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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protective Effect of Saengmaek-san on Mice Jejunal Crypt Cell Survival and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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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s & Obje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adioprotective effect of 

Shengmai-san(SMS), a herbal medicine, on mice jejunal crypt cell survival and Apoptosis. 

Methods: Mice were de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radiation dose and SMS treatment; Normal was the 
group without irradiation. Control was the group treated with D.W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was sample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MS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and SMS 29 was sample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MS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And Each group were sacrificedat 24 hours and 72 
hours after irradiation. To analyze the crypt survival, hematoxylin-eosin staining was used and to analyze the 
apoptosis, the TUNEL assay was done. 

Results: 1. From the microcolony survival assay, the SMS 2.9 and SMS 29 showed the radioprotective effect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t 24 hr (p < 0.01) and 72 hr (p < 0.001) after 10 
Gy irradiation. And the differences of radioprotective effect between SMS 2.9 and SMS 29 were not significant. 
2. The results of the TUNEL assay showed that the apoptotic index in SMS 2.9 and SMS 29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t both 24 hr ( p < 0.01) and 72 hr (SMS 2.9 : p < 0.001, SMS 29 
: p < 0.01) after 10Gy irradiation. And the differences of between SMS 2.9 and SMS 29 were not significant. 

Conclusions: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Shengmai-san has a prominent protective effect in mice intestines 
against the radiation damage. And the radioprotective effect seems to be related to inhibition of the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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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암과 같은 골반

강내 종양의 주요 치료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하

지만 골반강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장점

막에도 상당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어 

장 점막의 손상이 불가피하다1,2,3.

특히 소장의 점막은 분화율이 매우 높고 세포주

기가 빠르기 때문에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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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2
, 전신적 방사선 조사 및 복부나 골반강의 

국소 방사선 조사는 소장에 급성 형태학적 변화와 

함께 점막하부종, 충혈, 고유층 침윤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선 조사로 유발된 장 점막의 손상은 

약 50%의 환자에서 발생하고 이는 설사를 특징으

로 하는 급성 장염과 출혈이나 궤양 같은 만성 장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의 방사선 직장염의 

대부분은 방사선 치료 종료 후 합병증 없이 소실

되지만 일부의 환자에서는 장점막의 만성 손상으

로 염증이나 상피세포 손상, 혈관 경화와 관련된 

전벽의 섬유화(transmural fibrosis)로 협착과 폐쇄

가 일어나고, 허혈상태가 심해지면 괴사, 궤양, 누

공형성, 만성 흡수부전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생

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도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3,4. 또한 방

사선 치료로 인한 장점막의 손상은 방사선 치료의 

잦은 중단과 지연을 야기하고, 결국 치료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5. 방사선 치료 환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약제나 물리적인 방법이 

도입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방사선에 의한 소장 점

막의 손상 방어에 높은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

은 적고 임상적으로도 유용한 약제나 생체학적인 

물질이 없어2 한방 제재의 방사선 보호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방사선 조사로 인한 정상조직의 손상은 활성산

소물질(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관련이 

되어있고6,7, ROS의 과생산은 apoptosis 과정을 촉

진한다
6,8
. 따라서 최근의 방사선보호 물질의 대부

분은 방사선 조사로 유발된 세포내 free radical을 

직간접적으로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에 초점이 맞

추어져 개발되고 있다
9
. 

≪內外傷辨惑論≫에 처음 언급된 생맥산은 人蔘 

麥門冬 五味子로 구성되어 益氣生津 효능이 있어 

氣短, 倦怠, 口渴, 汗出 등의 증에 이용되어왔다
10
. 

최근 Ichikawa
11,12
나 Wang

13
 및 Wang

14
 등에 의해 

생맥산의 항산화 효과가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방사선 손상에 대한 보호제로써 생

맥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생맥산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소장점막 손

상에 대한 방어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낭세포

의 보호와 재생 및 apoptosis에 대해 미치는 향

에 대해 실험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 험

1. 재 료

1) 동 물

동물은 샘타코(주)에서 구입한 체중 20 ± 1 g의 

C57BL/6N의 수컷 생쥐를 사용하 다. 물과 사료

는 자유롭게 먹도록 하 으며, 사육실 내의 온도는 

21∼24℃, 습도는 40∼60%로 유지하 고, 낮과 밤

의 주기는 각각 12시간으로 하 다. 실험동물은 실

험실 환경에 1주간 적응시킨 후 사용하 으며, 실

험시 생쥐의 체중은 24 ± 2 g 이었다.

2) 약 물

본 실험에 사용한 생맥산(生脈散, Shengmai 

San: SMS)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

원(서울,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생

맥산의 구성과 비율 및 제조방법은 Ichikawa11,12, 

Wang13 및 Wang14 등의 논문에 근거하여 사용하

다(Table 1).

Table 1  Prescription of Shengmai-san

Herb 
Name Scientific Name Amount

(g)

人  蔘 Panax ginseng C. A. Meyer 240

麥門冬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240

五味子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120

   Total Amoun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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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1) 시료의 제조

생맥산 600g을 증류수 6,000ml와 함께 둥근 플라

스크에 담고 냉각기를 부착한 전탕기에서 2시간동

안 전탕한 다음 1차 여과한 여과액을 회전식 농축

기로 감압농축한 후, 완전 동결건조시켜 물추출 엑

기스 177 g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 다. 

2) 실험군 분류 및 시료의 투여

64마리의 생쥐를 16마리씩 4군으로 나누어, 증류

수를 먹이고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동물을 정상

군(Normal)으로, 증류수를 먹인 후 방사선을 조사

한 군을 대조군(Control)으로, 쥐 체중 10g 당 생맥

산 2.9 ㎎을 200 ㎕의 증류수에 녹여 구강 투여 후 

방사선 조사한 군을 SMS 2.9군, 쥐 체중 10g 당 29 

㎎을 200 ㎕의 증류수에 녹여 구강 투여 후 방사선 

조사한 군을 SMS 29군으로 분류하 다. 검액은 각

기 군에 따른 용량을 방사선 조사 7일 전부터 매일 

1일 1회 구강 투여하 다. 

3)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경희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선형가속기(Varian, USA)를 이용하 다.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정상군을 제외하고, control, 

SMS 2.9, SMS 29군은 각각 마지막 약물 투여 한 

시간 후에 X선 방출 부위로부터 1m 거리를 유지

하고, 10 Gy로 2분씩 두 번에 나누어 전신 조사하

다(선량률 240 cGy/min). 또한 정상군은 방사선 

조사 없이 선형가속기 위에 위치하 다. 

4) 희 생

대조군 및 SMS 2.9군, SMS 29군의 동물을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방사선 조사 24시간 및  72시

간 후에 각각 에테르로 흡입 마취시켜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 다. 혈액 채취 후 소장을 1 ㎝ 길

이로 4부분을 절취하고, neutral buffered 

formalin(NBF)에 고정하 다. 

5) 혈액 검사

채취한 혈액은 EDTA tube에 담아 경희의료원 

임상병리과에 의뢰하여, 백혈구(White Blood Cell 

: WBC), 적혈구(Red Blood Cell : RBC), 헤모

로빈(Hemoglobin concentration : Hb), 혈소판

(Platelet : PLT)을 검사하 다.

6) 소낭세포 관찰

Neutral buffered formalin(NBF)에 고정된 조직

을 파라핀으로 포매하여 4 ㎛두께로 잘라 슬라이

드 위에 부착하 으며, 일반 조직 표본의 관찰을 

위해서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 다. 소낭의 

수는 광학 현미경(Olympus, BX51, Japan) 200배 

배율로 소장의 주변을 따라 세었다. 각 군당 8마리

의 생쥐를 이용하 다.

7) 소낭세포와 Apoptosis의 관찰

NBF에 고정된 조직을 파라핀에 포매하고 4 ㎛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 위에 부착하고, 파라핀 제거

와 함수과정을 거친 슬라이드에 apoptosis 검색 키

트(CHEMICONⓇ)를 이용하여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Biotin-dUTP Nick 

End Labeling(TUNEL) assay를 하 다. 대조염색

은 메틸그린으로 하 다. apoptosis 지수(%)는 다

음과 같다.

(Number of apoptotic cells/1,000 crypt 

cells)×100

8)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 for 

windows(version 10.0, SPSS, Inc., Chicago, USA)

를 사용하여 약물의 농도에 따른 지표의 발현수치

를 비교할 경우 One way ANOVA를 실시하 으

며, 유의수준 P value < 0.05일 경우 유의성이 있다

고 평가하 고 post hoc-test로서 Scheffe's test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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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 적

1. 24시간 후 및 72시간 후의 혈액학적 변화 

24시간 후의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정상군의 

백혈구 수치는 (4.23 ± 0.17)×103/㎣, 대조군은 

(2.15 ± 0.33)×103/㎣ 고, SMS 2.9군은 (2.64 ± 

0.28)×10
3
/㎣, SMS 29군은 (3.25 ± 0.29)×10

3
/㎣으

로 생맥산을 고용량으로 처리한 군에서는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p < 0.05) 높았다. 그러나 적혈구

(RBC), 헤모 로빈(Hb), 혈소판(PLT)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하여 SMS 2.9 군과 SMS 29군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72시간 후의 혈액학적 변화는 백혈구(WBC), 적

혈구(RBC), 헤모 로빈(Hb), 혈소판(PLT)은 대

조군에 비하여 SMS 2.9군과 SMS 29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2. 24시간 후 및 72시간 후의 소장 소낭 세포 수의 

변화

방사선 조사 24시간 후의 소장 소낭 세포 수의 

변화는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정상군에서 소낭

의 수는 평균 232.75 ± 16.47개 고, 대조군은 

112.86 ± 9.05로 현저하게 감소하 다. 생맥산을 저

용량으로 처리한 SMS 2.9군은 143.00 ± 5.36개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p < 0.01) 높았고, 고용량

Table 3 . Changes of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b) and 
Platelet(PLT) at 72 hr after 10 Gy Irradiation.

Group WBC (103/㎣) RBC(106/㎣) Hb(g) PLT(g/㎗)

Normal 4.23 ± 0.17 8.10 ± 0.16 13.65 ± 0.25 837.63 ± 44.26

Control 2.54 ± 0.24 7.00 ± 0.23 11.80 ± 0.41 721.00 ± 51.36

SMS 2.9 2.24 ± 0.23 7.14 ± 0.07 12.25 ± 0.11 729.25 ± 17.08

SMS 29 3.41 ± 0.20 7.01 ± 0.20 11.99 ± 0.23 715.43 ± 17.70

Normal: non-treated group without irradiation. 

Control: control group treated with D.W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Table 2. Changes of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b) and Platelet(PLT) 
at 24 hr after 10 Gy Irradiation.

Group WBC (103/㎣) RBC(106/㎣) Hb(g) PLT(g/㎗)

Normal 4.23 ± 0.17 8.10 ± 0.16 13.65 ± 0.25 837.63 ± 44.26

Control 2.15 ± 0.33 8.18 ± 0.12 13.71 ± 0.17 1037.50 ± 52.94

SMS 2.9 2.64 ± 0.28 8.25 ± 0.08 13.95 ± 0.12 959.25 ± 100.60

SMS 29 3.25 ± 0.29# 8.05 ± 0.16 13.54 ± 0.30 990.75 ± 44.22

Normal: non-treated group without irradiation. 

Control: control group treated with D.W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Data presented mean ± standard error.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post hoc s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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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한 SMS 29군 역시 161.14 ± 7.42개로 유

의하게(p < 0.01) 높았다.

72시간 후 소장 소낭 세포 수의 변화는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정상군에서 소낭의 수는 평균 

232.75 ± 16.47개 고, 대조군은 100.00 ± 2.05개로 

현저하게 감소하 다. 생맥산을 저용량으로 처리한 

SMS 2.9군은 143.75 ± 6.98개로 유의하게(p < 

0.001) 증가하 으며, 고용량으로 처리한 SMS 29

군 역시 167.29 ± 11.25개로 유의하게 증가(p < 

0.001)하 다 ( Fig. 1).

3. 24시간 후 및 72시간 후의 apoptosis의 변화

방사선 조사 24시간 후의 apoptosis는 방사선 조

사를 하지 않은 정상군에서 apoptosis는 평균 1.93 

± 0.92 % 고,  대조군은 41.98 ± 0.48 %로 현저하

게 증가하 다. 생맥산을 저용량으로 처리한 SMS 

2.9군은 34.48 ± 0.64 %로 유의하게(p < 0.001) 감

소하 으며, 고용량으로 처리한 SMS 29군 역시 

34.35 ± 0.82%로 유의하게(p < 0.001) 감소하 다.

72시간 후 apoptosis의 변화는 방사선 조사를 하

지 않은 정상군에서 apoptosis는 평균 1.93 ± 0.92 

% 고,  대조군은 12.74 ± 1.05 %로 현저하게 증

가하 다. 생맥산을 저용량으로 처리한 SMS 2.9군

은 7.84 ± 0.36 %로 유의하게(p < 0.001) 감소하

으며, 고용량으로 처리한 SMS 29군 역시 8.49 ± 

0.89%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p < 0.01) 감소하

다. 그러나 SMS 2.9군과 SMS 29군 사이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Fig. 2, Fig. 3-1, Fig. 3-2).

Ⅳ. 고 찰

암은 현대인의 중요한 건강문제 중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전

체 사망자의 12.4%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국

내에서는 2004년 사망순위 중 1위로 전체의 26.3%

를 차지하 다
15,16
. 

Fig. 1. Effect of Shengmai-san on Number of Jejunal Crypt at 24hr and 72hr after 10 Gy 
Irradiation.A) 24hr after 10Gy irradiation. B) 72hr after 10Gy irradiation.

Normal: non-treated group without irradiation. 

Control: control group treated with D.W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of mean. (##: P < 0.01, ### P < 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post hoc s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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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중 대장암, 전립선암

은 1994년 각각 5.0%, 0.4%에서 9.1%, 1.4%로 증

가하 고16, 90년대까지 국내 여성암의 1위를 차지

지한 자궁암17은 1994년 3.0%에서 2004년 2.1%16로 

전체 암 사망률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 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방사선 요법은 서양의학에서 주요 암치료법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암환자의 약 1/2, 국내에서는 

암환자의 약 1/3에서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있으

며 점차 적용의 예는 증가하고 있다19. 또한 암이 

국소적으로 국한되어 있을 경우 20∼30%는 방사선 

치료에 의해 완치되므로20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여 방사선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효과적

인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전신 조사 시 발생되는 방사선 부작용은 조사량

에 따라 다양하며, 3∼4 Gy의 방사선량에서는 오

심, 구토, 피로감 등의 전구증상이 나타나고, 3∼8 

Gy에서는 순환하는 혈액성분이 고갈되어 3∼4주 

후에 사망하게 되는 조혈증후군이 발생되며, 10 

Gy에서는 위장관 점막의 상피세포가 파괴되어 출

혈성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위장관 증후군으로 약 

9일만에 사망하게 된다. 100 Gy 이상의 고선량에

서는 신경과 심혈관계 파괴로 24-48시간 내에 사망

하는 신경혈관증후군을 초래하게 된다
21,22
.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암과 같은 골반강내 종양

의 경우 방사선 치료가 주요 치료수단 가운데 하

나이지만, 골반강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장점막에도 상당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

어 장 점막의 손상이 불가피하게 된다1,2.

특히 소장의 점막은 분화율이 매우 높고 세포주

기가 빠르기 때문에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는데2, 방사선 조사로 유발된 장 점막의 손상은 

약 50%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설사로 특징으로 하

Fig. 2. Effect of Shengmai-san on Percentage of Apoptosis Cells at 24hr and 72 hr after 10 Gy irradiation.
Normal: gcnon-treated group without irradiation. 

Control: control group treated with D.W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SMS 29: group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san extract before 10 Gy irradiation. 

A) 24hr after 10 Gy irradiation. B) 72hr after 10 Gy irradiation.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of mean. (##, P < 0.01, ###, P < 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post hoc 

sh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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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성 장염과 출혈이나 궤양같은 만성 장질환으

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급성의 방사선 직

장염은 방사선 치료 종료 후 합병증 없이 소실되

나 일부의 환자에서 장점막의 만성 손상으로 염증

이나 상피세포 손상, 혈관 경화와 관련된 전벽의 

섬유화(transmural fibrosis)로 협착과 폐쇄가 일어

나고, 허혈상태가 심해지면 괴사, 궤양, 누공형성, 

만성 흡수부전 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삶의 질

에도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3,4. 또한 방사선 치

료로 인한 장점막의 손상은 방사선 치료의 잦은 

중단과 지연을 야기하고, 결국 치료실패를 가져오

기도 한다5.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부작용은 한의학적으로는 

火熱毒邪로 인한 津液과 氣血의 損傷 및 脾胃, 肝

腎 間의 失調로 볼 수 있으며, 淸熱解毒, 生津潤燥, 

Fig. 3-1 Photomicrographs of TUNEL positive cells at 24hr after 10 Gy irradiation 
Fig. 3-2 Photomicrographs of TUNEL positive cells at 72hr after 10 Gy irradiation
         (magnification A, C, E, G: X400 ; B, D, F, H: X1000). 

(A-B) Normal group. 

(C-D) Control group treated with D.W before 10 Gy irradiation. 

(E-F) SMS 2.9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 San before 10 Gy irradiation. 

(G-H) SMS 29 treated with 29 mg/10 g of Shengmai San before 10 Gy irradiation.

Fig. 3-1 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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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補氣血, 健脾和胃, 滋補肝腎, 活血化瘀 등의 治法

이 활용 된다23. 

이를 토대로, 한약을 이용하여 방사선요법과 병

행치료를 통해 정상조직에 대한 부작용을 경감시

키고 면역기능을 증강시켜 치료효과를 향상시키려

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崔24는 補中益氣湯, 四六湯이 방사선조사 후 마

우스 조혈세포 증식 및 회복에 효과가 있다 하

고, Hosokawa
25
는 補中益氣湯, 小柴胡湯, 十全大補

湯 등이 방사선 방어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또

한 朴26 등은 加味沙蔘麥門冬湯이 항암활성과 방사

선 부작용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방사선에 의한 장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에 대한 

연구로, 김23등은 扶正生津湯이 방사선 조사 후의 

jejunum과 ileum의 crypts의 탈락과 fusion을 유의

성 있게 감소시키는 것을 보고하 고, 이22는 加味

香砂六君子湯을 방사선 조사 전후 6일간 투여하

을 때 소낭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 으나, 그 기전은 apoptosis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장6은 紫河車가 생쥐 소

장에서 방사선 조사 후 소낭세포에 대해 보호와 

재생효과가 있으며 또한, apoptosis 억제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 다.

방사선으로 유발된 장 손상의 주요 기전은 

apoptosis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6,27. 다시 말하면 방

사선 유발 세포독성은 활성산소물질(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관련이 되어있고
6,7
, ROS

의 과생산은 apoptosis 과정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6,8. 따라서 최근의 방사선보호 물질의 대부분

은 방사선 조사로 유발되는 세포내 ROS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항산화 효

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발되고 있다9. 

생맥산은 ≪內外傷辨惑論≫에 처음 언급되었고 

益氣生津, 養陰斂汗을 주효능으로 하여 熱病, 暑

熱, 耗傷陰津 및 久咳傷肺氣陰兩虛 등의 증을 치

료하여 氣短, 倦怠, 口渴, 汗出 등의 증에 이용되어

왔다
10
.

최근 생맥산을 이용한 연구에서 Wang28은 대뇌

의 허혈-재관류시 발생하는 free radical에 의한 대

뇌 손상의 예방 및 보호에 생맥산이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 다. Ichikawa12는 대뇌 산화손상에 대한 

생맥산의 보호효과에 대해 발표하 고 Wang13은 

생맥산의 항산화효과에 근거하여 PC12 세포에서

의 산화손상 예방효과에 대해 보고하 다. 또한 

Wang14은 열에 의한 대뇌손상에서 생맥산이 순환

장애와 산화손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생맥산이 방

사선 손상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방

사선 조사 후의 소장의 소낭세포 변화와 apoptosis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더불어 혈액검사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혈액검사에서는 방사선 24시간 후의 백혈구 수

치는 대조군에서 보다 SMS 29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으나, 적혈구, 혈소판, 헤모 로빈 등의 수치는 

정상군, 대조군, SMS 2.9군, SMS 29군 모두에서 

별 차이가 없었고, 72시간 후의 혈액검사 수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헤모 로빈 모두 각 군별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골수는 장보다 저선량으로도 방사선 장해가 생

기나 장 장해보다는 늦게 나타나고29, Hsu30는 사군

자탕이 조혈계통의 방사선 손상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백혈구는 5일째에, 적혈구는 19일째

에, 혈소판은 9일째에 방사선만 조사한 군에 비해 

사군자탕을 투여한 군이 유의한 보호효과를 보

다고 하 다. 이를 볼 때 본 연구에서의 24시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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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의 혈액검사 수치만으로는 골수조혈계통의 

방사선 손상에 대한 부작용 감소효과를 판단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실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장 점막은 증식 속도가 빠른 조직으로 방사선

에 대한 반응이 조기에 나타나 표피세포의 괴사가 

일어난다. 생쥐에 5∼10Gy 전신 방사선 조사시 소

낭선 세포의 파괴는 24시간에 최고에 달하며 4일 

이내에 재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apoptosis 또한 방

사선 조사 후 16시간에서 24시간에 최고치를 이루

고, 소낭의 재생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현저하게 감

소한다. 그러나 10Gy 이상으로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하면 소낭선내의 기간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상피세포의 재생이 불가능해진다1.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량을 재생 가능한 

최대 선량으로 추정되는 10Gy로 정하 고, 그 결

과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방사선 조사 24시간 

및 72시간 후의 생존 소낭수가 크게 감소하 고, 

apoptosis는 24시간 후 보다 72시간 후에 감소하

다. 그러나 SMS 2.9군 및 SMS 29군 모두에서 대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24시간 및 72시간 후의 

생존 소낭수는 유의하게 증가하 고, apoptosis는 

감소하 다. 그러나 SMS 2.9군 및 SMS 29군 사

이의 생존 소낭수나 apoptosis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즉 생맥산은 생쥐에서 방사선 조사에 대한 소장 

소낭 세포의 보호 및 재생에 효과가 있었으며, 이 

보호 효과는 생맥산의 항산화 효과와 관련하여 방

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내 ROS 과생산을 막아주고 

이로 인한 세포의 apoptosis를 억제시킨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생맥산을 저용량, 고용량

으로 처리한 군 간의 소장 소낭 세포 보호 및 재

생효과와 apoptosis 억제 효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

었다.

앞으로 임상에서 방사선 방어제로 생맥산을 활

용하기 위한 다양한 투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 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하는 기

간 내 및 방사선 조사 후 약물을 투여했을 때 각각

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미비하 던, 혈액검사 

소견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Ⅴ. 결 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생맥산은 생쥐에서 방사선 

조사로 인한 소장 점막의 손상에 대해 방어 효과

가 있었으며 이 방사선 보호 효과는 생맥산의 항

산화 효과에서 기인한 apoptosis의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임상에서 방사선 조사 

후 장점막의 손상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생맥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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