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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과제명

국문 : Medicap-M15로 抽出한 五積散의 效能에 關한 硏究

영문 : A study on the effects of Ojeoksan extracted by Medicap-M15

Ⅱ. 연구내용

1. 연구목적(필요성)

(주)엔비아이에서 개발한 Medicap-M15는 재래식 전탕방식을 과학으로 완성

하여 최첨단화한 한약 전탕기로 경북테크노파크 한방특화센터에서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이 Medicap-M15는 기존의 전탕기가 3~4시간이나 걸려서 한약을 전

탕하던 것에 비교하면 전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품으로, 이 전탕기의 개

발로 인해 이제 일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약 15분 정도만에 한약의 전탕이 가능

하게 되었다. Medicap-M15는 단시간의 전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탕의 방

식을 전자동화 하였고, 1-2일분의 소량도 전탕이 가능하도록 하여 첩약 전탕시

의 불편함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또, 시간 단축에 따른 전탕의 성분은 이미 정부출연기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에서 검증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한 약리실험은 아직 거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약효의 증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거쳐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성분이 검증된 바 있는 처방중의 하나인 五積散으로 약효

실험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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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Medicap-M15로 추출한 五積散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압력식 약탕기와 

무압력식 약탕기를 이용한 五積散 추출물도 같이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실험

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五積散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鎭痛, 消炎, 瘀血 및 關節

炎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개발방법

(1) 재료

①실험재료

五積散 처방의 구성약물은 한약재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것을 약업사에서 구입

하여 이용하였다. 五積散의 구체적인 1첩 분량과 한약재의 생산지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五積散의 구성약물과 중량 및 생산지

구성약물 중량 생산지 제조회사

蒼朮 2錢 수입 동성약업사

麻黃 1錢 수입 동성약업사

陳皮 1錢 국산(제주) 동성약업사

厚朴 8分 수입 동성약업사

桔梗 8分 수입(중국) 동성약업사

枳殼 8分 수입 동성약업사

當歸 8分 국산(경북진부) 동성약업사

乾薑 8分 수입 동성약업사

白芍藥 8分 국산(경북의성) 동성약업사

白茯苓 8分 수입 동성약업사

川芎 7分 국산(경북영양) 동성약업사

白芷 7分 국산 동성약업사

半夏 7分 수입 동성약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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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험동물

대한실험동물에서 구입한 건강한 Sprague Dawley계 rat와 I.C.R mouse를 고

형사료(rat chow, 삼양사)로 사육하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약 1주일간 실험

실 환경에 적응시킨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방법

①검액의 조제

五積散은 물추출하였으며, 五積散 處方의 試料는 제약회사에서 구입하여 전문

가의 검증을 거친 것을 압력식 추출기(세익메디칼 : S-15000)와 무압력식 추출

기(미강기업 : ME-45) 및 Medicap-M15(N.B.I)에서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압력

식과 무압력식추출에서는 3시간 가열하여 추출한 용액을 이용하였으며, 

Medicap-M15에서는 15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한 물 추출액을 실험에 이용하였

다.

②鎭痛作用

㉠醋酸法에 의한 鎭痛實驗1,2,3)

高木 등1,2,3)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생쥐를 1군에 8마리로 하여 대조군, 

압력식 오적산 추출군, 무압력식 오적산 추출군, Medicap-M15 오적산 추출군으

로 구분한 다음, 검액 0.1cc/10g을 sonde를 이용하여 경구로 투여하고 30분후 

0.7%의 초산 0.1㎖/10g을 복강내 주사한 다음, 주사 10분후부터 10분간의 

桂皮 7分 수입 동성약업사

甘草 6分 수입(중국) 동성약업사

生薑 3片 韓國産 상동시장

葱白 3本 韓國産 상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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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hing syndrome의 回數를 計測하였다.

㉡ Acetylcholine writhing法4)

생쥐를 1군에 8마리로 하여 대조군, 압력식 오적산 추출군, 무압력식 오적산 

추출군, Medicap-M15 오적산 추출군으로 구분한 다음, 검액 0.1cc/10g을 경구 

투여하고, 30분후 Acetylcholine HCl 25㎎/㎏를 복강내 주사한 다음, 즉시 10분

간의 writhing 회수를 계측하였다.

② 消炎作用

흰쥐를 1군에 8마리로 하여 검액을 경구투여하고, 검액을 투여한 후 30분후에 

5% 초산생리식염액의 0.1㎖/rat를 左後肢足蹠에 피하주사하여 부종을 야기시킨 

다음, 高木5)등의 방법에 따라서 4시간 동안 經時的으로 plethysmometer(LE 

7500, Digital, Panlab, S.I., Spain)를 이용하여 족용적을 측정하여 기염제 주사

전의 치에서부터 부종률을 측정하여 부종증가률을 구하였다.

부종증가률은 다음 식으로 산출하였다.

               Vt - Vs

부종증가률(%)= ------  ×100

                  Vs

Vt = 起炎劑를 足蹠皮下 注射前의 足의 容積

Vs = 起炎劑를 足蹠皮下 注射後의 足의 容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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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血栓에 미치는 영향

㉠ Hydrocortisone acetate 투여 

흰 쥐를 1군에 8마리로 하여 정상군, 대조군, 압력식 오적산 추출군, 무압력식 

오적산 추출군, Medicap-M15 오적산 추출군으로 구분하였다. 정상군은 생리식

염수를 2㎖를 투여하였고,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2㎖ 경구투여한 후 이어서 

hydrocortisone acetate를 ether에 녹인것을 5㎎/200g을 1일 1회 1주간 둔부근

육주사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hydrocortisone acetate 주사 1시간 후에 각 실

험약물의 물 추출액 농출액을 2㎖/rat을 1일 1회 1주일간 경구투여 하였다.

㉡ 採血 및 血漿分離 

hydrocortisone acetate를 최종 투여한 24시간 후 pentobarbital sod.로 

0.1cc/100g을 복강에 주사하여 마취시키고 복부대동맥에서 채혈한 후 CBC 

bottle과 3.8% sodium citrate에 각각 담아서 2,5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시

켜 혈장을 얻었다. 

㉢ 혈소판수 측정 

혈소판수 측정은 Fonio법6)에 의하여 sysmex kx-21 기기를 사용하여 

STROMATOLYSER-WH 시약으로 측정하였다.

㉣ Fibrinogen 量 측정7) 

혈장내의 Fibrinogen은 Amelung Coagulometer 기기를 이용하여 Hemolab 

Fibrinomat 試藥(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Prothrombin time 측정8,9,10) 

Prothrombin time은 Amelung Coagulometer 기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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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check PT 試藥(일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Hematocrit値 측정6) 

Hematocrit値는 Sysmex kx-21 기기를 사용하여 STROMATOLYSER-WH 

試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④關節炎 實驗

㉠관절염의 유발 

關節炎의 유발은 高木5) 등의 방법에 의하여 freund’s complete adjuvant 시약

(FCA ; Dico Lab, U.S.A) 혹은 0.1㎖/rat를 白鼠의 右側 足蹠에 注入하고 2주 

경과한 다음, 관절염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검액의 투여 

검액의 투여는 약 180-200g의 흰쥐 8마리를 5군으로 나누어 全期間동안 생

리식염수만을 투여한 정상군(Normal group), FCA를 주사하고 2주 후에 생리식

염수 1cc/100g를 투여한 대조군(Control group), FCA를 주사하고 2주후 즉, 관

절염이 유발된 15일째부터 21일동안  압력식으로 추출한 오적산 추출물을 투여

한 군, FCA를 주사하고 2주후 즉, 관절염이 유발된 15일째부터 21일동안 무압

력식으로 추출한 오적산 추출물을 투여한 군, FCA를 주사하고 2주후 즉, 관절염

이 유발된 15일째부터 Medicap-M15로 추출한 오적산 추출물을 투여한 군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오적산 추출물의 투여 용량과 기간은 각각의 전탕액을 

1cc/100g을 21일동안 투여하였다.

㉢ 채혈 및 혈청의 분리 

동물을 Pentobarbital sod로 0.1cc/100g을 복강에 주사하여 마취한 후,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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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선을 따라 開腹하고 복부 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한 全血의 일정량을 CBC 

bottle에 넣고 나머지 혈액은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응고시킨 후, 원심분리

기로 2,500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시켜 실험에 사용하였다.

㉣ 浮腫 測定 

관절부종의 측정은 각 군의 右後肢足蹠皮下에 adjuvant液 주사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2-4일마다 약물투여후 1시간 후에 우후지족척의 부종용적을 

Winter34)등의 방법으로 plethysmometer(LE 7500, Digital, Panlab, S.I., Spain)

을 이용하여 측정한 다음, adjuvant液 주사전의 足容積과의 차이를 백분율로 산

출하였다.

㉤ leucocyte의 측정 

leucocyte의 측정은 Fonio법6)에 준하여 Sysmex K-21 기기를 이용하여 

STROMATOLYSER-WH 試藥(日本)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Total protein의 함량 측정 

혈청중의 Total protein의 함량은 Biuret 등의 방법6)에 준하여 총 단백 측정

용 시약(EIKEN; 일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RP(C-Reactive Protein) 측정21)

CRP의 측정은 TBA 30R을 이용하여 DENKA 試藥(일본)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glucose 함량의 측정

혈청중 glucose 함량의 측정은 효소법6)에 準하여 TBA 30R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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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KA 試藥(일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⑤통계

각 群間의 실험결과 분석은 Student’s t-test를 하여 유의성(p<0.1수준)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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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實驗成績

1. 鎭痛效果

1) 醋酸法에 의한 鎭痛效果

五積散이 鎭痛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醋酸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對照群은 writhing syndrome의 횟수가 26.88±1.65회 이었다. 반면에 압

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14±1.90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으며,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3.63±1.16로 나타나 對照

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으며,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1.44±1.08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해 有意性있게 減少하였다.(Table Ⅰ)

Table Ⅰ. Analgesic effects of Ojeoksan extract by the acetic acid 

stimulating method in mice.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2, *****: P<0.001)

Control : Administration of 0.7% acetic acid(0.1㎖/10g)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No. of writhing syndrome in mice

Control 26.88±1.65#)

SampleⅠ 14±1.90*****

SampleⅡ 13.63±1.16*****

SampleⅢ 2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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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etyl choline法에 의한 鎭痛效果

五積散이 鎭痛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cetyl choline法을 이용하

여 측정한 결과, 對照群은 writhing syndrome의 횟수가 4.29±0.61회이었다. 반

면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14±1.90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

性있게 減少하였으며,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57±0.3으로 나타

나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으며,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857±0.34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해 有意性있게 減少하였다.(Table Ⅱ)

Table Ⅱ. Analgesic effects of Ojeoksan extract by the Acetyl choline 

stimulating method in mice.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01)

Control : Administration of Acetylcholine HCl(5mg/10kg)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No. of writhing syndrome in mice

Control 4.29±0.61#)

SampleⅠ 0.86±0.34*****

SampleⅡ 0.57±0.3*****

SampleⅢ 0.8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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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消炎效果

五積散이 消炎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5% 초산생리식염수 0.1㎖를 

흰쥐의 左後肢足蹠에 피하 주사하여 부종을 유발시킨 다음 매 시간별 부종증가

율을 측정한 결과, 對照群은, 30분후에 25.55±4.45, 60분후에 41.26±4.83, 90

분후에 49.59±4.48, 120분후에 57.05±5.16, 150분후에 57.18±4.81, 180분후

에 58.54±5.33로 나타났다. 반면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30분후

에 20.47±2.75, 60분후에 33.63±3.33, 90분후에 41.20±2.86, 120분후에 

45.63±3.38, 150분후에 45.42±3.54, 180분후에 45.98±2.89로 나타났으며, 

120분부터 統計學的으로 有意性이 있었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30분후에 20.61±3.92, 60분후에 30.02±5.06, 90분후에 39.34±5.93, 120분후

에 42.46±6.18, 150분후에 44.74±7.2, 180분후에 45.24±6.60으로 나타났으

며, 統計學的인 有意性은 인정되지 않았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30

분후에 21.11±2.34, 60분후에 34.49±2.45, 90분후에 41.21±2.28, 120분후에 

46.13±2.13, 150분후에 48.36±2.13, 180분후에 47.54±2.03으로 나타났으며, 

120분후와 180분후에서 統計學的으로 有意性이 있었다(Table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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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Ⅲ. Inhibitory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the pae-edema by 

acetic acid in rats.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1)

Control : Administration of 5% acetic acid(0.1㎖/rat)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Group

minute

30 60 90 120 150 180

Increased rare of paw-edema(%)

Control
25.55 41.26 49.59 57.05 57.18 58.54

±4.45 ±4.83 ±4.48 ±5.16 ±4.81 ±5.33#)

Sample

Ⅰ

20.47 33.63 41.20 45.63* 45.42* 45.98*

±2.75 ±3.33 ±2.86 ±3.38 ±3.54 ±2.89

Sample

Ⅱ

20.61 30.02 39.34 42.46 44.74 45.24

±3.92 ±5.06 ±5.93 ±6.18 ±7.2 ±6.6

Sample

Ⅲ

21.11 34.49 41.21 46.13* 48.36 47.54*

±2.34 ±2.45 ±2.28 ±2.13 ±2.13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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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瘀血에 미치는 影響

1) Hematocrit値에 미치는 影響

Hematocrit値는 正常群이 39.1±0.93%인데 比하여, 對照群은 52.37±0.96%로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다.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41.51±1.62%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43.97±1.39%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減

少되었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41.03±0.76%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

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TableⅣ).

TableⅣ.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hematocrit in HA treated rats.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01)

Control : Administration of 5% acetic acid(0.1㎖/rat)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Group Hematocrit(%)

Normal 39.1±0.93#)

Control 52.37±0.96*****

SampleⅠ 41.51±1.62*****

SampleⅡ 43.97±1.39*****

SampleⅢ 41.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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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telet count에 미치는 影響

血小板數의 變化는 正常群이 1025.25±20.56 (×103/㎣)인데 비하여 對照群은 

803.83±33.32(×103/㎣)으로 有意하게 減少되었다.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085.45±81.84(×103/㎣)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064.33±117.73(×103/㎣)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은 1096.75±86.89(×103/㎣)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다

(TableⅤ).

TableⅤ.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platelet in HA treated rats.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01, ****: P<0.01, *: P<0.1)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Group Platelet count(×103/㎣)

Normal 1025.25±20.56

Control 803.83±33.32*****

SampleⅠ 1085.45±81.84****

SampleⅡ 1064.33±117.73*

SampleⅢ 1096.75±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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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hrombin time에 미치는 影響

Prothrombin time의 變化를 보면, 正常群이 14.25±0.16(sec)인데 비하여 對

照群은 14.38±0.18(sec)로 增加되었으나 有意性은 없었다.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3.43±0.02(sec)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3.67±0.33(sec)로 나타나 對

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4.0±0.27(sec)로 나타났으나 有意性은 없었다(TableⅥ).

TableⅥ.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prothrombin time in HA treated 

rats.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01, *: P<0.1)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Group prothrombin time(sec)

Normal 14.25±0.16

Control 14.38±0.18

SampleⅠ 13.43±0.02*****

SampleⅡ 13.67±0.33*

SampleⅢ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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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brinogen 含量에 미치는 影響

血漿內의 Fibrinogen含量은 正常群이 166.43±6.67(㎎/㎗)인데 비하여 대조군

에서는 133.0±8.54로 감소되었다.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32.14±3.84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31.33±3.51로 나타나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增

加되었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16.38±1.89로 나타나 對照群로에 

比 하여 有意性있게 증가되었다(TableⅦ).

TableⅦ.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fibrinogen in HA treated rats.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01, ***: P<0.02)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Group fibrinogen(㎎/㎗)

Normal 166.43±6.67

Control 133.0±8.54***

SampleⅠ 232.14±3.84*****

SampleⅡ 231.33±3.51*****

SampleⅢ 216.3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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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關節炎에 미치는 影響

1) 關節浮腫의 變化에 미치는 影響

흰주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 浮腫變化는 對照群이 浮腫 증가율이 

Ajuvant 起炎劑를 투여하고 2주가 지난 후인 15일째 즉, 關節炎 發病 1일후가 

49.64±5.93이었고, 5일후가 50.58±5.57이었으며, 9일후가 48.25±4.39이었으

며, 13일후가 47.44±4.3이었으며, 17일후가 44.43±4.15이었으며, 19일후가 

44.03±4.40이었으며, 21일후가 43.63±3.95이었다. 반면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관절염 유발 1일후가 46.30±3.44이었고, 5일후가 46.95±2.92

이었으며, 9일후가 41.76±2.91이었으며, 13일후가 39.35±3.81이었으며, 17일

후가 36.88±3.39이었으며, 19일후가 34.91±3.26이었으며, 21일후가 

33.76±3.29이었다. 이 중에서 19일후와 21일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관절염 유발 1일후가 

44.42±2.48이었고, 5일후가 47.79±2.59이었으며, 9일후가 40.97±2.62이었으

며, 13일후가 39.85±3.42이었으며, 17일후가 36.66±3.05이었으며, 19일후가 

34.79±2.94이었으며, 21일후가 32.75±2.63이었다. 이 중에서 19일후와 21일후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관절

염 유발 1일후가 46.53±8.6이었고, 5일후가 57.86±4.42이었으며, 9일후가 

52.16±5.17이었으며, 13일후가 48.03±5.15이었으며, 17일후가 45.1±4.5이었

으며, 19일후가 42.41±4.32이었으며, 21일후가 42.27±4.40이었으나, 모든 측정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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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Ⅷ.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the paw edema of rats induced 

by freund's complete adjuvant.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1)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일(day)

1 5 9 13 17 19 21

Increased rare of paw-edema(%)

Control
49.64 50.58 48.25 47.44 44.43 44.03 43.63

±5.93 ±5.57#) ±4.39 ±4.3 ±4.15 ±4.0 ±3.95

Sample

Ⅰ

46.30 46.95 41.76 39.35 36.88 34.91 33.76

±3.44 ±2.92 ±2.91 ±3.81 ±3.39 ±3.26* ±3.29*

Sample

Ⅱ

44.42 47.79 40.97 39.85 36.66 34.79 32.75

±2.48 ±2.59 ±2.62 ±3.42 ±3.05 ±2.94* ±2.63**

Sample

Ⅲ

46.53 57.86 52.16 48.03 45.1 42.41 42.27

±8.6 ±4.42 ±5.17 ±5.15 ±4.5 ±4.32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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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血淸中 白血球數

흰쥐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血淸中 白血球의 數는 正常群이 

7.3±0.66(×103/㎣)이었고, 對照群은 8.25±0.37(×103/㎕)이었다. 반면에 압력식

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白血球數는 6.09±0.61(×103/㎕)로 對照群에 비

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고,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5.45±0.67(×103/㎕)로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으며, M-15로 추

출한 五積散投與群은 7.63±0.49(×103/㎕)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

으나, 有意性은 없었다.

Table Ⅸ.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serum leucocytes number of 

rats induced by freund's complete adjuvant.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1)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No. of leucocyte(×103/㎣)

Normal 7.3±0.66

Control 8.25±0.37

SampleⅠ 6.09±0.61****

SampleⅡ 5.45±0.67****

SampleⅢ 7.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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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tal protein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

흰쥐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Total protein의 함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正常群이 5.55±0.042(g/㎗)이었고, 對照群은 6.04±0.06(g/㎗)으로 나타나 

正常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

群에서 Total protein의 함량은  5.98±0.08(g/㎗)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減

少하였고,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5.98±0.06(g/㎗)로 對照群에 비

하여 減少하였으며,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5.9±0.07(g/㎗)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나, 세가지 모든 실험군에서 有意性은 없었다.

TableⅩ.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total protein of rats induced by 

freund's complete adjuvant.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01)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Total protein(g/㎗)

Normal 5.55±0.042#)

Control 6.04±0.06*****

SampleⅠ 5.93±0.08

SampleⅡ 5.98±0.06

SampleⅢ 5.9±0.07



23

23

4) C-reactive protein의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흰쥐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C-reactive protein의 함량에 미치는 변

화를 보면, 正常群이 0.035±0.016(mg/㎗)이었고, 對照群은 0.038±0.0049(mg/

㎗)으로 나타나 正常群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C-reactive protein 함량은  

0.031±0.0026(mg/㎗)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고, 무압력식으로 추

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037±0.0033(mg/㎗)로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며,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043±0.0084(mg/㎗)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

여 減少하였으나, 세가지 모든 실험군에서 有意性은 없었다.

TableⅪ.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C-reactive protein of rats 

induced by freund's complete adjuvant.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C-reactive protein(mg/㎗)

Normal 0.035±0.016

Control 0.038±0.0049

SampleⅠ 0.031±0.0026

SampleⅡ 0.037±0.0033

SampleⅢ 0.043±0.0084



24

24

5) Glucose의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흰쥐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Glucose의 함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正常群이 156.50±2.22(mg/㎗)이었고, 對照群은 145±5.40(mg/㎗)으로 나타나 

正常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

群에서 Glucose의 함량은  154.43±4.29(mg/㎗)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增

加하였고,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49.88±4.12(mg/㎗)로 對照群

에 비하여 增加하였으며,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84±28.18(mg/㎗)로 

나타나 對照群에 비하여 增加하였으나, 세가지 실험군 모두에서 有意性은 없었

다.

TableⅫ. Effects of Ojeoksan extract on glucose of rats induced by 

freund's complete adjuvant.

#) Mean ± standard err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1)

SampleⅠ: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pressure

SampleⅡ: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no-pressure

SampleⅢ: Administration of Ojeoksan extract by M-15

Glucose(mg/㎗)

Normal 156.50±2.22#)

Control 145±5.40*

SampleⅠ 154.43±4.29

SampleⅡ 149.88±4.12

SampleⅢ 184±28.18



25

25

4. 考察

(주)엔비아이에서 개발한 Medicap-M15는 재래식 전탕방식을 과학으로 완성

하여 최첨단화한 한약 전탕기로 경북테크노파크 한방특화센터에서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이 Medicap-M15는 기존의 전탕기가 3-4시간이나 걸려서 한약을 전

탕하던 것에 비하면 전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품으로, 이 전탕기의 개발

로 인해 이제 일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약 15분 정도만에 한약의 전탕이 가능하

게 되었다. Medicap-M15는 단시간의 전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탕의 방식

을 전자동화 하였고, 1-2일분의 소량도 전탕이 가능하도록 하여 첩약의 전탕시

의 불편함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또, 이미 시간 단축에 따른 전탕의 성분은 이미 정부출연기관인 기초과학지원

연구소에서 검증을 거친바 있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한 약리실험은 아직 거치지 

못한 바, 약효의 증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거쳐 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이미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처방중의 하나인 五積散으로 약효실

험을 하게 되었다.

五積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 卷2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11,13), 發表溫裏, 順氣

化痰, 活血消積, 燥濕健脾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外感風寒과 內傷生冷으로 

인한 身熱無汗, 頭痛身疼, 項背拘急, 胸滿惡食, 嘔吐腹痛, 舌苔白滑 등의 증상과, 

婦女의 血氣不和로 인한 心腹疼痛, 月經不調 등이 寒性에 속한 症候를 치료한다

13). 따라서, 論者는 이러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五積散을 이용하여 鎭痛, 消炎 瘀

血, 關節炎의 측면에서 약효 비교를 하게 되었다.

writhing response란 등을 逆으로 구부림(arching of the back)과 뒷다리의 

뻗침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一連의 반응은 인간에서의 visceral pain의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다12). 먼저, 醋酸法에 의한 鎭痛效果를 보면 對照群은 

writhing syndrome의 횟수가 26.88±1.65회 이었으며, 반면에 압력식으로 추출

한 五積散投與群은 14±1.90,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3.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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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1.44±1.08로 나타나 세가지 실험군 모두가 對

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다. Acetyl choline法에 의한 鎭痛效果를 보

면, 對照群은 writhing syndrome의 횟수가 4.29±0.61회 이었으나, 반면에 압력

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86±0.34,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57±0.3,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0.857±0.34로 나타나 세가지 실험

군 모두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다.

五積散이 消炎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5% 초산생리식염수 0.1㎖를 

흰쥐의 左後肢足蹠에 피하 주사하여 부종을 유발시킨 다음 매 시간별 부종증가

율을 측정한 결과, 對照群은 30분후에 25.55±4.45, 60분후에 41.26±4.83, 90

분후에 49.59±4.48, 120분후에 57.05±5.16, 150분후에 57.18±4.81, 180분후

에 58.54±5.33로 나타났다. 반면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4±1.90,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3.63±1.16,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20분부터 統計學的으로 有意性있게 부종증가률이 감소하였으

며,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모든 측정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부종증

가율은 감소하였으나, 統計學的인 有意性은 인정되지 않았다. M-15로 추출한 五

積散投與群은 120분후와 180분후에서 統計學的으로 有意性있게 부종증가율이 

감소하였다.

HA 유발 어혈병태는 HA를 白鼠의 臀部에 1일 1회 1주일간 근육 주사하여 瘀

血證候를 일으키는 것인데, HA는 부신피질 hormone으로 말초에서의 glucose 

흡수와 이용을 억제하여 혈당을 증가시키고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여 中性脂質

酸의 加水分解促進으로 血中脂肪酸을 증가시킨다14). 또, HA를 근육주사하면 毛

髮疏 不光澤, 消瘦, 肢冷, 권曲, 拱背, 反應遲鈍, 不活動 등의 外觀的인 변화가 나

타나고22), 血液에서는 高粘度血症 즉, 血液의 粘度와 濃度 그리고 凝固性 및 赤

血球凝集의 增加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16). 본 실험에서는 김16)의 방법에 의하여 

HA 투여로 瘀血을 유발하여 hematocrit 値, platelet count, prothrombin time, 

fibrinogen 含量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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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tocrit(혈구용적) 値는 血液 全體의 부피에 대한 血球 부피를 나타낸 것15)

으로, 항응고제를 가한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혈구성분을 침전시키고 전혈에 대

한 혈구의 비율을 산정하여 %로 나타낸다18). 정상상태에서는 거의 일정하지만 

빈혈의 경우 혈액의 용적은 빈혈의 정도에 따라 감소되므로, hematocrit은 빈혈

의 척도가 된다17). 또, hematocrit 値가 낮은 경우는 빈혈, 적혈구수에 비하여 

hematocrit値가 큰 경우에는 대구성빈혈,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소구성빈혈

을 의미한다15),18). 本 실험에서 hematocrit値의 변화를 보면, 對照群은 

52.37±0.96%로 正常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는데, 이렇게 對照群이이 

正常群것보다 증가한 결과는 HA의 약리작용으로 인한 적혈구수의 증가 때문이

다19).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

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세가지 實驗群 모두에서 對照群에 비하여 有

意性있게 減少되었다(Table Ⅳ).

血小板은 그 膜에 함유된 多量의 類脂質을 중심으로 한 血液의 凝固作用, 細胞

構成因子의 대사물질(prostaglandins, serotonin), 세포성장인자 및 동맥경화현상 

등이 알려짐으로써, 혈소판수는 凝血 및 血栓形成 與否의 대표적 지표가 된다

20),21). 本實驗 결과, 血小板數의 變化는

對照群이 803.83±33.32(×103/㎣)로 正常群에 비하여 有意하게 減少되었으며,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085.45±81.84(×103/㎣),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064.33±117.73(×103/㎣),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1096.75±86.89(×103/㎣)로 나타나 모두 對

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었다(TableⅤ).

Prothrombin time은 혈장에 조직 thromboplastin과 calcium을 첨가하여 

fibrin이 석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18), 경구 항응혈제를 투여하면 

Prothrombin time은 연장된다18). 따라서 Prothrombin time의 단축은 응고성 항

진을 뜻하고, 연장은 응고성 억제를 의미한다. PT 연장을 초래하는 질환은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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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후천성으로 구분되는데, 선천성은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며, 후천성은 PT

의 응고기전에 관여하는 응고인자｛Ⅶ,Ⅹ,Ⅴ,Ⅱ(prothrombin), Ⅰ(fibrinogen)인

자｝의 생산저하 또는 질적이상, 소비항진, 외인성 응고과정에 대한 병적 

inhibitor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다18). Prothrombin time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과 같은 소비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한다18). 本實驗에서 Prothrombin time의 變化를 보면, 正常群이 

14.25±0.16(sec)인데 비하여 對照群은 14.38±0.18(sec)로 增加되었으나 有意性

은 없었다.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

散投與群은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

與群은 對照群에 比하여 減少하는 傾向性을 보였으나, 有意性은 없었다(Table 

Ⅵ).

Fibrinogen은 간에서 생합성되고 혈중으로 방출되어 혈장 중에 존재하는 응고

인자로서 thrombin에 의해 분해되어 fibrin으로 전환되어서 止血素子 또는 創傷

局所의 fibrin matrix의 기초재료가 되며, 염증·악성종양·혈전급성기·신장질환·당

뇨병 등에서 증가되고, 간실질 장애로 인한 생산저하와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과 

같은 소비항진이 있을 경우에는 감소18)하므로, 심근경색·간질환·壞疽性損傷 및 

출혈증과 같은 질병의 예측 및 치료에 응용된다. 本實驗에서 血漿內의 

Fibrinogen 含量의 변화를 보면, 對照群에서는 133.0±8.54(mg/㎗)로 正常群에 

比해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反面에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32.14±3.84,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31.33±3.51, M-15로 추

출한 五積散投與群은 216.38±1.89로 나타나 모두 對照群에 比으하여 有意性나

있게 증가되었다(Table Ⅶ).

關節炎은 關節에 炎症性 病變이 생겨서 疼痛 硬直 腫脹 發赤 發熱 運動障碍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원인에는 外傷, 感染, 代謝異常, 腫瘡 등이 있지

만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病變은 軟骨과 支持組織 또는 滑膜組織 疾患

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疾患으로 류마티樣關節炎을 들 수 있

다.23,24,25,26) 關節炎은 한의학에서 痺症, 痛痺, 歷節風, 痛風, 鶴膝風  등의 範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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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27)으로, 이들 病證의 原因으로 朱 28)는 그 病因을 血虛, 風濕, 風熱, 痰

飮, 瘀血로 보았으며, 李 29)는 血虛有火의 內因과, 風濕生痰의 外因으로 보았으

며, 張 30)은 氣血本虛, 飮酒勞倦犯房을 病因으로 보았다.

그런데, Adjuvant 關節炎은 結核菌의 油性 懸濁液을 接種하여 야기시킨 慢性 

多發性 關節炎으로 細胞性免疫 뿐만 아니라 體液性 免疫反應에도 관여되는 것으

로 인간의 慢性 關節 유머티즘과 유사한 질환이며, 이 질환에 있어서는 장애를 

받는 것이 關節 뿐만 아니라 肝臟을 위시한 內臟의 여러 臟器, 림프系組織 全般

에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27,31).

또, Adjuvant 關節炎은 遲延型 allergy가 관여하는 염증의 모델로서 Winder 

등32)에 의하면 淋巴樣 細胞에 어떤 활성화를 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

다. 따라서 이 질환에 있어서 關節炎弱起 抑制作用 局所의 急性이나 慢性의 抗炎

症作用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全身 所見의 改善作用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Adjuvant 關節炎은 韓方治療의 抗炎症作用을 檢討하는 

적당한 실험 model이라고 볼 수 있다27,31).

이에 저자는 흰쥐의 Adjuvant 關節炎에 미치는 M-15 五積散물추출물의 효능

을 비교 관찰하기 위하여, 흰쥐의 右後肢足蹠皮下에 Freund's complete 

Adjuvant 液 0.1㎖/rat를 주사하여 Adjuvant 關節炎을 일으킨 다음 對照群과 비

교하여 보았다.

염증 또는 류머티스 염증의 국소 증상중 浮腫은 미세혈관계의 투과성증가와 

혈류속도의 지연 및 혈류량의 증가로 인한 血漿成分과 白血球의 滲出에 의하며, 

Lewis는 손상된 조직에서 유래되는 체액성 histamine 유사물질(H-substance)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33). 본실험의 관절부종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 白漏에 

기염제를 주사하여 관절염을 유발한 2주후가 지난 즉, 15일째부터 검액을 투여

하였고 검액을 투여한 후 19일째와 21일째의 측정결과치에서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의 측정값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이 있는 감소가 있었으나,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대조군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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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모든 측정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Ⅷ).

Leucocyte 수는 말초혈액 검사의 하나로 말초혈액에서 보는 과립구계(호중구,

호산구,호염기구), 림프구계 및 단핵구계 세포의 혈액단위용적 당의 총수이다18). 

백혈구수는 많은 질환에서 증감하므로 이들 질환이 의심될 경우 및 입원시 또는 

건강진단 같은 screenig 검사로도 이용되는 검사이다18). 백혈구증가를 보이는 주

요원인은 반응성증가(감염증, 조직괴사, 악성종양, 중독, 약물, 급성출혈, 급성용

혈)와 종양성증식(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증식 증후군)으로 나누어지며, 백

혈구 감소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은 감염증, 약물, 혈액질환, 비장기능항진증, 자가

면역질환으로 대별된다18). 본실험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血淸中 白血球

의 數를 보건대,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

投與群에서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하였으며, M-15로 추출한 五積散

投與群은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다(Table Ⅸ). 따라서, 五

積散은 起炎劑인 FCA 試藥으로 誘發된 關節炎에 대하여 炎症을 유효하게 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otal protein은 탈수, 세망내피계질환(다발성골수종, 단구성백혈병), 만성전염

병(결핵, 매독, 나병, 관절류머티스, 혈액 원충질환 등)에서 증가하는데6), 본실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Total protein의 함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압력

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및 M-15로 

추출한 에서 모두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다(Table Ⅹ).

C-reactive protein(CRP; C 반응성단백)는 염증성질환 또는 체내조직의 괴사

와 같은 질환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혈장단백의 하나로, 膠原病(rheumatic 

fever. rheumatoid arthritis, SLE, 결절성다발성동맥염 등). 감염증, 소화기계질

환(감염, 간경변, 담낭염, 담석증, 간농양), 악성종양, 경색(심근경색, 폐경색, 뇌

경색), 기타 큰 외상, 화상, 대수술 등의 경우에 양성을 보인다18). 本實驗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C-reactive protein의 함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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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및 M-15

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

다(Table Ⅺ).

혈중 glucose는 혈액에서 당의 공급과 소비로 조절되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hormone으로 조절된다. 저혈당을 보이는 질환은 insuline 분비과잉증, 내분비질

환, 대사성질환, 당처리에 관여하는 장기의 질환, 약물, 면역기구에 관한 질환 등

에 의하여 발생한다18). 본실험의 Adjuvant 關節炎에 있어서의 Glucose의 함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

積散投與群 및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正常群에 비하여 저하된 

對照群 보다는 增加하였으나, 有意性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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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論

M-15 및 압력식,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오적산의 효능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진통실험에서는 acetic acid와 acetyl choline으로 유발된 동통실험군 모두

에서 유의성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2. 소염실험에서는 압력식과 M-15 추출군에서 유의성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어혈실험의 결과를 보면, Hematocrit値의 변화를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세가지 實驗群 모두에서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혈소판수의 변

화를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및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있게 增加되

었다. Prothrombin time의 變化를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은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性있게 減少되었다. 血

漿內의 Fibrinogen 含量의 변화는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무압력식으

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및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對照群에 比

하여 有意性있게 증가되었다.

4. 抗關節炎실험의 경우, 관절부종의 변화에서는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

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19일후와 21일

후에서 유의성이 있는 감소가 있었다. 血淸中 白血球의 數는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對照群에 비하여 有意性

있게 減少하였다. Total protein의 함량을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

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및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다. C-reactive protein의 함

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

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對照群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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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는 對照群에 비하여 增加하였으나 有意性은 없

었다. Glucose의 함량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과 

무압력식으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 및 M-15로 추출한 五積散投與群에서 모두 

正常群에 비하여 저하된 對照群 보다는 增加하였으나, 有意性은 인정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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