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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해면체에 미치는 山茱萸 물 추출물의 이완효과
박선영·안상현1·김호현*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Relaxation Effects o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on Corpus Cavernosum
Sun Young Park, Sang Hyun Ahn1 , Ho Hyun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1 :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ni Fructus(CF) water extracts on the relaxation of the corpus cavernosum, organ
bath studies, histochemical and immunohistochemical methods were used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In the
organ bath study, the maximal contraction of the corpus cavernosum tissue by PE showed a significant relaxation
effect at 3.0 ㎎/㎖ of CF water extract. When L-NNA was pretreated corpuscular relaxation effect of CF water extract
was significantly inhibited compared without L-NNA pretreatment. In Ca2+-free solution, the increase of contraction due
to Ca2+ influx significantly inhibited in the pretreatment compared with no pretreatment of CF water extract.
Histochemical and immunohistochemical studies showed that the ratio of smooth muscle to collagen fiber was
increased in the CF group compared to the PE group in the corpus cavernosum, and the eNOS positive reaction
increased and the PDE5 positive reaction de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CF extract has increased NO
production through activation of eNOS and inhibited the action of PDE5 to block the extracellular Ca2+ influx, thereby
relaxing the smooth muscle of the corpus cavernosum.
keywords : Corni Fructus(CF), Corpus cavernosum, Nitric oxide(NO),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
Phosphodiesterase5(PDE5)

서

론

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7) ,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지역 40세 이상
남성의 유병률은 약 84%, 영남지역 20세 이상 기혼남성의 유병률

발기는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으로 해면체 내의 소공 및 동

은 53.3%로 나타났다8,9) . 이는 발기부전이 40대 이상의 남성에서

맥이 확장되고, 해면체로의 혈류 유입 증가에 따른 음경내압의 증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기존 보고에 반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발

가로 유발된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은 신경계, 혈관계, 내분비계, 정

기부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

1)

신적 요소 등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 이완되는데 , 1990년대부터

렇듯 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조차 실제 발기부전에 대

발기과정에 내피세포이완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한 상담비율이 15% 정도로 나타났으며 10),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이 밝혀졌다2,3) .

연구조차 미미하다.
Factor,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수술적 요법과 자가주사법,

EDRF)는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분비되어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키는

경구요법 등이 있는데11) , 그 중 경구요법이 비침습적이면서 비용적

내피세포이완인자(Endothelium-Derived

Relaxing

주요인자로, prostacyclin, EDHF, nitric oxide(NO) 등이 있다

4,5)

.

으로도 다른 치료법에 비하여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

유리된 EDRF는 평활근 세포로 이동하여 guanylate cyclase를 활

만, 안면홍조,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어12) 보다 안전한 치료제의

성화시켜 cGMP의 생성이 증가되고, 이 cGMP의 증가에 의하여 평

개발이 시급하다.

활근 이완이 일어나는데, EDRF 중 NO가 특히 발기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6).
음경해면체의 이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음경해면체내

발기부전은 한의학적으로 陽痿에 해당하고 현대사회에 이르러
서는 性交不能症, 性交無能症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腎陽虛衰, 心脾損傷, 恐懼傷腎, 肝氣鬱結, 濕熱下注 등이 있다13).

혈액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발기부전이 발생한다. 발기부

山茱萸(Corni Fructus)는 층층나무과의 낙엽성 관목인 山茱萸

전은 이와 같이 발기가 유발되는 과정 중의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의 성숙한 과실의 씨앗을 제거한 果肉을 건조한 것으로, 肝腎으로

성기능 수행을 위해 충분한 발기가 유발되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하

歸經하여 補益肝腎, 澁精固脫하는 효능이 있어 補肝腎하는 약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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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14). 山茱萸에 대한 연구로 면역조절효과15) , 항암효과 16),

萸 물 추출물을 농도별(0.01, 0.03, 0.1, 0.3, 1, 3 ㎎/㎖)로 투여하

항균작용17) , 간독성 보호효과18), 정자활동성 증가 19), 혈압강하효과

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20)

이완효과의 기전은 Nω-nitro-L-arginine(L-NNA, 10-4 M)을

등이 있지만, 山茱萸가 음경해면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다.

15분간 전처치한 음경절편을 PE로 수축시킨 후 山茱萸 물 추출물

이에 저자는 발기부전 개선 약물 개발의 일환으로 肝腎을 補
하고 澁精하는 효능을 가진 山茱萸가 腎에 작용하여 음경해면체의

을 농도별(0.1, 0.3, 1, 3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
였고,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다.
음경해면체 이완 기전에서 세포외 Ca2+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이완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여, organ bath
study와 조직화학 및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음경해면

검증하기

위하여

Ca2+-free

solution에서

PE-수축

음경절편에

2+

Ca (1 mM)을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동일한 음경절

체 이완에 미치는 山茱萸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편을 1시간 회복시키고 山茱萸 물 추출물(3 ㎎/㎖)을 10분간 처치한

재료 및 방법

다음 PE-수축 음경절편에 Ca2+(1 mM)을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여 山茱萸 물 추출물을 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다.

1. 실험동물
2.0 ~ 2.5 kg 사이의 New zealand산 white 수컷 토끼(샘타
코, 한국)와 8주령의 ICR계 mouse(중앙실험동물, 한국)를 사용하

4. 음경해면체 조직학적 변화 측정
1) 음경해면체 조직표본 제작

였다. 실험동물은 사료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면서 1주일간 실

흰쥐를 ether로 마취하여 하복부를 절개하고 음경을 적출하여 4℃

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NaCl 125.4,

본 동물실험은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mecac
17-10-01)을 거쳐 실시하였다.

KCl 4.9, CaCl2 2.8, MgSO4 1.2, NaHCO3 15.8, KH2PO4 1.2,
glucose 12.2 mM, pH 7.4)에 담았다. 음경 주위의 지방을 제거하
고 2 ㎜ 두께의 음경절편을 제작한 후 정상인 control 군과
PE(10-6 M)만 처리한 PE군, PE(10-6 M)와 山茱萸 물 추출물(3 ㎎/

2. 山茱萸 물 추출물 제조
Round flask에 山茱萸(Corni Fructus, CF) 200 g과 증류수

㎖)을 동시에 처리한 CF군으로 구분하였다. 제작된 표본은 실온에

2 L를 넣고 2시간 동안 가열 하였다. 가열 후 나온 추출액을

서 10% NBF에 24시간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통상적인

rotary evaporator(Eyela, Japan)에 넣어 감압하면서 농축한 다

방법으로 paraffin에 포매한 다음 3 ㎛ 두께의 연속절편으로 제작

음, 동결건조기로 1주일간 건조하여 분말 46.2 g을 제조하였다.

하였다.
2) 음경해면체 조직화학

3. 음경해면체 이완효과 측정

음경해면체에 분포하는 평활근과 아교섬유의 분포 변화를 관찰

1) 해면체절편의 제작

하기 위하여 Masson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50~6

토끼를 urethane(0.6 g/㎏, 정맥주사)로 마취한 후 음경을 적
출하였다.

적출된

음경조직은

4℃의

modified

0℃의 Bouin 용액에서 1시간동안 매염 처리한 후 70% 에탄올에서

krebs-ringer

picric acid를 제거하였다. Weigert iron hematoxylin에서 10분

bicarbonate solution(NaCl 125.4, KCl 4.9, CaCl2 2.8, MgSO4

동안 반응시켜 핵을 염색하고, Biebrich scalet-acid fuchsin와

1.2, NaHCO3 15.8, KH2PO4 1.2, glucose 12.2 mM, pH 7.4)에

phosphomolybdic-phosphotungstic

담가 음경 주위의 지방조직과 백막을 제거하고 2×2×6 ㎜ 크기의

aniline blue에 5분간 처리하여 평활근(적색)과 아교섬유(청색)를

음경절편을 제작하였다.

염색하였다. 광학현미경(BX50. Olympus, Japan)이용한 영상분석

2) 등장성 수축 측정

을 통하여 음경해면체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을 계

혼합가스(95%의 O2와 5%의 CO2)로 포화된 37 ℃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을 peristaltic pump를 이용

acid에서

각각

15분간,

산하였다.
3) 음경해면체 면역조직화학

하여 3 ㎖/min의 용량으로 organ bath(용량 1.5 ㎖)에 주입하였

음경해면체의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와

다. 음경절편의 한쪽 끝은 organ bath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phosphodiesterase5(PDE5)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

force

transducer에

연결한

다음

physiograph(PowerLab,

Australia)를 이용하여 장력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실험

전

음경절편을

1시간

동안

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 음경절편을 proteinase K(20 ㎍/
㎖)에서 5분 동안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다음 blocking serum

안정시킨

후

인 10% normal goat serum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

micromanipulator(Narishige N2, Japan)로 피동장력 1.5 g을 가

음

하였다. 다시 1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속되

anti-eNOS(1:100,

는 실험인 경우 다른 처치 전에 다시 1시간 안정시킨 후 실험을

anti-PDE5(1:100, Santa Cruz Biotec)에 72시간 동안 반응시켰

시행하였다.

다. 다시 실온에서 2차 항체인 biotinylated goat anti-mouse

3) 山茱萸 물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와 작용기전 검증
음경절편을 phenylephrine(PE, 10

-6

M)으로 수축시키고 山茱

4℃

humidified

chamber에서
Santa

Cruz

1차

항체인

Biotec)와

mouse
rabbit

IgG2a (1:100, DAKO, USA)에 24시간 link 하였고, 다음 실온에서
avidin biotin complex kit(Vector Lab, USA)에 1시간동안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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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0.05% 3,3'-diaminobenzidine과 0.01% HCl이 포함된

비교해보았을 때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는 山茱萸 물 추출물 1, 3 ㎎

0.05M

/㎖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tris-HCl

완충용액

(pH

7.4)에서

발색시킨

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음경해면체내 eNOS와 PDE5의
Table 2. Changes of relaxation effect on corpus cavernosum induced
Corni Fructus water extract due to pretreatment of L-NNA

양성반응 정도를 영상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Treatment

5. 영상분석과 통계처리
음경해면체 수축변화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실제 수
축의 크기와 PE를 투여하여 유발된 최고 수축에 대한 백분율을 모
두 표시하였다. 조직화학적 염색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의 수
치화를 위해 Image pro Plus(Media Cybernetic, USA)을 이용한
영상분석(imag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의 비교는 sigma
plot 2000(Sigma)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다.

결

PE
PE
PE
PE

+
+
+
+

PE
CF
CF
CF
CF

0.1
0.3
1.0
3.0

Non treatment of L-NNA
Treatment of L-NNA
Contraction(g) Relaxation(%) Contraction(g) Relaxation(%)
1.71±0.29
0
1.63±0.24
0
1.71±0.27
-0.6±1.9
1.73±0.26
-6.3±3.9##
1.65±0.27
3.0±2.2
1.66±0.31
-1.3±8.4
1.55±0.26
9.4±2.7
1.61±0.25
1.3±6.2##
1.22±0.16***
27.9±6.2
1.32±0.20*
19.2±3.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8). Relaxation w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PE-contraction. * p<0.05, *** p<0.001 compared with PE ; #
p<0.05, ## p<0.01 compared with PE+CF in non treatment of L-NNA.

과

1. 山茱萸 물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
PE에 의하여 최대로 수축된 상태에서 山茱萸 물 추출물을 농
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음경해면체는 山茱萸 물 추출물의 3 ㎎/㎖
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을 보였다(Table 1, Fig. 1).
Table 1. The Effects o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on the corpus
cavernosum.
Treatment
PE
PE + CF 0.01
PE + CF 0.03
PE + CF 0.10
PE + CF 0.30
PE + CF 1.00
PE + CF 3.00

Contraction(g)
1.85±0.43
1.88±0.44
1.84±0.45
1.77±0.46
1.71±0.45
1.53±0.45
1.17±0.34**

Relaxation(%)
0
-1.4±1.0
0.7±1.4
4.7±2.5
7.8±2.6
18.1±5.2
37.5±5.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7). Relaxation w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PE-contraction. C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 ** p<0.01
compared with PE.

Fig. 2. Effects of pre-treatment of L-NNA on relaxation effects o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in corpus cavernosum.

3. 山茱萸 물 추출물의 전처치에 따른 Ca2+ 의존성 수축의 변화
Ca2+이 제거된 상태의 krebs-ringer solution에서 PE에 의해
최대로 수축시킨 음경해면체에 Ca2+ 1 mM을 투여하였을 때
1.51±0.21 g의 수축크기 차이가 있었으나, 山茱萸 물 추출물을 전
처치한 다음 PE로 수축을 유발시키고 Ca2+ 1 mM을 투여하였을
때는 0.55±0.12 g의 수축크기 차이가 있어, 山茱萸 물 추출물이
Ca2+ 유입에 따른 수축의 증가를 억제하였다(Table 3, Fig. 3).
Table 3. Changes of Ca2+-dependent contraction according to
pretreatment o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in Ca2+ -free media.
Treatment
PE
PE + Ca

Non treatment of CF
Contraction(g)
0.09±0.08
1.60±0.29

Treatment of CF
Contraction(g)
1.04±0.17
1.59±0.2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8). C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3 ㎎/㎖
; Ca, calcium chloride 1 mM.

Fig. 1. The concentration-response curve o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in corpus cavernosum precontracted with PE.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2. L-NNA의 전처치로 인한 해면체이완효과 변화
PE에 의하여 최대로 수축된 음경해면체에 山茱萸 물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 3 ㎎/㎖
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내었고, L-NNA를 전처치한 경우
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Fig. 2).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L-NNA를 전처치한 경우를

Fig. 3. Effects of pre-treatment of Corni Fructus water extract on
calcium-induced contrac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in calcium
fre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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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경해면체 내 평활근 분포 변화
조직화학결과 아교섬유는 음경해면체 가장자리와 중심부의 백
색막에서, 평활근은 아교섬유 사이공간에서 관찰되었으며, 특히 CF
군에서는 음경해면체 중심부의 아교섬유 사이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Fig. 4).
영상분석결과 음경해면체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
율은 대조군에서는 1 : 0.079, PE군에서는 1 : 0.024, CF군에서는
1 : 0.067로 나타났다.

Fig. 5. Immunohistochemistry of eNOS in Penis (×200). A. Control
group. B. PE group. C. CF group.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S,
Sinus in CCP. arrow, eNOS positive reaction.

Fig. 4. Changes on distribution of corpus cavernosum smooth muscle
by Masson trichrome's stain for Penis(×40). A, Control group ; B, PE
group ; C, CF group ;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CSP, corpus
spongiosum of penis ; DOR, dorsal region of penis.

5. 음경해면체 내 eNOS 분포 변화
면역조직화학 결과 음경해면체 중심부 주변의 평활근에서 관찰
된 eNOS 양성반응은 PE군에 비해 CF군은 150% 증가하였다
(Table 4, Fig. 5).
Table 4. The image analysis for eNOS positive reaction.
Objective
eNOS

Control
44,304± 933

Group
PE
27,539±1,034

Fig. 6. Immunohistochemistry of PDE5 in Penis(×100). A, Control
group ; B, PE group ; C, CF group ;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S,
Sinus in CCP. arrow, PDE5 positive reaction.

CF
68,937± 92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6). Image analysis for 100,000,000 pixel
cells. PE, penylephrine 10-6 M ; CF, PE 10-6 M + Corni Fructus water extract 3 ㎎
/㎖ ; * p<0.05 compared with PE.

고

찰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
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6. 음경해면체 내 PDE5 분포 변화
면역조직화학 결과 PDE5 양성반응은 음경해면체 중심부 주변

발기부전의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의학

의 평활근에서 관찰되었으며, 영상분석결과 PDE5 양성반응이 PE

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발기부

군에 비해 CF군은 49% 감소하였다(Table 5, Fig. 6).

전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Table 5. The image analysis for PDE5 positive reaction.
Objective
PDE5

Control
10,426± 471

Group
PE
51,080±1,630

CF
26,072±1,22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6). Image analysis for 100,000,000 pixel
cells. PE, penylephrine 10-6 M ; CF, PE 10-6 M + Corni Fructus water extract 3 ㎎
/㎖ ; * p<0.05 compared with PE.

조사에

따르면

40-7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상의 발기부전 유병률은 약
52%였고21) , 최근 국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개 병원 가정의학
과에 내원한 20세 이상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률은 약 77.3%로 보
고되었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발기부전이 이제 특정연령에 국한되
지 않고,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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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의 개선 및 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NO는 EDRF 중의 하나로, e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에 의해 유의한 이완효과를 나타냈고 L-arginine으로부터 NO의
생성을 막는 eNOS 억제제31) 인

L-NNA

전처치에 의해 山茱萸 물

합성되는 물질이며 최근 발기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보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는 억제되었다. 또한 조직화학 실험

고가 증가하고 있다. 내피세포에서 분비된 NO는 직접 평활근 세포

에서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비율은 PE군에 비해 CF군에서 증

내로 확산되어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내의 GTP

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山茱萸 물 추출물이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키

를 cGMP로 전환시킨다. 증가된 cGMP는 세포막의 칼슘통로를 막

는데,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으로 나타나며, 이완효과는 eNOS

아 세포내로의 칼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음경해면체가 이완되는데,

의 활성을 통한 NO의 생성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을 나

이로써 발기가 유발된다23-25).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알려

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면역조직화학 실험에서 eNOS 양성

진

반응이 PE군에 비해 CF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통해서도

sildenafil은

증가된

cGMP를

비활성화시키는

phosphodiesterase5(PDE5) 억제제로, PDE5가 cGMP의 활성을
억제한다면 음경해면체의 이완이 중단되어 음경해면체로의 혈액 유
입이 감소되고 발기는 멈추게 된다26).

알 수 있다.
Ca2+이 제거된 krebs-ringer solution에서 山茱萸 물 추출물
이 Ca2+ 유입에 따른 수축의 증가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는데, 이

9)

발기부전은 한의학적으로 陰痿, 陽痿, 陰器不用에 해당되며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腎虛가 주된 원인이 되므로 치료에 溫補
腎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는 山茱萸 물 추출물이 세포외 Ca2+ 유입의 차단에 관여함으로써
음경해면체에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PDE 양성반응은 PE 군에 비해 CF 군에서 유의하

山茱萸(Corni Fructus)는 山茱萸과(층층나무과)에 속한 낙엽

게 억제되었는데, PDE5가 cGMP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발기를 억

성소교목인 山茱萸나무의 성숙한 果實을 건조한 것으로, 肝, 腎經

제하는 물질32) 이므로 山茱萸 물 추출물이 PDE5의 작용을 억제함으

으로 入하고 味가 酸澁하고 性은 溫하다14) . 神農本草經 27)에 “山茱

로써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萸 主心下邪氣, 寒熱, 溫中, 逐寒濕痹, 去三蟲, 久服輕身 라고 처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山茱萸 물 추출물은 음경해면체에

음으로 언급된 이후 雷公炮炙論 28)에서는 元氣를 기르고 精을 補한

이완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eNOS의 활성화를 통한 NO의 생성을

다고 하였으며, 名醫別錄29)에서는 陰精을 補益하고 五臟을 편안하

증가시키고, PDE5의 작용을 억제하여 세포외 Ca2+ 유입을 차단시킴

게 하며 九竅를 소통시킨다고 하였다. 즉 山茱萸는 肝腎을 保養하

으로써 음경해면체 평활근이 이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 澁精固脫시키는 효능으로, 肝虛寒熱, 小便頻數, 遺精, 陰痿, 耳

결

鳴, 眩氣症, 腰膝酸痛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30) .
山茱萸에 대한 연구로 이 등 15)은 山茱萸의 면역세포 활성 조

론

절능력을 살펴보고자 비장 및 흉선세포의 증식, 각종 면역장기 중

山茱萸 물 추출물이 음경해면체의 이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의 면역세포 아집단변화, 대식세포의 탐식활성 및 NO 생성 등을

하기 위하여 organ bath study와 조직화학 및 면역조직화학적 방

관찰한 결과, 山茱萸가 비장 및 흉선림프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장, 흉선, 장간막 림프절의 T세포를 증가시켜 면역조절작용을 나
16)

Organ bath study에서 PE에 의해 최대로 수축된 음경해면체

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전 등 은 山茱萸가 비교적 높은 함량의 폴

는 山茱萸 물 추출물의 3.0 ㎎/㎖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

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함으로써 항산화능, 항돌연변이 및

를 나타냈고,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의해 L-NNA를 전

항암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하 등18) 은 山茱

처치한 경우 山茱萸 물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는 유의하게

萸는 CCL4로 유발된 실험적 간손상 모델에서 간세포내 항산화계

억제되었다. 또한 Ca2+-free solution에서 山茱萸 물 추출물을 전

활성증가와 CYP2E1을 통해 간보호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처치한 경우 Ca2+ 의 첨가에 따른 수

17)

19)

Mau 등 은 山茱萸의 항균효과에 대하여, Jeng 등 은 山茱萸가
20)

축의 증가는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정자활동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김 등 은 山茱萸가

조직화학 및 면역조직화학적 실험에서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NO-cGMP 경로의 활성화에 의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효과를

PE군에 비하여 CF군에서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비율은 증가되

통해 혈압강하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山茱萸가 補肝

었으며, 山茱萸 물 추출물은 eNOS 양성반응은 증가시켰고, PDE5

腎하는 약물로, 한의학적으로 陰痿, 遺精 등을 치료함에도 불구하

양성반응은 감소시켰다.

고 현재까지 山茱萸가 음경해면체 이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상의 결과, 山茱萸 물 추출물은 eNOS의 활성화를 통한 NO

가 없으며, 기존 연구에서 山茱萸가 혈관내피세포에서 NO를 생성

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PDE5의 작용을 억제하여 세포외 Ca2+ 유입

시키므로 음경해면체 혈관내피세포에서도 동일한 작용을 할 가능성

을 차단함으로써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켜 음경해면체 이완효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발기부전 개선 약물 개발의 일환으로 補肝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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