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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포에 의한 발기부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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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an ethanol extract of Acorus gramineus Soland (EAG)

augments penile erection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 Preconstructed with phenylephrine (PE) in isolated

endothelium-intact rabbit corpus cavernosum, EAG relaxed penile smooth muscle in a dose-dependent manner,

which was inhibited by pretreatment with NG-nitro-L-argininemethylester (L-NAME), a nitricoxide synthase inhibitor,

and 1H-[1,2,4]-oxadiazole-[4,3-α]-quinoxalin-1-one (ODQ), a soluble guanylylcyclase (sGC) inhibitor,

respectively. EAG-induced relaxation was significantly attenuated by pretreatment with tetraethylammonium (TEA), a

nonselective K+ channel blocker. EAG increased cGMP levels of the rabbit corpus cavernosum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ithout changes in cAMP levels. In addition, EAG caused increase of peak

intracavernous pressure (ICP), ICP/MAP ratio and area under the carve (AUC) in SD rat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G augments penile erection via NO-cGMP system and K+ channels in corpus caverno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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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의 발기현상은 신경계, 혈관계, 내분비계 및 정신적 요소

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의 향상으로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발기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척추손상 등 기질적문제와 스트레스 등 심

리적인문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발기부전 (erectile

dysfunction, ED), 사정불량, 성욕과 오르가즘의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그 중 발기부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음경의 발기는 혈관의 한 변형으로서 혈류역동학의 변화, 즉

음경의 동맥을 통한 혈액유입과 정맥을 통한 혈액유출에 따라 발

기의 정도가 결정된다. 발기 혹은 발기기능장애는 음경동맥과 음

경해면체의 육주 평활근에 작용하는 이완성 물질들과 수축성 물

질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평활근의 긴장도에 따라 결정되는

데 특히 혈관 이완인자 (endotherium-derived relaxing factor;

EDRF)와 수축인자 (endotherium-derived constricting factor;

EDCF)를 방출하여 평활근 긴장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2-5). 음경해면체의 평활근에 작용하여 수축을 유발시키는

물질에는 norepinephrine, EDCF, endothelin, angiotensin Ⅱ 등이

있고, 이완을 일으키는 물질은 acetylcholine,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1, bradykinin 등이 있다. 그 중 NO는 혈관 내피

세포 외에 평활근과 혈구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뉴론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데, NO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NO synthase 동

위효소의 작용에 의해 아미노산인 L-arginine으로부터 합성된다.

NO synthase 동위효소는 신경세포 NOS (neuronal NOS, nNOS

혹은 NOS-1), 유도성 NOS (inducible NOS, iNOS 혹은 NOS-2),

내피세포 NOS (endothelial NOS, eNOS 혹은 NOS-3) 등 3가지

다른 형태의 NOS들이 존재한다
1)

. 신경말단 혹은 내피세포에서

유리된 NO는 세포질 내의 효소인 guanylate cyclase의 heme성

분과 결합하여 이 효소를 활성화함으로써 음경해면체의 육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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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근세포 내에서 GTP (guanosine 5'-triphosphate)를 강력한 이

차전령인 cGMP (cyclic guanosine 3'5'-monophosphate)로 전환

시킨다. cGMP는 cGMP-특이 단백질 효소인 protein kinase G　

(PKG)를 자극하여 L-유형 칼슘통로를 폐쇄하고 포타슘통로를

개방하여 과분극을 일으켜 발기를 유도한다1,6-8).

NO-cGMP경로 외에도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에

K+ 통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K+ 통로의 활성에 변화가 생기면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Ca2+통로를 통한 이온의 흐름에

변화를 일으킨다. K
+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들로 인해 K

+
통

로가 열리면, 세포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해 있던 K+이 세포 밖으

로 빠져나감으로서 세포 안팎의 분극이 심해져 세포의 과분극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은 세포질 내로 Ca
2+
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

하며, 그 반대현상에서는 Ca2+의 유입을 증가시킨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세포들에는 최소한 4종류의 K+ 통로 아형들이 존재한

다: ① calcium-sensitive K
+
channel, ② metabolically regulated

K+ channel, ③ fast transient A current ④ delayed rectifier. 이

들 K+ 통로들 중에서 maxi-K（혹은 칼슘 민감성) 통로와 KATP

통로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 통로들이 개방되면 세포로부터 K
+
의

유출이 일어나서 세포 내의 양전하가 소실되며, 이 효과로 과분

극이 일어난다1,9-11).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민간요법으

로 인삼, 홍삼, 녹용,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토사자 및 오미자

등 다양한 약제가 이용되어 왔으나 그 밖에 다른 약용식물에 대

한 발기부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2)

.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석창

포는 천남성과 다년생 초본 식물 石菖蒲 (Acorus gramineus

Soland)의 뿌리줄기이다. 맛은 맵고 기가 溫하기 때문에 風寒濕

邪의 痺證을 주치하고 健胃祛風, 活血止痛, 즉 기의 순환을 조절

하고 혈을 운행시키며 풍을 풀어주고 습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석창포는 氣閉耳聾, 心胸煩悶, 위통, 복통, 타박상 등을 치료한다.

β-asarone, caryophyllene, α-humulene, sekishone 등 성분을 함

유하고 있는 석창포는 진정작용이 있으며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

하고 위장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며 동시에 장관 평활근의 경련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3)

. 석창포는 心氣를 이완시

키고 心身을 상쾌하고 즐겁게 하며 心을 보익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발기부전 치료 효능에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 (Ethanol

extract of Acorus gramineus Soland; EAG)이 음경해면체 평활

근을 이완시키는 효과 및 그 기전에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및 사료

본 실험에서는 샘타코 (Samtako, Korea)으로부터 체중 380

g의 Sprague-Dawley (SD)계 웅성 백서와 약 2 kg 내외의 웅성

New Zealand white rabbit을 분양받아 2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켰다. 실험동물은 항온항습 장치가 부착된 사육실 (온도

22±1℃, 습도 55±10%, 12시간 dark/light)에서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받았다. 모든 동물 실험은 미국 NIH의 동물실험원칙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USA)과

본교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승인(WKU09-102)을 받고 시행되었다.

2) 추출물의 제조

석창포 400 g을 에탄올 2 L에 시료가 충분히 추출될 수 있도

록 초음파분해기 (100 W, 40 kHz)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일주일

간 담가두었다. 일주일간 추출된 석창포 추출물을 1차적으로 무

명베를 이용하여 잡질과 찌꺼기를 걸러주고, 2차적으로 분리된

맑은 전탕액만을 취하여 Watman NO.3 여과기를 사용하여 진공

압을 걸어 여과하였다. 최종적으로 여과된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

을 감압 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시킨 후 동결건조하여 만들어진

조성물 (41.09 g)을 분말상태로 만든 후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분리

건강한 토끼의 이각 정맥을 통해 케타민 (50 mg/kg i.v.)으로

마취하고 심장출혈로 희생시킨 후 음경조직을 치골 아래로 분지

하여 들어가는 부위까지 박리, 적출하였다. 음경조직을 4°C

Krebs 완충액 (NaCl 136.9 mM, KCl 5.4 mM, MgCl2․6H2O 1.0

mM, CaCl2 2.0 mM, NaHCO3 23.8 mM, Glucose 5.5 mM)에 넣

고 음경해면체 평활근 내피세포가 손상 받지 않도록 조심히 음경

해면체 백막을 제거한 후, 2×2×6 mm 크기의 음경해면체 평활근

조직절편 (corpus cavernosal tissue strip)을 만들었다14,15).

3.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 측정

음경해면체 평활근 조직절편을 95% O2- 5% CO2 기체로 포

화시킨 37°C, pH 7.4의 Krebs 완충용액에서 고정시킨 후,

isometric tension을 force-displacement transducer (Grass FT

03, Grass Instrument, MA)가 장착된 생리기록계 (Grass Model

7E, Grass Instrument, M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1 μM

의 phenylephrine (PE)으로 수축시키고 5분 후, 1 μM의

acetylcholine (ACh)으로 이완반응을 시켜 음경해면체 평활근 내

피세포의 안정성을 측정한 후 Kreb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종 차단제들의 전 처리로 인한 석창포 에

탄올 추출물이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한 이완효과의 변화측정

은 먼저 약물을 20분간 전 처리하고 PE으로 수축시켰고 이어서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이완반응을 관찰하였다
14,15)

.

4. cGMP 및 cAMP 생성량의 측정

음경해면체를 절개하여 해면체를 적출하고 절편으로 만들어

kreps용액과 95% O2와 5% CO2가 존재하는 bath에서 배양하고 5

분간 PE과 IBMX을 전처리하고 5분간 약물을 처리한 후에 6%의

trichloroacetic acid (TCA)존재 하에서 균질화시킨 후 1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물이 포화된

diethylether를 이용하여 3회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Speed-vac

농축기로 농축하여 방사면역분석법으로 cGMP와 cAMP을 측정

하였다.

5. 음경해면체 내부압력측정 (intracavernosal pressure :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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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가 약 400-450 g의 건강한 SD계 백서를 Sodium

pentobabital (50 mg/kg. i.v.)로 마취하고 경동맥과 경정맥으로

부터 각각 캐뉼라하여 경동맥으로 동맥압을 측정하고 경정맥으

로 약물을 주입하였다. 다음, 음경부위를 절개하여 음경을 완전

히 노출한 후에 오른쪽 음경내부에 23 G의 needle을 삽입하고 방

광신경총을 전기자극기에 연결하여 10 v, 0.1 ms, 3 Hz 및 5 Hz

강도로 5분 간격으로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 음경내부압력을 측

정하였다.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 (30 mg/kg), saline (0.9%

NaCl), sildenafil (1 mg/kg)의 농도로 경정맥으로부터 약 0.1

ml/min의 속도로 주입하여 ICP, ICP/MAP와 AUC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이때 ICP (intracavernosal pressure)는 전기적인 자극

을 준 시점으로부터 음경해면체 내부의 압력이 최고치에 달하였

을 때의 수치이며, ICP/MAP는 음경해면체 내부의 압력이 최고

치에 달하였을 때의 수치를 그에 상응하는 혈압으로 나눈 비율,

그리고 AUC (area under curve of cavernosometry)는 전기적인

자극을 준 1분 동안에 증가된 압력의 면적값을 계산한 수치이다.

6. 시약

이 연구에 사용된 acetylcholine (ACh), phenylephrine HCl

(PE), NG-nitroarginine methyl ester (L-NAME), 1

H-[1,2,4]-oxadiazolo-[4,3-α]-quinoxalin-1-one (ODQ),

indomethacin, glibenclamide, tetraethylammonium (TEA),

atropine, (±)-propranolol HCl,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trichloroacetic acid (TCA) 등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7. 통계 처리

실험 결과의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 나 one-way

ANOVA test를 통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농도 의존적인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1 μM PE으로 5분간 수축시킨 후 석창

포 에탄올 추출물 (0.1 ug/ml∼0.3 mg/ml)을 농도 의존적으로 투

여하여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를 측정한 결과, 음경해면

체 평활근은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하였으며 0.3 mg/ml의 농도에

서 96.48 ± 2.24% 이완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2. NO-cGMP 경로의 차단효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이완효과가 산화질소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특이적인 산화질소 억제제인

L-NAME 0.1 mM와 세포질 guanylate cyclase 억제제인 ODQ 10

μM을 각각 20분동안 전 처리하고 1 μM PE으로 수축시킨 후 석

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 의존적으로 투여하여 음경해면체 이

완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Fig.

2).

Fig. 1. Dose-response curves for the relaxant effect of EAG (ethanol

extract of Acorus gramineus Soland) in the

phenylephrine-precontracted endothelium-intact cavernosal smooth

muscle strips. Each value shows mean ± S.D. (n=4).

Fig. 2. Dose-response curves for the relaxant effect of EAG in the

phenylephrine-precontracted cavernosal smooth muscle strips

(vehicle) in the presence of L-NAME (NG-nitroarginine methyl ester,

100 μM) or ODQ (1 H-[1,2,4]-oxadiazolo-[4,3-α]-quinoxalin-1-one, 10

μM). Each value shows mean ± S.D. (n=4). #p<0.05, *p<0.01, **P<0.001, vs. vehicle
group.

3. cGMP와 cAMP의 생성효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음경해면체조직에서 cGMP와

cAMP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석창포 에

탄올 추출물을 음경해면체 조직절편에 직접 투여한 후 cGMP와

cAMP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하

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이 농

도 의존적으로 cGMP의 생성량을 증가시켰다. cAMP의 생성량

은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에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3).

4. K+ 통로 차단효과

K+ 통로 차단이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선택적 K
+
통로

억제제인 10 μM tetraethylammonium (TEA)과 ATP-감수성 K+

통로 억제제인 10 μM glibenclamide를 각각 20분동안 전 처리하

고 1 μM PE으로 5분동안 수축시킨 후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를 측정한 결과, TEA 전 처

리로 의하여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glibenclamide의 전 처리에

의하여서는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가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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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EAG on cGMP and cAMP level in crude

homogenates of rabbit corpus cavernosum tissues. Each value shows
mean ± S.D. (n=5). *p<0.001, **P<0.001, vs. vehicle group; †p<0.01, vs. EAG (3 μ

g/ml) group.

Fig. 4.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the relaxant effect of

EAG in the phenylephrine-precontracted cavernosal smooth

muscle strips (vehicle) in the presence of glibenclamide (10 μM)

or tetraethylammonium (TEA) (10 μM). Each value shows mean ±
S.D. (n=4). *p<0.01, **P<0.001, vs. vehicle group.

5. Cyclooxygenase 차단효과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가 있는 prostacyclin이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선택성 cyclooxygenase 억제제인 10 μ

M indomethacin을 20분동안 전 처리하고 1 μM PE으로 5분동안

수축시킨 후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를 측정한 결과, indomethacin을 전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

6.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 수용체 차단효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

과와 신경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선택성 β-아드레날

린성 길항제인 1 μM propranolol, 항무스카린성 약물인 1 μM

atropine 로 각각 20분동안 전 처리하고 1 μM PE으로 5분동안

수축시킨 후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 의존적으로 투여하여

본 결과, propranolol과 atropine을 전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6).

Fig. 5.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the relaxant effect of

EAG in the phenylephrine-precontracted cavernosal smooth

muscle strips (vehicle) in the presence of indomethacin (10 μM). Each
value shows mean ± S.D. (n=4).

Fig. 6.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the relaxant effect of EAG

in the phenylephrine-precontracted cavernosal smooth muscle strips

(vehicle) in the presence of atropine (1 μM) or propranolol (1 μM).
Each value shows mean ± S.D. (n=4).

Fig. 7. Effect of EAG on intracavernous pressure response to

electrical stimulation (3 V, 0.1 ms, 3 Hz or 5 Hz) of cavernous nerve

in injection of agent rats. Saline was used as a vehicle, sildenafi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shows mean ± S.D. (n=6). *p<0.05, **p<0.01, vs.

sali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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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경해면체 내부압력의 측정 (ICP)

백서에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주입하였을 때에 음경해면

체 내부의 압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경정맥으로부터 석창

포 에탄올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음경해면체 내부압력 (ICP)은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주입한 군에서 saline만 주입한 군과 비

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7). 또한 음경해면체 내부압

력과 혈압의 비율 (ICP/MAP) 및 음경내압그래프면적 (AUC)도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을 주입한 군에서 saline만 주입한 군에 비

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8, 9).

Fig. 8. Effect of EAG on the intracavernous pressure/mean

arterial pressure ratio in the response to electrical stimulation (3

V, 0.1 ms, 3 Hz or 5 Hz) of cavernous nerve in injection of agent

rats. Saline was used as a vehicle, sildenafi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shows mean ± S.D. (n=6). *p<0.05, vs. saline group.

Fig. 9. Effect of EAG on the AUC (area under curve of

cavernosometry for 1 min of electrostimulation) in the response to

electrical stimulation (3 V, 0.1 ms, 3 Hz or 5 Hz) of cavernous

nerve in injection of agent rats. Saline was used as a vehicle, sildenafi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shows mean ± S.D. (n=6).

*p<0.05, vs. saline group.

고 찰

물질적인 삶의 질이 나날이 향상하고 있는데 비해 발기부전

의 양성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발기부전이 생명

과 무관하여 질병으로 간주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기시 되어 발기부전에 대한 연구 및 치료 등이 양성화되지 않

았으나, 최근에는 발기부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 및 치료가 양성화되고 있다. 음경이

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경해면체 동맥과 음경평활근의 완전

한 이완과 음경해면체 내의 동상 혈관강에 혈액이 축적되어야 한

다. 음경평활근의 이완은 신경전달물질과 비 신경전달물질에 의

해 이루어진다
2,3)

. 콜린성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의 해면체

평활근에 대한 작용은 아드레날린성 수축작용을 억제하고 비아

드레날린성 및 비콜린성 이완작용을 항진시켜 전체적으로 해면

체의 이완작용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혈관내피세포의

muscarinic receptor에 작용하여 nitric oxide로 알려진 혈관내피

유래인자인 EDRF를 분비하여 해면체의 이완을 일으킨다1).

본 연구에서는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phenylephrine으로

수축시킨 가토에서 적출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

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은 내피세포에

서 분비되는 여러 종류의 혈관활성인자 (vasoactive factor)에 의

해 조절되는데, 이러한 혈관활성인자에는 산화질소 (NO),

prostacyclin, 내피세포 유래 이완인자 (endothelium-derived

hyperpolarizing factor, EDHF)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내피세포

유래 혈관이완인자들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이완효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율신경계, 칼륨 이온통로,

cyclooxygenase, 산화질소 차단제와 같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실

험에 사용되었다.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작은 분자인 산화질소

(NO)는 내피세포 의존 혈관이완인자로서 혈압 강하효과가 큰 것

으로 밝혀졌다. 산화질소는 L-arginine으로부터 산화질소 합성효

소 (NOS)계열의 효소를 매개로 하여 유발되는데, 이들 효소는

여러 단계의 산화환원반응을 경유하여 L-arginine을 L-citrulline

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NO가 만들어진다. NO는 음경해면체

평활근으로 확산되어 세포질의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cGMP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cGMP는 다시 cGMP 의존적 단백질

활성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이 효소가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Ca2+ 유입을 억제하고 세포내 Ca2+의 수축적인 요인에 대한 감수

성을 감소시킴으로서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킨다.

본 실험에서 내피세포 유래 혈관이완인자의 본체인 산화질

소 (NO)가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

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먼저 산화질소 합성 억제제인

L-NAME를 전 처리한 후 측정한 결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한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NO-cGMP계가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

근의 이완효과에 관여한다면 산화질소에 의하여 활성화 되는 가

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 (sGC) 또한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 억제제인 ODQ를 전 처리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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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효과를 측정한 결과,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또한 석창포 에탄

올 추출물은 cGMP의 생성량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

근의 이완효과는 NO-cGMP계를 경유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볼 때,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은 내피

세포에서 산화질소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가용성 구아닐산 고리

화효소를 활성화시켜 cGMP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음경해면

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긴장도는 음경해면체 평활근 세포막

전위 차이에 의하기 때문에 세포막간의 이온채널의 변화는 직접

적인 이완작용의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세

포막 전위는 주로 Ca2+ 과 K+ 이온의 유출과 유입에 의하여 조절

된다. 한편 K+ 통로는 활성화시 세포막의 과분극

(hyperpolarization)을 유도하는데 과분극은 전압의존성 Ca
2+

통

로를 폐쇄시키고, 세포내의 유리 Ca2+ 농도를 감소시켜 평활근을

이완시킨다. 과분극을 일으키는 기전들 중 하나는 K+ 통로의 개

방이다. 즉, ATP에 민감한 K
+
통로 (KATP)와 Ca

2+
에 의해 활성화

되는 K+ 통로 (KCa)를 개방하면 과분극이 일어나고 평활근이 이

완된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에서 K+ 통로로는 Ca2+-activated K+

통로 (KCa), ATP-sensitive K
+
통로 (KATP) 등이 있는데, 내피세

포 의존 과분극인자인 EDHF는 K+ 통로를 활성화시키고 막 과분

극(hyperpolarization)을 유발하게 된다. K+ 통로의 활성화에 의

한 K
+
의 세포내 유출은 세포막의 과분극을 일으켜,

voltage-sensitive Ca2+ 통로의 불활성화로 이어져 세포내 Ca2+

농도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평활근의 이완을 유발하게 된

다
11,16)

. 본 실험에서 K
+
통로에 대한 억제제로 비특이성 K

+
통로

차단제인 TEA와 KATP 통로 선택적인 차단제인 sulfonylurea계

약물 glibenclamide를 사용하여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음경해

면체 이완효과가 K
+
채널와의 연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TEA

를 전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

한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차단되었으나 glibenclamide를 전 처

리한 군은 전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음

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한 이완효과는 K+ 통로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또 다른 내인성 인

자로는 prostacyclin (PGI2)이 있다. Prostacyclin은 arachidonic

acid로부터 cyclooxygenase에 의하여 생성되고, 이 때 생성된

prostacyclin은 평활근을 이완시킨다.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음

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한 이완효과가 prostacyclin의 생성과 관련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yclooxygenase 억제제인

indomethacin을 전 처리하고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음경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효과를 측정한 결과, indomethacin을 전 처

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prostacyclin계는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음경해면체 평활근

에 대한 이완작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긴장도는 또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

절된다17,18). 본 연구에서는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자율신경계

의 수용체를 경유하여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콜린성 수용체 중에서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선택

적으로 차단하는 atropine과 β-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항

아드레날린성 약물인 propranolol을 전 처리한 결과, atropine과

propranolol을 전 처리하지 않은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음경해면체 평활

근에 대한 이완효과는 부교감 및 교감신경계와 무관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는 활성성분이 sildenafil citrate로 NO/cGMP를 활성화시켜 해면

체내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하고 혈액이 유입시켜 발기상태를 발

생시킨다
19,20)

. 본 연구에서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 역시

NO/cGMP 경로를 경유하여 발기를 유도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K+ 통로 등 세포막 전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세

부 작용기전은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또

한 경정맥내 직접 투여를 통한 약효 검증은 대사 및 안전성에 대

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병태동물모델을 이용하여 경

구투여를 통한 약효 검증 및 안전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이

NO-cGMP계를 통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이완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K
+
통로를 개방하여 과분극을 일

으킴으로서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기부전 동물모델에 있어서 석창포의 연구

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주며 진일보로 혈관인성 발기부전의 예

방 및 치료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결 론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은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이와 같은 효과는 NO-cGMP계를 차단하면 유의성 있게 억제되

었다. 또한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이완효과는 K+ 통로를 차단

하면 유의성 있게 이완효과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prostacyclin

생성의 차단이나 자율신경계의 차단에 의해서는 영향이 나타내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석창포 에탄올 추출물의 음

경해면체 평활근 이완기전은 NO-cGMP계를 활성화 및 K+ 통로

의 개방을 통하여 이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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