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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및 배경

1
1) 기원

산사(山楂)는「대한민국약전(KP)」에 등재된 품목으로, 그 기원을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및 그 변종 (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1)로 규정하고
있다. 산사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약전
(ChP)도 이와 같은 기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을 사용한다.

산사(山楂)의 국가별 공정서 기원 비교
Crataegus pinnatifida Bunge

Crataegus pinnatifida Bge. var. major N.E.Br.

KP 11

○

-

ChP 2015

-

○

THP 2

-

-

DP 7

○

-

JP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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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및 규정
(1) 주요 산지
산사나무 : 한국, 중국(동북부)
넓은잎산사 : 중국, 중국(중북부)
당산사나무 : 중국(중남부), 일본

산사나무 국내 분포

(2) 식물성상
①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2)
잎은 어긋나기하고 넓은 달걀모양, 삼각상 달걀모양 또는 능상 달걀모양이며 절저
또는 넓은 예저이고 길이 5 ~ 10 cm, 너비 4 ~ 7 cm 로서 5 ~ 9 개의 깃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며 밑부분의 열편은 흔히 주맥까지 갈라지고 양면의 주맥과 측맥에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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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윤채가 있으며 가장자리에 뾰족하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잎자루 길이 2 ~ 6 cm 이며 턱엽은 크고 톱니가 있다. 줄기는 대부분 회색을
띠며 어린줄기에는 예리한 1 ~ 2 cm 길이의 가시가 있다. 가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나무껍질은 대부분 회색을 띠며 가시가 있다. 꽃은 잎이 핀 다음 4 ~ 5 월에 피고
지름 1.8 cm 로서 백색 또는 담홍색이며 편평꽃차례는 지름 5 ~ 8 cm 로서 털이
있고 꽃잎은 둥글며 꽃받침조각과 더불어 각 5 개이고 수술은 20 개이며 꽃밥은
홍색이다. 배꽃 같은 작은 꽃이 몇 송이씩 뭉쳐서 핀다. 이과(梨果)는 둥글고 지름
1.5 cm 로서 백색 반점이 있으며 9 ~ 10 월에 빨갛게 혹은 노랗게 익는다. 열매가
많이 달려 아름답고, 한 개의 이과 안에 보통 3 ~ 5 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② 넓은잎산사 Crataegus pinnatifida Bge. var. major N.E.Br.3)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6 m 에 달한다. 잎은 크고 비교적 얕게 갈라지며, 광택이
있다, 꽃은 산방화서이며 꽃부리는 백색이다. 열매는 지름 2.5 cm 정도로 크고,
종자가 5개이다.

③ 당산사나무 Crataegus cuneata Siebold et Zuccarini
추풍령 이북에서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높이 2 ~ 3 m 이고 가지는 그리 갈라지지
않으며 전체에 가늘고 긴 가시가 밀생하고 회갈색이며 특히 잎자루 밑에 가시가 많다.
잎은 장상복엽이며 소엽은 3 ~ 5 개이고 타원상 도란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짧은
점첨두(漸尖頭)이고 예저이며 길이 6 ~ 12 ㎝, 너비 2 ~ 4 ㎝ 로 표면은 군데군데
털이 있고 뒷면은 어릴 때는 맥 위에 갈색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겹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3 ~ 8 ㎝ 로서 가시가 많다. 산형화서는 가지 끝에 1개씩 달리거나
또는 밑부분에서 갈라지며 꽃은 7월에 피고 자황색이 돌며 소화경은 길이 1 ~ 2 ㎝ 로
털이 없고 갈라진 곳에만 털이 밀생한다. 암술대는 길이 1 ~ 1.8 ㎝ 로서 10 월에 익는다.

④ 미국산사나무 Crataegus scabrifolia Rehder4)
미국에서 들어온 낙엽관목으로서 높이가 3 m 에 달하고 산사나무와 비슷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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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가시가 있는 것이 특이점이다. 1 년지는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이지만 광선이 닿지
않는 곳은 다소 녹색을 띠며 피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2년지는 점차 회색으로 된다.
가시는 가지의 기부에서는 잎과 같이 배열되며 길이 3 ~ 5 cm 로서 끝이 예리하고
밑부분의 지름이 3 mm 정도로 되며 가지와는 90° 또는 그 이상 벌어진다. 잎은
난형 예두이며 절저, 원저, 또는 넓은 예저이고 길이 3 ~ 9 cm, 너비 2 ~ 8 cm 로서
표면은 녹색이며 털이 없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약간 흰 빛이 돌고 가장자리에
결각상의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7 ~ 37 mm 이다. 꽃은 지름 2 cm
정도로서 백색이고 산방화서에 달리며 수술은 20개, 암술은 5개이다.

(3) 약재 성상
①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5)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지름 1 ~ 1.5 cm 이다. 바깥 면은 적갈색 ~ 어두운 적색이고
회색을 띤 적갈색이며 작은 반점이 있으며 가는 주름이 많다. 정단에는 꽃받침이 남아
있고 기부에는 가늘고 긴 열매의 꼭지 또는 그 자국이 남아 있다. 횡단면은 5실로
되어있으며 각 실에는 1 개의 씨가 들어있다. 씨는 공을 몇 개로 등분한 모양이고
길이 0.6 ~ 0.8 cm이며 그 바깥 면은 엷은 갈색이고 딱딱하고, 질은 단단하다.
냄새는 약간 시원하고 향기로우며 맛은 시고 달다.

② 남산사 Crataegus cuneata Siebold et Zuccarini6)
불규칙하게 말린 통상이고 길이 5 ~ 15 ㎝, 지름 0.4 ~ 1.4 ㎝ 두께 약 0.2 ㎝ 이다.
바깥 면은 회갈색 또는 회황색이고 가는 세로 주름이 있다. 몸체는 가볍고 질은 무르며
꺾어지기 쉽다. 꺾은 면은 부정제형이고 회백색이다. 냄새는 거의 없고 향이 나며
맛은 약간 매우면서 쓰다.

③ 운남산사 Crataegus scabrifolia Rehder7)
비교적 크고 공 모양에 가까우며 지름은 2 cm 이다. 바깥 면은 짙은 홍색이고
작은 사마귀 모양의 돌기가 뚜렷하며 작은 핵은 5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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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서 성상
이 약은 열매로 원형 또는 긴 원형이고 지름 1 ∼ 2.5 cm이다. 바깥면은 적갈색 ∼
어두운 붉은색이며 흰색의 둥근 반점이 성글게 나 있다. 정단에는 숙존하는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은 깊이 오목하며 아랫쪽에는 열매꼭지 자국이 있다. 대부분은 가공하여
가로로 자르거나 세로로 자른 조각이고 두께 2 ∼ 6 mm이며, 쭈글쭈글하여 고르지
않다. 씨는 4 ∼ 5 개, 드물게 3 개이고 대부분은 떨어져 나갔으며 질은 단단하고
긴 콩팥 모양이며 등 쪽은 대략 둥그스름하고 중앙에는 한 줄의 골과 두 줄의 봉우
리가 있다. 이 약은 약간의 특유한 향기가 있고 맛은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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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학적 연구

1) 약용부위의 해부학적 구분
각기 기원이 다른 산사(山楂)의 해부학적 구분을 위해 약용부위를 박절하여 검경용
표본을 제작해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대표적인 검경용 표본 제작 방법으로는 전통적
으로 파라핀포매절편법을 이용하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편한
동결절편법으로 대신한다.

(1) 시료의 전처리
1) 건조 시료
유통되는 산사는 건조된 상태이므로 현미경 관찰 시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료를 증류수에 8 시간 이상 담가 수분이 조직 속에 충분히 스며들게 한 후, 약재의
표면에 남아 있는 물기를 적당히 제거하여 준비한다. 목질화 된 경조직의 경우, 파라핀
봉입법과 같은 연화제 처리를 하기도 한다.
※ 연화제 처리
① Glycerin → 원액에 재료를 1 주일 정도 담가둔다.
② Glycerin : 99.9 % Ethanol = 1 : 1 → 재료에 따라 다르나 보통 1 주일
정도 연화
③ Glycerin-Potassium hydroxide : 수산화칼륨(KOH) 5 배 희석 용액에
Glycerin 1/2 첨가 → 1 주일 정도 연화
예) Potassium hydroxide 1 mL → 5 mL + Glycerin 2.5 mL (5배 희석)
④ Boiling : 목질화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 1 시간 정도 끓인 후 연화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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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시료
생체 시료의 경우, 세포나 조직의 적절한 탈수를 통해 안정되게 경화시키고 조직의
보관을 위하여 시약에 의한 고정처리를 실시한다. 고정에 사용되는 시약은 FAA 또는
Carnoy's fluid 등이 있다.
※ 고정액
ㄱ. FAA(formalin - acetic acid - alcohol)
-

acetic acid :
formalin :
ethanol(95 %) :
distilled Water :

5 %
10 %
50 %
35 %

㉠ 가장 일반적인 고정액으로서 고정시간은 12 시간이다.
㉡ FAA는 고정액인 동시에 보존액이지만 장기간 보존 시 조직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ㄴ. Carnoy's fluid (1887)
- absolute ethanol :
- chloroform :
- glacial acetic acid :

60 %
30 %
10 %

㉠ 생체조직 내로의 삼투성이 좋고 신속하며, 고정 후 수세과정이 없다.
㉡ 식물조직세포의 경우 고정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다.
◎ 유의사항
㉠ 사후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고정한다.
㉡ 가능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보고자하는 부분만 작은 절편으로 만든다.
→ 관찰 부위에 고정액, 염색액 등의 시약의 침투와 치환이 원활해짐.
㉢ 모든 시약의 용적은 재료 용적의 약 20 배 이상으로 한다.
㉣ 모든 시약처리에 대한 과정 및 시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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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시에는 마개가 있는 vial 병을 사용하고 감압하여 조직 내부에 시약이
침투하기 용이하도록 진공상태를 만들어 준다.
㉥ 재료의 표면 또는 내부에 공기가 있을 때 또는 두꺼운 털이 밀생하거나 지방이
많은 재료에서는 시약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
㉦ 한 시약에 여러 개의 조직이 있을 시 조직의 공기 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호일에 싼 후 표시하여 각각의 재료를 구분한 후 옮긴다.

(2) 포매(包埋, embedding)
시료를 알맞게 잘라서 냉동판 위에 올려놓고 동결용 포매제(OCT* Compound)로
완전히 덮어 포매 시킨 후 냉동시킨다. 일반적인 동결용 포매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olyvinyl alcohol

: 10.24 % w/w

polyethylene glycol

: 4.26 % w/w

nonreactive ingredients

: 85.50 % w/w

* 시료의 크기가 작은 것은 그대로를 취하고, 큰 것은 위쪽, 가운데 및 아래쪽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3) 박절(薄切, microtoming)
동결용 포매제로 완전히 감싸서 얼린 시료의 온도를 – 5 ∼ - 15 ℃(보통 – 10 ℃)로
조정하고, 냉동판을 마이크로톰(Microtome)에 결합하여 두께 10 ∼ 25 ㎛ 로 얇은
절편을 만든다. 위와 아래를 구별하기 어려운 덩어리로 된 표본은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부위를 선정하여 절편을 만든다. 절단한 조직을 증류수에 담아 포매제를
제거한다.
시료마다 조직의 특성이 다르므로 온도, 절편의 두께 및 칼날의 각도 등을 유동적
으로 조절하며 실행한다.

(4) 슬라이드 제작
얇게 절단된 시료들 중 형태가 온전한 것을 선택하여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물기를 조금 제거한 다음, 염색액(0.5 %

12

산사(山楂)의 감별 자료집

safranin)을 적절히 가하여 조직을 염색한다. 전분립이 매우 많아 조직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잠시 열을 가해 전분을 호화(糊化)시킨다. 그 후 팽윤제(글리세린 :
증류수 = 1 : 1)를 적당량 가하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글라스를 조심히
덮은 후 여분의 물기를 제거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프레파라트를 만든다.

(5) 현미경 관찰
위와 같이 준비한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에 올려놓고 조직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A: 표피층(외과피) B: 중과피 C: 유관속 D: 반점 E: 각피(큐티클) F: 사부 G: 목부

산사의 내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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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피층(외과피) B: 중과피 C: 유관속 D: 유세포 E: 사부 F: 석세포

남산사의 내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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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학적 연구

1) 실험방법
(1) DNA 추출
DNA 추출은 건조된 검체 약 100 mg을 막자사발에 넣고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미세분말 상태가 되도록 분쇄한다. 분말 시료를 2 mL 튜브에 옮겨 담고, 500 μL의
lysis buffer(20 mM Tris-HCl pH 8.0, 2 mM sodium EDTA, 1.2 % Triton
X-100, lysozyme 20 mg/mL)와 proteinase K 용액(600 mAU/mL 이상) 10 μL를
첨가하고 충분히 섞어준 뒤, 37 ℃ 항온기에서 1 시간 반응시킨 다음, 400 μL의
CTAB(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완충용액(0.1 M Tris, pH 8.0; 1.4 M
NaCl, 0.02 M EDTA, pH 8.0; 2 %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0.2 % 2-mercaptoethanol)을 첨가하고 65 ℃ 항온기에서 30 분간 처리한다. 이
반응물에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25 : 24 : 1) 600 μL와 정제수
300 μL를 첨가하여 완전히 섞이도록 흔들어준 다음 14,000 rpm으로 20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 600 μL를 취하여 새로운 1.5 mL 튜브에 넣고
isopropanol 600 μL을 첨가한 다음 수차례 교반한 뒤 10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14,000 rpm으로 20 ℃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한다. 상층액을 제거한 뒤 침전된
DNA를 70 % ethanol 500 μL로 2 ∼ 3 회 세척하고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킨다.
건조된 DNA를 20 ∼ 30 μL의 멸균된 3차 정제수에 녹여 4 ℃에서 1 시간 동안
방치한 후 RNase(100 mg/mL, 7,000 units/mL) 2 μL를 넣고, 37 ℃ 조건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킨다. 추출된 DNA를 1 % agarose 겔에서 전기영동하여 확인한
후, ethidium bromide(EtBr)로 염색하여 UV light(Gel Doc XR, Bio-RAD) 상에서
DNA의 양과 품질을 확인하였으며, UV spectrophotometer (Nanodrop, USA)를
이용하여 260 ㎚와 280 ㎚에서 흡광도에서 농도를 측정하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정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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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R
본 연구에 이용된 바코드 프라이머는 아래의 표와 같이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바코드 프라이머 중 CBOL(Consortium for the Barcode of Life)에서 제안한 4개
엽록체 DNA 부위의 바코드 프라이머와 중국의과학연구원에서 제안한 핵 내

ITS

부위의 바코드 프라이머를 이용하였다. 프라이머 세트로 분석한 결과에서 종 감별에
이용할 수 있는 종간 차이점이 없을 시에는 intergenic spacer(IGS) 구간의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바코드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의 조성은
상용화된 PCR premix에 forward primer(10 pmole) 1 μL, reverse primer(10
pmole) 1 μL와 정량한 주형 DNA 20 ng/μL를 혼합하고, 정제수를 첨가하여 최종
반응용량을 총 20 μL로 하였다. 반응조건은 95 ℃에서 3 분간 예비변성
(predenaturation)한 후 95 ℃에서 30 초간 변성(denaturation), 52 ℃에서 30
초간 결합(annealing), 72 ℃에서 30 초간 증폭(extension)하고 변성부터 증폭까지의
과정을 35 회 반복한 다음, 72 ℃에서 5 분 최종증폭(final extension)을 시켜
DNA 증폭산물을 얻는다. PCR 결과물의 상태에 따라 결합 온도는 47 ∼ 55 ℃의
범위에서 조절한다. DNA 증폭산물은 1 % agarose 겔에 전기영동한 다음
ethidium bromide(EtBr) 염색법으로 처리하여 증폭산물을 확인하고, 다형성이 확인
되면 종 감별에 이용한다.

(3) 염기서열 분석
염기서열 분석은 바코드 프라이머를 통해 얻어진 PCR 산물을 정제하여 염기서열
분석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분석된 결과는 Bioedit program(Version
7.0.9, Tom Hall Ibis Biosciences, USA) 및 MEGA 5.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lustalW 방법으로 multiple alignment를 수행하여 염기서열을 정렬한다. 각 기원
식물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염기의 삽입(insertion), 결실(deletion)
및 치환(substitution)을 위치별로 분석하여 종간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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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의 기원확인에 이용된 DNA 바코드 프라이머
Target 구간

cpDNA

Coding
구간

rbcL*
ITS2_1***

nrDNA

ITS****
ITS2_2***

Primer

Primer Sequence

rbcLa_R

GTAAAATCAAGTCCACCRCG

rbcLa_F

ATGTCACCACAAACAGAGACTAAAGC

ITS2F

ATGCGATACTTGGTGTGAAT

ITS3R

GACGCTTCTCCAGACTACAAT

ITSPF

TACCGATTGAATGGTCCG

ITSPR

ATATGCTTAAACTCAGCGGGT

ITS3

GCATCGATGAAGAACGCAGC

ITS4

TCCTCCGCTTATTGATATGC

* CBOL; A CBOL Plant working group(2009) A DNA barcode for land plants. Proc Nati Acad Sci
USA. 106(31): 12794-12797.

(4) 종 특이프라이머 제작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해당 종에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염기서열(SNP, deletion,
insertion) 등을 탐색하여 특이프라이머를 제작한다. 특이프라이머 제작 시 특이성을
높이고자 ARMS-PCR(amplification refractory mutation system)방법을 인용하여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가 3‘-말단에 위치시키고 그로부터 5’-쪽으로
3 번째의 염기서열을 mismatch시켜 특이프라이머를 디자인한다.

2) 실험결과 분석
(1) 산사(山楂)의 유전자 분석
① 산사 : 산사나무
산사나무에 대한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을 확보하기 위해 Chloroplast DNA
(cpDNA) 1 개(rbcL), Nuclear ribosomal DNA(nrDNA) 1 개(ITS2) 총 2 개 구간에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각각의 바코드 구간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cpDNA rbcL 구간에
대한 각 염기서열 사이즈는 464 bp로 확인하였다. nrDNA ITS2(internal transcribed
spacer2) 구간에서 157 bp의 염기서열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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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산사(南山査)
산사의 위품우려 품목 남산사에 대한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을 확보하기 위해

cpDNA 1 개(rbcL), nrDNA 1 개(ITS2) 총 2 개 구간에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각각의 바코드 구간에 대한 결과를 각각 얻었다. cpDNA rbcL 구간에 대한 각 염기
서열 사이즈는 511 bp로 확인하였다. nrDNA ITS2 구간에서 202 bp의 염기서열을
얻었다.

③ 야광나무
산사의 위품우려 품목 야광나무에 대한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을 확보하기 위해

cpDNA 1 개(rbcL), nrDNA 1 개(ITS2) 총 2 개 구간에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각각의 바코드 구간에 대한 결과를 각각 얻었다. cpDNA rbcL 구간에 대한 각 염기
서열 사이즈는 508 bp로 확인하였다. nrDNA ITS2 구간에서 121 bp의 염기서열을
얻었고, rbcL 구간에서는 기원종 산사나무와 위품 남산사 및

야광나무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ITS2 에서는 산사나무와 남산사 및 야광나무에 대한 polymorphism을
확인하였다.
산사 등 3 종 바코드 부위의 종 특이적 염기서열
Sequence(5’→3’)
ITS2
산
사
남 산 사
야광나무

rbcL
산 사
남 산 사
야광나무

3) DNA 바코드를 이용한 산사의 기원종 감별
(1) 산사의 바코드 구간 분자유전학적 분석
산사는 산사나무 및 그 변종(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로 규정되어 있다.
산사와 남산사 및 야광나무 간 종 감별을 위한 특이부위를 찾아내고자 산사나무와
남산사 및 야광나무를 대상으로 각 DNA 바코드 구간 염기서열 변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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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 등 3 종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Aligned length(bp)
Conserved site
Variable site

p-distance

rbcL

ITS2

734

223

440

141

67(9.12)

16(7.17)

0.007

0.15

산사의 바코드 구간 중 가장 긴 염기서열은 rbcL 구간(734 bp)이고 가장 짧은
구간은 ITS2 구간(223 bp)이었다. 염기서열의 변이(variable site)가 가장 많은
구간은 rbcL 구간(9.12 %), 그 다음 ITS2 구간(7.17 %)이었다.
유전적 거리(p-distance)가 가장 큰 값은 ITS2 구간(0 - 0.15)이고 가장 적은
값은 rbcL 구간(0 - 0.007)이다. nrDNA ITS2 구간은 모두 종내 변이(intraspecific
distance)율이 낮고 종간 변이(interspecific distance)율이 높아 종구별에 적합
하다고 여겨진다.

4) 산사의 바코드 구간을 이용한 종감별 마커 제작
(1) 산사의 특이프라이머 디자인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이용해 ITS2 구간에서 종감별 특이 마커를
제작하였다.

① 산사 specific primer(ITS2 구간)
Specific primer EK_ITS2F, EK_ITSR를 디자인하여 산사나무 만을 감별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였다. 또한 Specific primer EA_ITS2F, EA2_ITS2F를 디자인하여
남산사 만을 감별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였고, Specific primer EA_ITS2F2,
EA2_ITS2F2를 디자인하여 야광나무 만을 감별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였다. 각
specific primer은 산사나무는 185 bp, 남산사 185 bp로 야광나무

141 bp로

증폭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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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산사 특이프라이머
Primer name

Nucleotide sequences (5' → 3')

Location

Specificity

ITS2F

ATGCGATACTTGGTGTGAAT

ITS2

Universal primer

ITS3R

GACGCTTCTCCAGACTACAAT

ITS2

Universal primer

EA_ITS2F

GCGCGGTTGGCACAAACGA

21bp-44bp

남산사

EK_ITS2F

GCGCGGTTGGCACAAACGC

21bp-44bp

산사나무

EA2_ITS2F

CACGACAATCGGTGGTCGTCG

65bp-86bp

야광나무

EK_ITSR

GACCTGGGGTCGCGTTGAAGAACT

180bp-184bp

산사, 남산사 및 야광나무에 대한 종 특이 부위
Primer name
산사나무 특이
남산사
산사나무
야광나무

남산사 특이
남산사
산사나무
야광나무

야광나무 특이
남산사
산사나무
야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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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otide sequences (5' → 3')

② 산사의 specific primer PCR 조건
각 특이프라이머에 대한 반응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산사 특이마커

※ 남산사 특이마커

Temp.

Time

Cycle
1

predenaturation

95 ℃

12 min

denaturation

95 ℃

30 sec

annealing

68 ℃

30 sec

extension

72 ℃

40 sec

final elongation

72 ℃

5 min

1

Time

Cycle
1

33

Temp.

Time

Cycle
1

predenaturation

95 ℃

12 min

denaturation

95 ℃

30 sec

annealing

67 ℃

30 sec

extension

72 ℃

40 sec

final elongation

72 ℃

5 min

33

1

※ 야광나무 특이마커
Temp.
predenaturation

95 ℃

12 min

denaturation

95 ℃

30 sec

annealing

60 ℃

30 sec

extension

72 ℃

40 sec

final elongation

72 ℃

5 min

33

1

산사의 specific primer(EK_ITS2F, EK_ITSR)를 가지고 95 ℃에서 12 분 1 cycle,
95 ℃에서 30 초, annealing 온도 68 ℃ 에서 30 초, 72 ℃에서 40 초 33 cycle,
final extension 72 ℃에서 5 분으로 진행하여 산사 185 bp의 크기로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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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산물에 대한 젤 이미지.
lane M : 100 bp DNA ladder ; lane 1-3 : 산사 ; lane 4-6 : 남산사 ;
lane 7-9 : 야광나무 ; lane 9 : NTC(no template control)

남산사의 specific primer(EA_ITS2F, EK_ITSR)를 가지고 95 ℃에서 12 분 1
cycle, 95 ℃에서 30 초, annealing 온도 67 ℃ 에서 30 초, 72 ℃에서 40 초
33 cycle, final extension 72 ℃에서 5 분으로 진행하여 남산사 185 bp의 크기로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CR 산물에 대한 젤 이미지.
lane M : 100 bp DNA ladder ; lane 1-3 : 산사 ; lane 4-6 : 남산사 ;
lane 7-9 : 야광나무 ; lane 9 : NTC(no templat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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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나무의 specific primer(EA2_ITS2F, EK_ITSR)를 가지고 95 ℃에서 12 분
1 cycle, 95 ℃에서 30 초, annealing 온도 60 ℃ 에서 30 초, 72 ℃에서 40 초로
33 cycle, final extension 72 ℃에서 5 분으로 진행하여 야광나무 141 bp의 크기로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CR 산물에 대한 젤 이미지.
lane M : 100 bp DNA ladder ; lane 1-3 : 산사 ; lane 4-6 : 남산사 ;
lane 7-9 : 야광나무 ; lane 9 : NTC(no template control)

Crataegi Fru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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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화학적 연구

1) 시료처리
산사 1.0 g을 70 % ethanol 5 mL을 넣고 진탕 추출방법으로 15 분 간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액을 membrane filter(0.45 μm)에 통과시킨 후 그 중 10 μL를 HPLC
분석시의 검액으로 사용하였다. 지표성분인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의 농도는 각각 100 μg/mL로 하였다.

2) 대상 성분
O
OH

HO
O
HO
O

OH
OH

HO

chlorogenic acid

OH

OH
OH

OH
HO

OH
HO

O

HO

O

O
OH

O
HO

O

HO

OH

O

OH

O

HO

OH
OH

hyperoside

isoquercitrin

성분명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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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조건
HPLC analytical condition

Mobile phase

Time (min)

0.1 % FA* in DW** (%)

0.1 % FA in ACN*** (%)

0

95

5

10

90

10

40

85

15

70

75

25

80

60

40

Detector

UV (340 nm)

Column

YMC C18 (4.6 × 250 mm, 5 μm)

Column Temp.

30 ℃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

Device

Waters 2695 Separations Module
Waters 2996 Photodiode Array Detector

*formic acid **distilled water ***acetonitrile

4) HPLC-UV 크로마토그램
산사는 「대한민국약전」에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및 그 변종
(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로 기재되어 있다. 산사의 chromatogram 확인
결과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 unknown (7)의
성분이 확인되었다. 위품으로 확인된 남산사에서는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가 확인되었고, 호북산사와 운남산사에서는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 unknown (5), unknown
(6), unknown (7) 성분이 확인되었다. 산사에서 확인되는 unknown (7) 성분의 유
무로 남산사를 감별할 수 있었으며, 호북산사와 운남산사는 unknown (5),
unknown (6) 성분으로 감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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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chromatogram – Standard mixture, 산사, 남산사, 호북산사, 운남산사
unknown (1), chlorogenic acid (2), hyperoside (3), isoquercitrin (4),
unknown (5), unknown (6), unknown (7)

26

산사(山楂)의 감별 자료집

5) 특이성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

unknown (5)

unknown (6)

unknown (7)

산사의 UV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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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산사(山楂)는「대한민국약전(KP)」에 등재된 품목으로, 그 기원을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및 그 변종 (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로 규정하고
있다. 산사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대만약전(대만 THP II)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원인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와 함께 넓은잎
산사(산리홍山里紅. Crataegus pinnatifida Bge. var. major N.E.Br.)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약전(ChP)도 이와 같은 기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을 사용한다.
산사 연구를 위해 확보 된 시료는 한약재 유통품, 생체, 표본, 표준생약으로 구분
하여 수집되었다. 한약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옥천), 국립원예특작과원에서 보유중인
한약재와 유통품은 국내 서울, 경북 대구, 전주, 구미, 옥천 등에서 수집하였으며,
국외 시료는 중국 하남, 중국 사천 에서 수집 하였다.
산사는 국내 시료 18 건, 국외 시료 30 건이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 건, 국립
생물자원관 6 건,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옥천) 3 건, 생약연구과 5 건, 경희대학교
27 건, 대구약령시장 9 건, 대구한의대 15 건, 총 67 건을 확보하였다.
형태학적 분석으로 산사의 표피세포는 1열이고 밖에는 각질층이 덮여있으며 그
안쪽에는 유조직이 있다. 유조직은 바깥쪽 1 ~ 2 열이 직사각형에 가깝고 갈색색소를
함유하는데 반하여 안쪽의 유세포는 원형에 가깝고 대량의 전분립을 함유하며 옥살산
칼슘 집정이 한 개씩 있거나 대칭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다. 남산사의 경우 외과피의
표피세포와 중과피의 유세포의 형태는 산사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과피에
존재하는 큰 유관속은 산사에 비하여 뚜렷한 형태를 가지며 반원에서 원형에 가깝다.
또한 산사의 중과피에는 석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나 남산사의 중과피에는 2 ~ 8 개의
석세포로 이루어진 무리가 중과피 전체에 걸쳐 산재되어있는 것이 사프라닌에 의해
염색되어 확인되었다. 석세포의 존재 유무는 산사와 남산사의 뚜렷한 구별요소이므로
내부형태학적 감별 기준으로 제시한다.
분자유전학적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Chloroplast DNA (cpDNA) 1 개 (rb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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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ribosomal DNA (nrDNA) 1 개(ITS2) 총 2 개 구간의 바코드 염기서열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산사의 바코드 구간 중 가장 긴 염기서열은 rbcL 구간(734
bp)이고 가장 짧은 구간은 ITS2 구간(223 bp)이었다. 염기서열의 변이(variable
site)가 가장 많은 구간은 rbcL

구간(9.12 %), 그 다음 ITS2 구간(7.17 %)이었다.

유전적 거리(p-distance)가 가장 큰 값은 ITS2 구간(0 - 0.15)이고 가장 적은 값은

rbcL 구간(0 - 0.007)이다. 본 연구에서는 ITS2 구간을 활용하여 종감별 마커 제작
하였다.

nrDNA의 ITS2 구간을 활용하여 산사나무 특이프라이머 (EK_ITS2F, EK_ITSR),
남산사 특이프라이머 (EA_ITS2F, EK_ITSR), 야광나무 특이프라이머(EA2_ITS2F,
EK_ITSR)를 디자인하여 산사나무 185 bp로, 남산사 185 bp로, 야광나무 141 bp
크기로 감별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분양하는 표준생약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보유중인
검체 및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아 이화학적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산사 한약재의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그 위품을 감별하기 위해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정품인 산사에서는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
unknown (7)이 확인되었다. 위품인 남산사에서는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의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호북산사와 운남산사
에서는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 unknown
(5), unknown (6), unknown (7) 성분이 확인되었다. 이 성분들의 유무로 산사의
정품 및 위품인 남산사, 호북산사, 운남산사의 감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unknown (1), chlorogenic acid, hyperoside, isoquercitrin, unknown (5),
unknown (6), unknown (7)의 7 가지 지표성분을 이용하여 동시분석법을 개발
하였으며, 특이성 및 반복성을 검토한 결과 산사의 동시분석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개발된 분석법으로 산사의 감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Crataegi Fru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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