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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holtzia splendens, which grows on moist soil of mountainous regions, is widely distributed at all regions of Korea, 
especially at Mountain Ji ri. It is categorized as a Labiatae plant which is dried aerial part. It has the following medicinal 

properties; removal of fever, alleviation of pain, a good antiphlogistic agent as well as antibacterial effects. However, the 
effects of E. splendens on thrombosis and platelet activation are not precisely understood. We performed this study to 
develop antithrombotic agents from oriental medicine herb extracts. E. splendens inhibited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arachidonic acid and U46619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E. splendens did not show an effect on anticoagulation 
as determined by prothrombin time (PT) or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We also tested the effects of E. 
splendens using a carotid artery thrombosis rat model induced by 35% FeCl3 treatment. E. splendens significantly 

inhibited thrombus weight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E. splendens may be developed as 
a potential antiplatelet activity agent for treatment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nd athero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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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

속히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 도시 생활자

들은 40대 중반부터 찾아오는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

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성인병 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병, 뇌졸중 등은 대표적인 순환기계 질병으로 지금까지 

치료약제가 다수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은 뇌출혈, 뇌혈전, 

심부전, 심근경색 등으로 대표되며 순환 혈관계 질환은 일

차적으로 혈관 내에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혈관의 폐쇄와 

혈류 장애를 초래하며, 심장이나 뇌조직 등에 허혈성 세

포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이다. 혈전 형성은 

심장 마비 또는 뇌졸중 등의 폐쇄성 동맥질환 유발의 주

된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의 발생과 악

화에도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맥경화용제는 

크게 심혈관계 약물인 고지혈증 치료제와 혈액 관련 약물

인 항혈전, 혈소판 응집 억제제(antithrombotics, antiplatelet 

agent), 항응고제(anticoagulant), 혈전용해제(fibrinolytics)로 

대표된다. 이 중 혈액 관련 약물은 주로 혈전(thrombus)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혈관 내의 혈전은 동맥경화를 비롯

한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며 혈전의 제거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다. 혈전은 일반적으

로 혈관이 손상을 받아 출혈이 일어난 후 혈소판이 응집

되면서 혈액이 혈관 또는 조직 내에서 응고됨으로서 생성

된다(Wolberg, 2008). 정상적인 경우 혈전은 plasmin 등과 

같은 혈전용해효소에 의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나, 

혈관 또는 조직 내에 과도한 양의 혈전이 축적되거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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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해와 관련된 생리학적 기구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에는 혈액의 흐름이 제한되고 결국은 특정조직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심근경색, 뇌경색 및 

폐동맥경색증과 같은 혈전증(thrombosis)을 유발하여 결국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Mizuno et al., 2008; Wolberg, 

2007). 

혈전성 질환의 일차 발병 후 재발방지, 혈전성 질환의 

진행차단 또는 예방 목적으로 aspirin, ticlopidine 등의 항 

혈소판 작용 약물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

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항 혈소판제의 개발에 많은 연구

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의 

경우 그 효과가 완벽하지 못해 우수한 항혈전 기능을 가

진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요구된다(Chen et al., 2015). 

꽃향유(Elsholtzia splendens)는 꿀풀과 향유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많이 분포하고, 붉은 

향유, 해주 향유라는 속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남부와 중부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 자생하는 향유속에

는 꽃향유 이외에 향유(E. ciliata), 좀향유(E. minima) 및 가

는잎향유(E. angustifolia)가 있다. 모두 1년생 초본 방향성 

식물로 식용, 관상용, 밀원용, 약용에 쓰이는데, 어린잎은 

식용한다. 민간에서는 개화기에 전초를 생약으로 사용하

는데 발한, 해열, 이뇨, 수종, 지혈 등에 약으로 이용한다

(Heo,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용자원

인 꽃향유 추출물의 항혈소판 응집 및 항혈전 활성 평가

를 수행하여 혈관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약리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7주령의 수컷 Spague-Dewley (SD) rat은 

(주)오리엔트바이오에서 구입하여 1주 이상 본 실험 사

육장환경에 적응시킨 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몸무게 

250~300 g의 male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물과 사료는 자

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사육장 실내의 온도는 22±2℃, 

습도는 50±10%, 조명은 12시간 명암 주기가 되도록 조

절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실험동물의 사육 및 처

치는 동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DEU-15-032)

을 얻어 수행하였다. 시험물질인 꽃향유(Elsholtzia splen- 

dens)는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

였다. 각각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

다. 경동맥혈전 유발 동물모델을 이용한 혈전용해는 20%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St. Louis, MO, USA), 

prothrombin time (PT)과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은 10% DMSO, 혈소판 응집은 3%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Washed platelet의 조제를 위한 혈액은 흰쥐를 ethyl ether

로 마취하고, 항응고제 0.15 M sodium citrate를 혈액과 1:9 

(v/v)의 비율이 되도록 함유한 주사기로 복대동맥으로부

터 채혈하였다. Platelet rich plasma (PRP)는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의 PRP를 얻었고, 계속하여 

2,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고, 침전된 혈소판을 

washing buffer에 현탁시켜서 washed platelet로 하였다(Jin 

et al., 2008). 최종 혈소판의 농도는 3 × 108 platelet/mL이 

되도록 조정하여 platelet poor plasma (PPP)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혈소판 응집 억제능은 Aggregometer (Chrono-Log Co., 

Ltd., Havertown, PA, USA)를 이용한 탁도 측정법으로 측정

하였다(Jin et al., 2008). Washed platelet를 37℃에서 3분간 

incubation 시킨 후 농도별로 시료를 처리하고 2분 후 혈

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물질 collagen (10 μg/mL), arachidonic 

acid (100 μM), U46619 (1 μM) 그리고 thrombin (0.05 U/mL)

로 응집을 유도하였으며, 10분간 측정한 후 억제 정도를 

계산하였다. 억제 정도(%)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control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Inhibition = (A-B)/ × 100 

A: DMSO만 처리한 대조군의 aggregation % 

B: 꽃향유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의 aggregation % 

 

혈액응고의 지표인 PT와 aPTT을 측정하였다. 0.38% 

sodium citrate가 포함되도록 채혈한 후 2,000 rpm에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PPP를 얻었다. Reagent reservoir에 plasma 

500 μL와 측정농도의 꽃향유 추출물을 넣은 다음 37℃에

서 5분간 미리 incubation 시킨 후 PT와 aPTT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자동혈액응고 분석기 ACL-3000 (Instru- 

mentation Laborator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동맥혈전 유발 동물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FeCl3를 이

용하여 경동맥혈전을 유발하였다(Park et al., 2011). 동물 

실험실에서 적응된 흰쥐를 70% N2O와 28.5% O2 가스에 

2.0% 엔플루란(enflurane, 중외제약, 한국)을 혼합시킨 마

취가스를 사용하여 흡입마취 후 수술대에 고정하고, 흡입

전신 마취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목의 정중부를 절개

를 하고 미주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측 총

경동맥(common carotid, CCA)을 찾아 확인한 후 노출시켰

다. 그리고 doppler flow prove를 경동맥에 위치시켜 모니

터를 통하여 혈행을 관찰하였다. 혈관에 filter paper (2 mm 

square)를 대어 3분 간 35% FeCl3를 가하였다. 3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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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ilter paper를 제거하고 경동맥을 세척하고 30분 간 관

찰하였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혈전이 형성이 되

며 30분 후 혈전이 생긴 부위의 혈전을 조심스럽게 박리

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 결과는 3반복 이상의 독립적인 실험에서 도

출된 대표값의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SPSS statistics 19 program (IBM, Amonk, 

NY, USA)을 이용하여 ANOVA test를 시행하였으며 구체적

인 사후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항혈소판 응집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

리적 환경에서 혈소판 응집을 일으키는 collagen, arach- 

idonic acid, U46619, thrombin으로 유도한 혈소판 응집반응

에서 꽃향유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

과 꽃향유 추출물은 arachidonic acid와 U46619로 유도한 

혈소판 응집반응에 대해 농도 의존적 억제 활성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arachidonic acid로 유도된 혈소판 응집반응

에 대해 꽃향유 추출물 최고 농도에서는 90.8% 억제율을 

보였다(Table 1).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적

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만 출혈이 일어났을 때 지혈작

용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어 혈액응고 기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혈소판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을 찾고자 많

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꽃향유 추출물이 혈액 응

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prothrombin time (PT) 또

는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에 전혀 유의

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꽃향유 추출물의 항혈

전 작용은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 

꽃향유 추출물의 항혈전 효과를 보기 위하여 FeCl3를 

이용하여 경동맥혈전증 유발 동물모델을 제작하여 혈전무

Table 1. Inhibitory activities of Elsholtzia splendens extracts on agonist induced rat platelet aggregation 

Inhibition (%) 

Elsholtzia splendens extracts 
(μg/mL) 

Collagen 
(10 μg/mL) 

Arachidonic acid 
(100 μM) 

U46619 
(1 μM) 

Thrombin 
(0.05 U/mL) 

100 12.9 22.2 27.2 19.3 

200 13.1 31.1 45.9 24.1 

300 27.3 90.8 71.3 32.9 

Table 2. Effects of Elsholtzia splendens extracts on blood coagu-
lation 

 Inhibition (%) 

Elsholtzia splendens 
extracts (μg/mL) 

PT 
(second) 

aPTT 
(second) 

100 17.3±0.3 22.2±0.1 

200 17.4±0.1 22.2±0.3 

300 17.2±0.2 22.3±0.1 

Blank 17.3±0.1 22.1±0.2 

Fig. 1. The Effects of Elsholtzia splendens extracts on thrombus
weight. Thrombus weight were determined 30 min after FeCl3 in-
duced injury. All values showed mean ± SD. Test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range 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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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를 측정하였다. 꽃향유 추출물을 100, 200, 3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혈전무게를 측정한 결과 100 μg/mL 투

여군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200 μg/mL 투여군(P < 

0.5), 300 μg/mL 투여군(P < 0.01)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

냈다(Fig. 1). 

현재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혈전의 예방과 치료방법

으로 식이조절,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으며, 약물요

법에는 크게 심혈관계 약물인 고지혈증 치료제와 혈액 관

련 약물인 항혈전, 항혈소판 응집 억제제, 항응고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제들은 가격이 매우 높

을 뿐만 아니라 urokinase를 제외하고는 경구투여가 불가

능하며(Liu et al., 2002), 모두 정제된 화학물질로 인체에 

투여하였을 때 지혈과다억제, 불임, 소화기장애 등의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Burggraf et al., 2008). 따라서 최근에는 

천연물로부터 보다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며 혈전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키고 혈관 내에서 혈소판의 응집을 저

해하여 혈전예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의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Swenson et al., 2005; Mine,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꽃향유 추출물의 항혈소판 응집 및 항혈전 

활성 평가를 수행하여 혈관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

질 효능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꽃향유 추출물은 

혈액응고 기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항혈소판 효과와 항

혈전 작용으로 혈관질환의 치료 및 예방물질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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