독성은

암,수에서 모두 미미하여,WK-38은 신장에서 그

안 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Ⅴ.결 론

WK-38을 SD 계통 암컷,수컷 백서에 13주간

투여하여 신장에 미치는 독성을 찰하 다.

WK-38투여한 모든 암컷,수컷 백서에서 투여직

후 13주 찰기간 동안 유의할 만한 행동변화

이상 증상은 찰되지 않았고,체 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 다.요 삼투질 농도

(Uosmol)는 각각 암컷,수컷 백서에서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요량은 수컷 백서에서는 변화

가 없었으나,암컷 백서에서는 각각 5mg/kg,500

mg/kg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 다.요

Na
+
배설율,K

+
배설율,CI

-
배설율,creatinine

청소율 (Ccr)과 용질-자유 수분 재흡수율은 각각

수컷 백서에서는 변화가 없었고,암컷 백서의 5

mg/kg에서만 각각 일시 인 유의성이 찰되었다.

따라서,WK-38이 백서의 신장에 미치는 독성은

수컷 암컷 백서에서 모두 미미하므로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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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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