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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anggwisoo-san and Jakyakgamcho-tang are frequently prescribed for
traffic accident patients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dex compound
analysis, antioxidant activity and amount of starch measurement by extraction method.
Methods Danggwisoo-san and Jakyakgamcho-tang were extracted with water and
70% ethanol. Antioxidant activity was measured by 2,2-Diphenyl-1-picrylhydrazyl,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tocol. The contents of the indicator components nodakenin, paeoniflorin, and glycyrrhizin were measured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respectively. All starches were hydrolyzed and then total
D-glucose was measured and compared.
Results Antioxidant activity was excellent in 70% ethanol in all assays. The index
component was jagged because its solubili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 Starch content was significantly lower in 70% alcohol extract than
water extrac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hysiological activities and compon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Each herbal medicine has a suitable extraction solvent. Also, the difference in starch content is an object to be considered as it may affect digestion and absorption. (J Korean Med Rehabil 2020;30(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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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비통, 요통, 두통, 현훈, 소화불량 등이 있으며 이

서론»»»

는 전통처방 중 당귀수산, 작약감초탕 등이 적합하기에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은 대부분이 경상자로 분류된

다빈도로 사용되어 왔다5-7).

다1). 교통사고에 의한 경상 환자들은 후유증의 치료로

당귀수산은 항혈전8), 뇌허혈 개선9), 골결합10) 등의 효

한방적 처치를 선호하고 있어 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치

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2,3)

그에 따라 한

피부저항 변이도 개선5), 긴장형 두통 개선11), 간장 및 신

방 의료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4). 환자들의 증상으로

장 기능이상 개선12)의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 작약감초

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www.e-jkmr.org

31

이대연⋅이호성⋅조주휘⋅이영우⋅김성진⋅강경래⋅권태욱⋅양승구⋅이인희

탕은 항염증13), 항당뇨 및 항혈전14), 신경 보호 작용15)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임상적으로 근육 피로 및 통증
개선 효과16) 등이 보고되어 있다. 당귀수산과 작약감초

재료 및 방법»»»
1.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의 조제

탕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널리 처방되고 있으나
이 처방들은 모두 전통적인 물에 의한 전탕 방식으로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처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온도, 추출 시간, 추

한퓨어(주)(Pocheo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자체적

출 용매, 압력 등 추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으로 검증 후 사용하였다. 당귀수산을 조제하기 위하여

요인들로 인해 활성성분의 생화학적 특성, 추출 수율

당귀, 작약, 오약, 향부자, 소목, 홍화, 도인, 육계, 감초

등에 영향을 주어 약의 유효성과 성분의 변화와 부작용

총 300 g 칭량하여 준비하였다. 용매는 70% 주정과 증

17-20)

들을 초래할 수 있다

.

류수를 각각 총량의 10배수로 하였고 3시간씩 환류 추출

당귀수산은 전통적으로 주수상반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추출 후 각 추출물들은 3 μm 필터 페이퍼를 이용

한다. 주수상반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약 10% 에탄올

하여 여과한 후 동결건조(Lyoph-Pride03; Ilshinbiobase Co.,

을 첨가하여 추출하는 것으로 한방적으로 주정을 첨가

Dongducheon, Korea)하였다. 실험 직전까지 -20℃ 냉동

하여 활혈지통의 효능을 높일 뿐 아니라 비극성 성분들

고에 보관하였다. 작약감초탕을 조제하기 위하여 작약

을 더 많이 추출하여 생리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작

과 감초를 총 300 g 칭량하여 준비하였고 이후 모든 조

약감초탕은 물추출에 비하여 30% 주정추출이 유효성

제 과정은 당귀수산과 동일하였다.

분들을 더 많이 추출하고 그에 따라 피로개선 효능이 더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다21). 이처럼 추출 용매에 따라

2. 지표성분의 분석

약효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한약을 구성하는 원료 약재들은 동물보다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의 지표성분 분석에 이용한 high-

식물 유래가 많기 때문에 수성 추출물에는 일정량의 전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는 LC-20A, CBM-20A,

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량의 전분이 인

LC-20AT, SIL-20AC, CTO-20AC, DGU-20A5R, SPD-M20A,

체에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전분 과립은 비정질 매

LC-PDA 모델(Shimadzu Co., Kyoto, Japan)을, 컬럼은 C18

트릭스에 포함된 결정질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ODS (25 cm * I.D 5.0 μm; Agilent Technologies, Inc.,

에 전분의 결정화와 소화율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Charlotte, NC, USA)를 이용하였다.

22)

있어

과도한 전분은 팽만감, 소화불량 또는 위산 역류

와 같은 약물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1) 당귀수산의 지표성분 분석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

구성 약재 중 당귀의 주성분인 nodakenin (Sigma-

중 임상 사용빈도가 높은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을 물

Aldrich, St. Louis, MO, USA)과 작약의 주성분인 paeo-

과 70% 주정으로 각각 추출하고 이들의 지표성분을 선

niflorin (Sigma-Aldrich), 감초의 주성분인 glycyrrhizin

정하여 성분 함량을 비교하였으며 약의 생리 활성 및

(Sigma-Aldrich)을 지표성분으로 선정하였고 분석법은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산화 활성

대한약전 11개정의 정량시험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및 전분량을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70% 주정추출 동결건조분말과 물추출 동결건조분말을

고자 한다.

각각 1.00 mg/mL 농도로 희석하였고 표준품은 nodakenin 0.5 mg/mL, paeoniflorin 0.025 mg/mL의 농도로 하였
다. nodakenin 분석조건은 이동상을 acetonitrile (Honeywell
International, Charlotte, NC, USA) (A)과 물(B)을 (A)
20% (3분) → (A) 30% (8분) → (A) 30% (18분) → (A)
50% (19분) → (A) 50% (40분)의 농도기울기적으로 제
어하였다. 유속은 1 mL/min으로 유지하였으며 330 nm

32 J Korean Med Rehabil 2020;30(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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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출하였다. Paeoniflorin 분석조건은 이동상을 ace-

를 동량 혼합한 후 암상태의 실온에서 12시간 이상 반

tonitrile (A)과 물(B)을 (A) 10% (0분) → (A) 10% (15

응시켜 ABTS+를 형성시켰다. 750 nm Micro plate reader

분) → (A) 20% (30분) → (A) 35% (45분) → (A) 48%

로 측정하여 값이 0.7±0.02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

(50분)의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하였다. 유속은 1 mL/min

된 시약 190 μL에 검액 10 μL를 첨가하고 차광에서 2시

으로 유지하였으며 230 nm에서 검출하였다. Nodakenin

간 반응시켰다. 750 nm Micro 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

분석조건은 이동상을 35% acetonitrile에 0.1% (A)와 물

정하였다. 표준물질은 trolox로 선정하였으며 7.81, 15.63,

(B)을 (A) 20% (3분) → (A) 30% (8분) → (A) 30% (18

31.25, 62.5, 125, 250, 500 μ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각

분) → (A) 50% (19분) → (A) 50% (40분)의 농도기울

각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곡선을 그렸다.

기적으로 제어하였다. 유속은 1 mL/min으로 유지하였
으며 330 nm에서 검출하였다. Glycyrrhizin 분석조건은

3)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이동상을 0.1% phosphate (Junsei Chemical Co., Tokyo,

FRAP 활성은 Benzie와 Strain의 방법25)을 변형한 방

Japan)를 첨가한 35% acetonitrile로 기울기적 조건없이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Acetate buffer와 40 mM HCl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1 mL/min으로 유지하였으며 245 nm

조제한 10 mM TPTZ, 20 mM FeCl3⋅6H2O 용액을 준

에서 검출하였다.

비하여 10 : 1 : 1 비율로 혼합한 후 사용하였다. 시약
190 μL와 샘플 10 μL를 vortex로 혼합한 후 차광실온에

2) 작약감초탕의 지표성분 분석

서 30분간 반응시켰다. 593 nm Micro plate reader를 이

작약의 주성분인 paeoniflorin과 감초의 주성분인 gly-

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trolox를 3.9, 7.81, 15.63,

cyrrhizin을 지표성분으로 선정하였다. 70% 주정추출 동

31.25, 62.5, 125, 250 μg/mL의 농도하였고, 흡광도를

결건조분말과 물추출 동결건조분말을 각각 1.00 mg/mL

측정하여 표준곡선을 그렸다.

농도로 희석하였고 표준품은 paeoniflorin 0.025 mg/mL,
glycyrrhizin 0.2 mg/mL의 농도로 하였다. Paeoniflorin

4. 총 전분량의 측정

과 glycyrrhizin 분석 조건은 당귀수산과 동일하였다.
각 시료의 전분 함량은 megazyme kit (K-TSTA,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6,27). 추출 용매별 당

3. 항산화 활성 비교
1)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3)

귀수산과 작약감초탕 추출물 2 mL에 95% 에탄올 8 mL
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후 3,000 rpm

DPPH 측정은 Blois의 방법 을 응용하여 trolox의 농

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펠렛을 1 mL

도에 해당하는 활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당귀수산과 작

의 증류수에 재현탁시키고 1 mM acetate buffer 3.9 mL

약감초탕 동결건조 분말 각각 1.00, 2.00 mg/mL과 표준

와 66 unit amyloglucosidase 0.1 mL를 첨가한 후 50℃에

곡선을 위하여 trolox를 125 μg/mL부터 2 fold dilution

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Glucose oxidase, peroxidase,

로 희석한 용액에 모두 동량의 0.50 mg/mL DPPH 용액

p-hydrobenzoic acid sodium azide 완충액에 용해된 4-ami-

을 섞고 30분간 37℃ 암소에서 보관한 뒤 540 nm mi-

no antipyrine을 검액에 첨가하여 검출하였다. 540 nm 흡

croplate reader (EPOCH2; BioTek Instruments, Inc.,

광도에서 판독하였으며 다양한 농도(10, 50, 100, 500 및

Winooski, VT, USA)로 측정하였다. Trolox의 값으로 표

1,000 μg/mL)에서 D-glucose의 여러 샘플을 통해 표준

준곡선을 그린 후 기울기 값에 대입하여 정량하였다.

곡선을 얻었고, 곡선을 기반으로 추출 용매별 당귀수산

2)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은 Arnao 등24)의 방법을 이
용하였다.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

과 작약감초탕 샘플의 전분 함량을 정량화하였다.

5. 통계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같은 조건으로 3회 반복 실험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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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평균±표준편차로 결과값을 내었다. IBM SPSS

2. 추출 용매별 항산화 활성 비교

Statistics 22.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
을 사용하였고, 통계기법은 analysis of variance paired
t-test법으로 구하였다.

70% 주정추출과 물추출의 생리 활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DPPH, ABTS, FRAP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였다. 농도의존적인 확인을 위하여 0.50, 1.00 mg/g
두 가지 농도에서 확인하였으며 모든 측정은 trolox 대

결과»»»

비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rolox를 대조군으로 농도별
로 희석 후 측정한 값을 이용한 표준곡선에 대비하였다.

1. 추출 용매별 지표성분의 함량분석 비교
당귀수산 구성 약재 중 당귀의 지표성분인 nodakenin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retention time을 나타냈으며 70% 주정
추출과 물추출에서 각각 2.9730±0.0221, 3.9314±0.0924 μg/g
의 함량으로 물추출에서 약 24.38% 높은 함량을 보였다
(Fig. 1A). 작약의 지표성분인 paeoniflorin은 각각
6.5551±0.0321, 6.5529±0.0122 μg/g으로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Fig. 1B). 감초의 지표성분인 glycyrrhizin은 각각
3.7392±0.0551, 2.7381±0.0337 μg/g의 함량을 보였다(Fig.
1C). 작약감초탕의 구성약재인 작약의 지표성분 paeoniflorin은 70% 주정추출과 물추출에서 각각 55.3317±0.2667,
44.0265±0.1552 μg/g가 검출되어 70% 주정추출이 약
20.43% 높은 함량을 보였다(Fig. 2A). 감초의 지표성분
인 glycyrrhizin은 68.6560±0.1555, 61.5602±0.0855 μg/g
이 검출되었다(Fig. 2B).

Fig. 2. Analysis of marker compounds of Jakyakgamcho-tang
by HPLC chromatogram. HPLC chromatogram of paeoniflorin
(A), glycyrrhizin (B) and Jakyakgamcho-tang by extracts. HPL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EtOH: ethyl alcoho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indicated difference (*p<0.05,
**p<0.01, ***p<0.001).

Fig. 1. Analysis of marker compounds of Danggwisoo-san by HPLC chromatogram. HPLC chromatogram of nodakenin (A),
paeoniflorin (B), glycyrrhizin (C) and Danggwisoo-san by extracts. HPL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EtOH: ethyl
alcoho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indicated differenc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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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법에 따른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의 성분과 활성의 비교

1) 당귀수산의 활성 비교

이 각각 6.7508±0.0701, 56.1086±0.2068 mg/g, 1.00 mg/g
에서 각각 44.6407±0.9724, 103.0199±0.1401 mg/g였다

DPPH는 0.50 mg/g에서 물추출물과 70% 주정추출물

(Fig. 4A). ABTS에서는 0.50 mg/g에서 물추출물과 70%

이 각각 18.6162±0.8610, 26.4908±1.6482 mg/g, 1.00 mg/g

주정추출물이 각각 40.8667±1.2373, 79.0889±0.6667 mg/g,

에서 각각 42.8058±0.0.9016, 60.2829±0.3381 mg/g였다

1.00 mg/g에서 각각 80.4222±0.4444, 123.4593±0.3395 mg/g

(Fig. 3A). ABTS에서는 0.50 mg/g에서 물추출물과 70%

였다(Fig. 4B). FRAP는 0.50 mg/g에서 물추출물과 70% 주

주정추출물이 각각 25.3852±1.6826, 35.1630±1.1404 mg/g,

정추출물이 각각 28.4583±0.4774, 64.2917±0.4774 mg/g,

1.00 mg/g에서 각각 52.8667±2.1886, 75.0148±2.3762 mg/g

1.00 mg/g에서 각각 68.2500±1.1267, 140.8542±1.1831 mg/g

였다(Fig. 3B). FRAP는 0.50 mg/g에서 물추출물과 70% 주

로 모든 항산화 활성시험은 농도의존적인 활성을 보였

정추출물이 각각 25.6458±0.7864, 34.9167±0.6505 mg/g,

으며 70% 주정추출물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활성을 보

1.00 mg/g에서 각각 59.0833±0.1804, 80.0208±0.9021 mg/g

였다(p<0.0001, Fig. 4C).

로 모든 항산화 활성시험은 농도의존적인 활성을 보였으
며 70% 주정추출물이 더 높은 활성을 보였다(Fig. 3C).

2) 작약감초탕의 활성 비교
DPPH는 0.50 mg/g에서 물추출물과 70% 주정추출물

3. 수율과 전분함량
당귀수산은 최초 약재 대비 추출물의 수율이 물추출은
11.464±0.5224, 70% 주정추출은 10.2870±0.4469%였다

Fig. 3. Antioxidative activies of Danggwisoo-san by solvent extraction. (A) DPPH, (B) ABTS free radical scavening, (C)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GSS: Danggwisoo-san, EtOH: ethyl alcoho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indicated difference (*p<0.05, **p<0.01, ***p<0.001).

Fig. 4. Antioxidative activies of Jakyakgamcho-tang by solvent extraction. (A) DPPH, (B) ABTS free radical scavening, (C)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DPPH: 2,2-Dipheny-1-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JGT: Jakyakgamcho-tang, EtOH: ethyl alcoho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indicated difference (*p<0.05, **p<0.01, ***p<0.001).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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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당귀의 지표성분인 nodakenin은 물추출이 유의
적으로 높게 검출되었고, 감초의 지표성분인 glycyrrhizin
은 70% 주정추출이 더 높게 검출되었다(Fig. 1). 작약감
초탕에서는 작약의 지표성분인 paeoniflorin과 감초의
지표성분인 glycyrrhizin이 모두 70% 주정에서 더 높게
검출되었다(Fig. 2). 이렇게 지표성분별로 용매마다 검
Fig. 5. Difference in yeild and total starch of Danggwisoo-san
by solvent extraction. (A) Yeild by solvent extration, (B) total
starch by solvent extraction. EtOH: ethyl alcoho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indicated difference (*p<0.05, **p<0.01,
***p<0.001).

출 양에 차이가 있는 것은 특정 용매가 지표성분을 더
많이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별로 용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갈근탕을 물과 70% 주정으로 추출하였
을 때 대부분의 지표성분들은 70% 주정에서 더 높게
검출되지만, daidzin은 물추출에서 더 높게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다28). 이 또한 본 연구에서의 지표성분이 용
매에 따라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측정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약재의 생리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DPPH, ABTS,
FRAP의 항산화 활성을 trolox로 표준곡선을 그리고 그
에 기울기 값에 대비하여 비교 측정하였다. DPPH는 편
리하고 비용이 저렴하기에 다양한 천연소재에서 활성을

Fig. 6. Difference in yeild and total starch of Jakyakgamchotang by solvent extraction. (A) Yeild by solvent extration, (B)
total starch by solvent extraction. EtOH: ethyl alcoho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indicated difference (*p<0.05, **p<0.01,
***p<0.001).

검색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ABTS는 DPPH와
동일하게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측정을 하지만 자유라
디칼이 생성된 용액을 넣어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소수성과 친수성 모두 측정이 된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29,30). FRAP는 Fe3+를 Fe2+로 환원시키는 능력

(Fig. 5A). 반면 총 전분은 0.8634±0.0194, 0.2691±0.0807 mg/g

을 확인하는 것으로 철이온에서의 환원력으로 항산화

이었다(Fig. 5B). 작약감초탕은 수율이 물추출은 10.8570±

를 확인하는 측정 방법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측정한

0.4987, 70% 주정추출은 8.5200±0.3115%였다(Fig. 6A).

결과 모든 항산화 활성 기법에서 당귀수산과 작약감초

총 전분은 0.9464±0.0199, 0.0772±0.04476 mg/g이었다(Fig.

탕은 70% 주정추출이 현저히 높은 활성을 보였다. 당

6B). 수율 대비하여 총 전분의 양은 70% 주정이 현저히

귀수산과 작약감초탕 모두 감초와 작약이 함유되어 있

낮은 값을 보였다(p<0.0001).

다. 감초의 경우 물추출보다 70% 주정추출에서 항염증
효능이 높게 나타낸다고 하였고31) 작약의 경우 항산화
활성이 물추출보다 주정추출에서 우수하다32)고 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70% 주정추출이 현저히 우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s. 3, 4). 비록 지표성분의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다빈

함량과 생리 활성도가 비례하진 않았지만, 지표성분은

도로 사용되는 처방으로 추출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차

품질관리를 위한 검출에 목적이 있으며 모든 검출된 값

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 용매에 따라 약

은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에 적합하여 지표성분으로는

재의 활성도와 유효성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합당하였다.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전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물추출과 70% 주정추출을 비교하였을 때, 당귀수산

36 J Korean Med Rehabil 2020;30(4):31-39.

이전 연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전분이 다량으
로 인체에 유입되면 느린 소화 흡수를 유발하여 많은 사
람들이 팽만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같은 부작용을

추출법에 따른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의 성분과 활성의 비교

유발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으로 생각한다.

용매별로 추출되는 전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액

3)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은 총 전분이 수율 대비 70%

내에 있는 모든 전분을 amyloglucosidase로 가수분해하

주정이 현저히 낮아 소화기계통의 부작용을 줄일

여 D-glucose로 만들고 총 D-glucose의 함량을 측정하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4,35)

. 그 결과 당귀수산과 작약감

본 연구에서는 물추출보다 70% 주정추출이 더 효율

초탕 모두 추출 수율에 비하여 전분의 양은 큰 차이를

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외의

보였다(Figs. 5, 6). 이는 물로 추출하거나 장시간 고온

처방에서는 약재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

으로 끓였을 때 전분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이전 보고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와 동일하게 물추출에서 더 많은 전분이 추출된 것으로
생각된다36).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산화 활성은 단지 추출된 약재
의 생리 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일 뿐 실질적인
적응증을 확인하는 실험은 아니다. 이에 추가적인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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