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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on Effects on Acute Orofacial Inflammatory Pain in 
Rats by Curcuma longa L., Curcuma aromatica Salisb., 

Zingiber officinale Rosc. Extracts 

Hee-Jin Kim*, Ja-Hyung Choi*, Hye-Jin Kim**, Hyun-Soe Yoon**

 and Min-Kyung Lee†,** 

Department of Biomedical Health Scienc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Curcuma longa L. (C.L), Curcuma aromatica Salisb. (C.A) and Zingiber officinale Rosc. (Z.O) of Zingiberaceae 
plants which are well known as effects of natural anti-oxidant, anti-cancer and anti-inflammatory. We examined that the 
Zingiberaceae plants are involved in development and modulation of orofacial pain in rats. Male, 7- to 8-week-old, 
Sprague-Dawley rats weighing 240~280 g were used in this study.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acute pain model 
that was caused by the injection of 5% formalin into the right vibrissa pad. The number of scratching or rubbing to the 
injection site was recorded for 9 consecutive 5-minute intervals following injection of formalin.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acute orofacial inflammatory pain; control group (formalin, 5%), vehicle group (5% formalin after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ingle administration group, single mixed administration group, repeated administration group.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various concentrations of Zingiberaceae plants extract. Therefore, oral administration 
of C.L, C.A, and Z.O (p.o., concentrations of 12.5, 25 mg/mL) in orofacial inflammatory pain model substantially decrease 
the nociceptive behavior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And it tended to decrease at low concentration (12.5 mg/ 
mL) of single mixed and repeated administration more than single administration. This result means that Zingiberaceae 
plants extract affects the modulation of acute orofacial inflammatory pain. Thus, Zingiberaceae plants extract may be a 
potential therapeutic treatment for orofacial inflammatory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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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화합물(polyphenolics)은 천

연 색소로서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액포 

및 세포막에서 유리형, 에스테르형 또는 결합형으로 존재

한다(Lee et al., 2011). 폴리페놀(polyphenols)에 존재하는 

다수의 히드록실기(-OH)는 여러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암,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다(Kim et al., 2012).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천연물 산업

(natural products industry)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각종 천연물의 제품화와 산업화

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Hwang and Park, 2015). 

다년생 초본( )에 속하는 생강과(Zingiberaceae) 식물들

에는 생강, 강황, 울금이 있다. 그 중에서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향신료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색은 어두운 노란색부터 황색 또는 붉은색을 띠

고, 생강 특유의 자극적인 향은 주성분인 gingerol, shog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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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erone 등에 기인하며, 이 외에도 flavonoids, terpenoids 

등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on and Chung, 2016). 생강 추출물 중의 하나인 6- 

gingerol은 cyclooxygenase-2 (COX-2)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밝혀졌으며 shogaol과 gingerol이 prostaglandin 

(PG) 및 leukotriene 합성 효소의 효과적인 억제제로 보

고되었다(Kim et al., 2008). 생강과 식물에 속하는 울금

(Curcuma longa L., turmeric)은 전통적으로 한약재, 향신료 

및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다(Kim and Lee, 2014). 울금의 다

양한 효능으로는 간장의 해독 촉진과 담즙의 분비작용 

및 이혈작용이 뛰어나다. 따라서 이담작용과 방향선 건위

약, 카타르성 황달약, 담석증, 급성 간염약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처방과 제약의 원료로 수요가 많으며, 최근 울금

의 생리활성 물질인 curcuminoids의 약리 효과가 알려지면

서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11). Curcuminoids는 세 가지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curcumin, demethoxycurcumin 

(DMC) 및 bisdemethoxycurcumin (BMC)이며 그 중에서도 

황색 색소로써 각종 약리적 활성을 가지고 있는 curcumin

은 오래전부터 의학, 약학, 식품학 분야 등에서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Kim et al., 2017). 

마지막으로, 생강과(Zingiberaceae)의 강황 속(Curcuma)으

로 분류되는 다년생 식물 강황은(Anandakumar et al., 2014) 

여러 실험을 통한 연구에서 주요 성분인 curcumin의 동맥

경화 억제, 항염증 및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항균 효과 

등이 규명되었다(Yoon et al., 2006). 이처럼 생강과 식물에 

속하는 울금, 강황, 생강의 약리적 활성은 이미 입증되었

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물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강과 식물들이 구강 

안면 영역에서 염증성 통증의 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전

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안면부 염증성 통증 발생

과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의 통증 완화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두부, 안면 및 모든 구강 내 구조물의 경조직 및 연조

직과 관련된 구강안면 통증(orofacial pain)은 치아 질환을 

비롯하여 측두하악 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뿐만 아니라 삼차신경통 같은 신경병성 통증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유사한 형태의 동통으로 발현되므로 진

단이 어렵다(Choi et al., 2006). 구강은 음식, 음료 및 공기

의 섭취를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구조이므로 인체의 

발달, 성장 및 유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 내 염증 부위의 병변

은 항상 인체 건강에 해롭고 개인을 구성하는 세포의 모

든 생물학적 활동을 손상시킨다(Moritani et al., 2018). 이러

한 염증반응은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필

수적이며 유익한 반응이지만 염증반응 조절에 실패하여 

과분비 된 염증 매개 물질은 세포나 조직의 괴사 및 기

능 장애를 일으키고 활성화된 면역세포의 생존을 계속 

유지시켜 만성 염증반응의 원인이 된다(Yoon et al., 2015). 

통증은 조직 손상, 염증 발생 등과 같은 통증을 발생시키

는 자극에 의해서 통증성 신경전달물질이 유리되고 신경

전달물질이 세포막의 수용기에 작용하여 흥분성 활동전위

를 발생한다(Bae et al., 2013). 이러한 염증반응이 안면부

에 발생되면 안면부 염증성 통증이 유발된다. 이러한 통

증의 조절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s)는 

화학적으로 이질적인 화합물 군이며, 진통(analgesics) 및 

항염(anti-inflammatory), 해열(antipyretic) 작용을 공통된 특

징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NSAIDs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특히 위장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

다. 무증상의 위 점막 손상이나 속 쓰림, 소화불량으로부

터 생명을 위협하는 위출혈이나 십이지장의 궤양과 관련

이 있어(Song and Ha, 2009), 사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타 인체 질환 치료제의 경우에는 천연물의 소재로 한 신

약 및 의약품이 출시되어 임상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나 

구강 질환 및 치과 관련 질환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의

약품은 대부분이 합성 약제로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이

고, 치의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Lee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르말린으로 유도한 안면부 염

증성 통증을 실험 모델에게 적용하여 울금, 강황, 생강 추

출물의 주입에 의한 통증 행위 반응 조절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동물은 7~8주 령의 Sprague-Dawley 계 수컷 흰쥐

(220~260 g)를 효창 사이언스(대구)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였다. 23~25℃의 일정한 실내 온도와 12시간 주/야 순환 

주기하여 환경을 유지하였으며, 물고 사료는 자유로이 공

급하였다. 행동적인 억압 등에 의한 실험 전 스트레스를 

가능한 최소화하였으며, 본 연구는 의식이 있는 동물의 

실험에 관한 통증 연구 학회의 윤리적 규정을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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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동물윤리 위원회의 승인(R2018-012)을 얻은 

후 수행하였다. 

시약제조 

울금(국산)과 강황(인도산) 분말은 (주)청운 유통에서 

구입하였으며, 생강(국산) 분말은 (주)현대 식품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5% 포르말린 주입군과 용매군(Vehicle 

[veh.], 5%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CMC-Na]), 울금 

추출물 투여군, 강황 추출물 투여군, 생강 추출물 투여군

으로 실험 그룹은 구분하였고 5% CMC-Na에 각각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각 약물의 투여는 단회와 반복(1일 1회, 

3일간 매일 1회) 그리고 단회 혼합(울금, 강황, 생강) 투여

군으로 구분하였다. 

안면부 염증성 통증의 발현 및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 

효과의 평가 

랫드용 oral zonde (∅1.8(15 gauge)*80 mm)를 이용하여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을 각각 1 mL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하였고, 약물의 주입은 포르말린에 의한 통증 유도 

30분 전에 시행하였다. 실험동물을 통증 반응 평가 전에 

실험용 플라스틱 통에서 30분 이상 적응시켰으며, 포르말

린 반응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였다(Park et al., 2011). 실험동물(n=6)의 오른쪽 수염부 피

하로 인슐린 주사기(0.25 mm(31 gauge)*8 mm)를 이용하여 

5% 포르말린(50 μL)을 주입하였으며 약물이 주입된 안면

부 부위를 문지르거나 긁는 행위를 통증 지표로 간주하

였다. 주입된 직후부터 5분 단위로 누적하여 총 45분간 

기록하였으며, 1차 반응(0~10분, 1st phase)과 2차 반응(11~ 

45분, 2nd phas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 ver. 22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다중 그룹에서 반복 측

정 자료의 일원 배치 분산으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LSD post-hoc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인 비교를 위해 유

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평균 ± 표준 오차

(SEM)로 표시하였다. 

 

결  과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 반응 조절에 울금 추출물의 

효과 

실험동물의 오른쪽 수염부 피하로 5% 포르말린(50 μL)

을 투여하여 유도한 안면부 염증성 통증에서 울금의 통

증 행위 반응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Fig. 1). 

안면부 부위의 1차 통증 행위 반응은 포르말린군과 용매

(CMC-Na)군에서 각 29.00 ± 16.20, 15.67 ± 7.08회로 나

타났고, 울금 투여군에서는 농도(12.5, 25 mg/mL)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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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C.L on nociceptive behavior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C.L, the nociceptive responses were 
reduced in 2nd ph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C.L 12.5, 25 mg/mL
+ F. 
C.L: Curcuma long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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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nociceptive responses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C.L. Oral administration of C.L, significantly 
reduced the nociceptive responses 20~30 mim after induction of 
pain.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C.L 12.5, 25 mg/mL + F. 
C.L: Curcuma long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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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83 ± 7.42, 20.67 ± 10.46회로 나타나 대조군과 실

험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통증행위 2차 반응의 결과에서

는 포르말린군과 용매군은 각 329.00 ± 12.86, 349.33 ± 

46.15회로 통증 행위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12.5 mg/mL

의 울금 투여군은 236.83 ± 33.92회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 행위 반응이 감소됨을 나타났다. 25 mg/mL의 농도에

서는 162.00 ± 27.68회로 나타내어 대조군 및 12.5 mg/mL

의 농도와 비교 시 통증 행위 반응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

소됨을 확인하였다(P<0.0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 행위 반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2). 포르말린 주입으로 유도된 통증 행위 반응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25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분까지 통증이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하였다. 12.5 mg/ 

mL의 울금의 경구 투여는 포르말린 주입 후 30~35분, 

25 mg/mL는 20~30분에 포르말린에 의해 유도된 통증 행

위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 반응 조절에 강황 추출물의 

효과 

실험동물의 오른쪽 수염부 피하로 5% 포르말린(50 μL)

을 투여하여 유도한 안면부 염증성 통증에서 강황의 통

증 행위 반응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Fig. 3). 

안면부 부위의 1차 통증 행위 반응은 포르말린군과 용매

(CMC-Na)군에서 각 63.33 ± 21.30, 17.60 ± 8.35회로 나

타났고, 강황 투여군에서는 농도(12.5, 25 mg/mL)에 따라 

각 19.17 ± 7.31, 10.83 ± 3.88회로 나타나 대조군과 실험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통증 행위 2차 반응의 결과에서

는 포르말린 군과 용매군은 각 350.10 ± 40.54, 371.20 ± 

49.78회로 통증 행위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12.5 mg/mL

의 강황 투여군은 249.33 ± 34.08회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 행위 반응이 감소됨을 나타냈다. 25 mg/mL의 농도에

서는 175.00 ± 17.45으로 나타내어 대조군 및 12.5 mg/mL

의 농도와 비교 시 통증 행위 반응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

소됨을 확인하였다(P<0.0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 행위 반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4). 포르말린의 주입으로 유도된 통증 행위 반응

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25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분까지 통증이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하였다. 12.5 mg/ 

mL의 강황의 경구 투여는 포르말린 주입 후 25~35분, 

25 mg/mL는 20~30분에 포르말린에 의해 유도된 통증 행

위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 반응 조절에 생강 추출물의 

효과 

실험동물의 오른쪽 수염부 피하로 5% 포르말린(50 μL)

을 투여하여 유도한 안면부 염증성 통증에서 생강의 통

증 행위 반응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Fig. 5). 

안면부 부위의 1차 통증 행위 반응은 포르말린군과 용매

Fig. 4. Changes in nociceptive responses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C.A. Oral administration of C.A, significantly 
reduced the nociceptive responses 20~30 mim after induction of 
pain.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C.A 12.5, 25 mg/mL + F. 
C.A: Curcuma aroma tica Salisb. 

Fig. 3. Effects of C.A on nociceptive behavior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C.A, the nociceptive responses were 
reduced in 2nd ph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C.A 12.5, 25 mg/mL
+ F. 
C.A: Curcuma aroma tica Sali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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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Na)군에서 각 19.17 ± 8.01, 22.00± 9.16회로 나타

났고, 생강 투여군에서는 농도(12.5, 25 mg/mL)에 따라 

각 17.83 ± 6.49, 7.67 ± 3.27회로 나타나 대조군과 실험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통증 행위 2차 반응의 결과에서

는 포르말린군과 용매군은 각 370.00 ± 35.94, 357.00 ± 

60.63회로 통증 행위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12.5 mg/mL

의 강황 투여군은 248.50 ± 20.78회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 행위 반응이 감소됨을 나타냈다. 25 mg/mL의 농도에

서는 165.00 ± 30.07회로 나타내어 대조군 및 12.5 mg/ 

mL의 농도와 비교 시 통증 행위 반응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P<0.0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 행위 반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6). 포르말린의 주입으로 유도된 통증 행위 반응

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25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분까지 통증이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하였다. 12.5 mg/ 

mL의 생강의 경구 투여는 포르말린 주입 후 30~35분, 

25 mg/mL는 20~30분에 포르말린에 의해 유도된 통증 행

위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 반응 조절에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 혼합 투여의 효과 

실험동물의 오른쪽 수염부 피하로 5% 포르말린(50 μL)

을 투여하여 유도한 안면부 염증성 통증에서 울금, 강황, 

생강 단회 혼합 투여의 통증 행위 반응 조절 효과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Fig. 7). 안면부 부위의 1차 통증 행위 

 

 

 

 

 

 

 

 

 

 

반응은 포르말린군과 용매(CMC-Na)군에서 각 19.12 ±

7.29, 8.67± 3.67회로 나타났고, 울금, 강황, 생강 12.5 mg/ 

mL 투여군에서는 각 15.83 ± 7.42, 19.17 ± 7.31, 17.83 ± 

6.49회로 나타났다. 울금, 강황, 생강 12.5 mg/mL을 혼합

하여 투여한 군에서는 9.33 ± 6.10회로 나타나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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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Z.O on nociceptive behavior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Z.O, the nociceptive responses were 
reduced in 2nd ph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Z.O 12.5, 25 mg/mL
+ F. 
Z.O: Zingiber officinale Rosc. 

Fig. 6. Changes in nociceptive responses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Z.O. Oral administration of Z.O, significantly 
reduced the nociceptive responses 20~30 mim after induction of 
pain.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Z.O 12.5, 25 mg/mL + F. 
Z.O: Zingiber officinale Rosc. 

Fig. 7. Effects of mixture on nociceptive behavior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mixture, the nociceptive responses 
were reduced in 2nd ph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C.L, C.A, Z.O vs 
mixture 12.5 mg/mL + F. 
*C.L: Curcuma longa L., +C.A: Curcuma aroma tica Salisb., #Z.O:
Zingiber officinale Rosc., Mixture: combine of C.L, C.A,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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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험군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통증 행위 2차 반응의 

결과에서는 포르말린군과 용매군은 각 332.67 ± 35.11, 

344.50 ± 21.43회로 통증 행위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12.5 mg/mL의 울금, 강황, 생강 투여군은 각 236.83 ± 

33.93, 249.33 ± 34.08, 248.50 ± 20.78회로 나타나 대조군

과 비교하여 통증 행위 반응이 감소됨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과 비교하여 혼합 투여군에서는 164.17 ± 26.32회로 

나타나 대조군 및 울금, 강황, 생강 12.5 mg/mL와 비교 시 

혼합 투여군에서 통증 행위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P<0.0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 행위 반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8). 포르말린의 주입으로 유도된 통증 행위 반응

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25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분까지 통증이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하였다. 12.5 mg/ 

mL의 울금, 강황, 생강의 경구 투여는 포르말린 주입 후 

20~35분, 혼합 투여군에서는 20~30분에 포르말린으로 유

도된 통증 행위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 반응 조절에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 반복 투여의 효과 

실험동물의 오른쪽 수염부 피하로 5% 포르말린(50 μL)

을 투여하여 유도한 안면부 염증성 통증에서 울금, 강황, 

생강 반복 투여의 통증 행위 반응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Fig. 9). 안면부 부위의 1차 통증 행위 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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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repeated on nociceptive behavior at facial are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repeated, the nociceptive responses 
were reduced in 2nd ph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 
were 6 animals in each group. *P<0.05, Formalin vs C.L, C.A, 
Z.O 12.5 mg/mL + F. 
C.L: Curcuma longa L., C.A: Curcuma aroma tica Salisb., Z.O: 
Zingiber officinale R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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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reduced in 2nd ph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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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 군과 용매(CMC-Na) 군에서 각 29.00 ± 16.20, 

15.67 ± 7.08회로 나타났고, 울금, 강황, 생강 12.5 mg/mL 

반복 투여군에서의 통증 행위 1차 반응의 결과에서는 각 

13.33 ± 7.53회, 11.33 ± 6.17회, 7.83 ± 4.74회로 나타나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통증 행위 2차 

반응의 결과에서는 포르말린군과 용매군은 각 328.41 ± 

12.86, 349.33 ± 46.15회로 통증 행위 반응이 높게 나타났

으며, 12.5 mg/mL의 반복 투여군에서 울금, 강황, 생강은 

각 166.50 ± 24.48회, 247.33 ± 14.98회, 172.50 ± 57.25회

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 행위 반응이 감소됨을 나타났

다. 반복 투여군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통증 행위 반응이 

낮게 나타난 순서로는 울금, 생강, 강황이였으며 단회 투

여 시 보다 반복 투여 시에서 통증 행위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P<0.0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 행위 반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10). 포르말린의 주입으로 유도된 통증 행위 반

응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25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40분까지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하였다. 12.5 mg/ 

mL의 생강과 식물들 반복 투여는 포르말린 주입 후 통증 

행위 반응이 증가하는 20분 부터 높았다가 30분 이후로 

감소됨을 나타났다. 

 

고  찰 

 

치과 질환 중 하나인 구강안면 통증은 삶의 질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면부 통증이 일상생활이나 운동 활동 및 사회

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졌

으며(Maulina et al., 2018), 이처럼 안면부 통증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통증의 발생 예방과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안면부 염증성 통증 조절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의 안면부에 포르말린을 주입한 염증성 통증 모

델을 적용하여 생강과 식물들에 속하는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의 통증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증은 생체의 산화 및 노화에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

레스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천연물 또는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작용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위암의 억제, 항산화 효과, 항균 활

성 등의 효능이 밝혀진 흰민들레의 선행 연구를 보면, 

RAW 264.7 세포를 LPS로 자극하였을 때 흰민들레 물 추

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조사한 결과, NO 및 IL-1β, IL-6의 

생산을 억제하였으며, MAPKs 중 p38, JNK, ERK1/2의 인

산화와 Iκ-Bα의 분해를 억제함을 확인하여 흰민들레가 항

염증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4). 

또한 항암 및 진통 효과가 있는 감송향(Valerianaceae)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알아본 실험에서는 감송향 85% 

메탄올 추출물은 in vitro에서 강한 항산화 활성이 확인되

었으며, LPS로 자극된 쥐의 복강 macrophage에서 염증성 

매개 물질인 NO의 생성이나 iNOS, COX-2 등의 발현을 

억제하여 감송향이 동맥경화나 관절염 등의 산화적 스트

레스와 관련이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Baek et al., 2009). 

이러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울금, 강황, 

생강 추출물의 경구 투여는 포르말린으로 유도한 실험 모

델의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 반응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강과 식물들의 

생리 활성 성분이 염증성 통증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안면부 통증 조절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과 관련된 통증인 신경병 변성 통증은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염증(inflammation)이란 macro- 

phage나 mast cell 등의 백혈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신호전

달물질이 관여하는 일련의 병리적인 과정으로서, 이 중 

macrophage는 대표적인 염증 매개물인 NO (nitric oxide) 

생성에 관여한다. NO는 급성 및 만성 염증반응에서 L- 

arginine으로부터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에 의

해 과량 생성되며 염증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OS는 LPS 자극에 의해 발현되는데 이는 과량의 

NO를 생성하게 되어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Baek et al., 2009; Kim et al., 2014), 이를 제거하는 생체 내

의 방어 시스템과의 균형이 무너지면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에 관여하므로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항

산화 물질은 지질 과산화와 자유라디칼을 저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여러 질환의 발병을 완화할 수 있는 후보 물

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Lee et al., 2013). 생강과 식물 

중 울금, 강황의 성분에 포함된 curcumin은 선행 연구에

서 이미 항산화 물질로서의 효용이 밝혀져 있다. Curcumin

은 생강과 식물인 울금이나 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항

산화 물질, 항암제, 항바이러스제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산화에 의한 DNA 손상을 방지하고, free radical을 소거하

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Jeon and Kim, 2013). 

흰 쥐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울금 분말을 

농도 별로 공급하여 항산화계 및 산화적 손상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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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관찰한 연구에서 울금을 투여한 mice에서 간조직

의 세포막에 항산화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울금은 조직 중의 과산화지질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울금에 함유된 유기산 등 여러 항

산화계 물질이 조직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계 기능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3). 또한 급성 및 만성 염증 모델

에서의 강황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연구한 실험에서는 

급성 염증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arrageenan에 

의한 족부종 유발과 xylene에 의한 귀부종 유발을 일으킨 

모델에 강황 추출물을 농도 별로 경구 투여하였을 때 염

증 억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종 실험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삼출물과 염증 육아종이 적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황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만

성 및 급성 염증에 대한 저해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항염증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Anandakumar et al., 2014).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 비추어

볼 때 생강과 식물은 다양한 실험 모델에서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 작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생강과 식물 추출

물이 구강안면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

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 통증 조절 능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입증된 생강과 식물들을 실험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포르

말린으로 유도하여 증가한 통증 행위 반응은 경구로 주입

된 울금, 강황, 생강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포르말린으로 유발된 안면부 염증성 통증 

발생에 생강과 식물들이 조절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각각의 약물을 단회 투여했을 시 보다 울금, 강황, 생

강 추출물의 저농도를 혼합한 혼합 투여군에서는 더 높

은 통증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와 비교

하여 생강과 식물들 추출물의 저농도를 각각 반복 투여

한 군에서는 단회 투여 및 혼합 투여했을 시보다 반복 투

여군에서 통증이 더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울금, 강황, 생강의 통증 조절 효과는 안면부 염증

성 통증 조절에 필요한 천연 치료제 개발 후보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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