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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경의 발기는 음경해면체의 이완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발기부전은 성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발기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발
기가 되더라도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1), 그 원인은 생활
방식, 신경학적 문제, 호르몬 문제, 혈관과 정신적인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2-4). 음경의 발기에 관여하는 인자 중 nitric oxide(NO)는 
내피세포에서 분비되어 평활근세포내로 확산된 후 cGMP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키고5,6), PDE-5는 cGMP의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로 발기현상을 종료시키는데 관여한다7,8). 최근의 발
기부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이 심혈관계 질
환 및 음경의 혈류장애도 유발하여 발기부전을 발생시키므로 내피
세포 기능부전으로 인한 혈관변화가 발기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고 있다9,10).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腎陽虛이며, 溫
腎壯陽의 치료법과 약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11-14). 한편 오가피는 
肝腎虧損으로 인한 筋骨無力과 痿弱 및 陰痿 등의 치료에 사용되
고 있고, 독성과 부작용이 없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으로도 많
이 활용되고 있다15-18). 오가피는 오가피나무 및 동속식물의 莖皮 
및 根皮로, 性味는 辛微苦 溫하고, 脾腎心經으로 歸經하며, 腎을 
補益하여 허리를 튼튼히 하고, 氣를 補益하여 精神을 安靜되게 하
며, 活血시켜 絡脈을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腎虛體弱, 腰膝酸
軟, 小兒行遲, 脾虛乏力, 氣虛浮腫, 食慾不振, 失眠多夢, 健忘, 胸
痞疼痛, 風寒濕痺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15,19,20). 오가피에 
대한 실험연구로 이 등21)은 오가피 물 추출물이 NO의 생성을 증가
시키고, 세포외 Ca2+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을 이완시키며, 
강 등22)은 오가피의 부위별 물 추출물이 농도의존적, 용량의존적인 
혈관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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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성기능 관련 연구에서 박 등23)은 覆盆子가 NO의 생성을 
통해 토끼의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킨다고 보고하였고, 김 등
24)은 淫羊藿이 NO의 생성을 촉진하고, Endothelium-derived 
hyperpolarizing factor(EDHF)에 의한 K+ 통로 개방을 통해 음경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서 등25)은 腎氣
丸이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를 통해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
다고 보고하여, 補腎 藥物이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에 의한 성
기능 개선 효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오가피 역시 腎을 補
益하는 약물이며, 혈관평활근에 대한 이완효과가 검증된 바 있으므
로 음경해면체 평활근에서도 이완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자는 補益腎의 효능을 가진 오가피가 수
축된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기전에 대하여 NO와 
PDE-5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10주령의 ICR계 mouse(샘타코, 한국)와 체중 2.0 kg 내외의 
New Zealand white 수컷 토끼(샘타코, 한국)를 실험에 사용하였으
며, 동물은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7일간 실
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세명대학
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mecae 16-05-01) 후 실시되었다.

2. 오가피 추출물 제조
    Round flask에 오가피(Acanthopanacis Cortex) 200 g을 증
류수 2000 ㎖과 함께 넣고 2시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액은 rotary evaporator(Eyela, Japan)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
조기로 건조시켰으며, 건조된 24.8 g의 분말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 효과에 관한 실험
 1) 해면체절편의 제작
    토끼를 urethane(3 ㎎/㎏, 정맥주사)으로 마취하여 음경을 적
출하였으며, 적출한 조직을 4℃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125.4 mM NaCl, 4.9 mM KCl, 2.8 mM 
CaCl2, 1.2 mM MgSO4, 15.8 mM NaHCO3, 1.2 mM KH2PO4, 
12.2 mM glucose, pH 7.4)에 담가 음경의 백막을 제거한 후 
2×2×8 ㎜ 크기의 해면체절편을 만들었다.
 2) 등장성 수축 측정
    해면체절편은 O2 95%와 CO2 5%로 혼합된 가스로 포화시킨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37℃)이 peristaltic 
pump를 통하여 3 ㎖/min의 속도로 주입되는 organ bath(용량 
1.5 ㎖)에 현수하였다. 해면체절편의 한쪽 끝은 organ bath의 저
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force transducer에 연결하여 장력
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physiograph(PowerLab, Australia)
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해면체절편을 organ bath 내에서 1

시간 30분 동안 안정시킨 다음 micromanipulator(Narishige N2, 
Japan)를 이용하여 1.5 g의 피동장력을 가하였다. 다시 1시간 안정
시킨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연속되는 실험의 경우 다른 처치
를 시행하기 전에 1시간 회복시킨 후 실험을 시행하였다.
  (1) Phenylephrine(PE)으로 수축된 해면체에 미치는 영향
    해면체절편을 PE 1 µM로 수축시킨 후 오가피 추출물을 농도
별(0.01, 0.03, 0.1, 0.3, 1.0, 3.0 ㎎/㎖)로 투여하여 해면체의 수
축 변화를 측정하였다.
  (2) Nω-nitro-L-arginine(L-NNA)이 해면체 이완에 미치는 영향
    해면체절편에 L-NNA 10 µM을 15분간 전처치한 다음 PE 1 
µM로 수축시킨 후 오가피 추출물(0.1, 0.3, 1.0, 3.0 ㎎/㎖)을 투여
하여 L-NNA을 처치하지 않은 그룹과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3) 오가피 전처치가 Ca2+ 의존성 수축에 미치는 영향
    Ca2+-free solution에서 해면체절편에 오가피 추출물(3.0 ㎎/
㎖)을 10분간 전처치한 다음 PE 1 µM로 수축시킨 후 Ca2+ 1 mM
을 투여하여 오가피를 전처치하지 않은 그룹과 수축의 변화를 비교
하였다.
 3) 세포실험
    사람의 제대정맥내피세포인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HUVEC)을 CloneticsTM and PoieticsTM 
(Lonza, USA)에서 구입하여 passage 3~7번까지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은 endothelial cell basal medium-2(EBM-2) bullet kit 
(Lonza, USA)를 사용하여 37℃, CO2 5% 조건아래에서 시행하였
다. EBM-2 배지는 사용하기 전 EGM-2 SingleQuots(10% fetal 
bovine serum, hydrocortisone, hFGF-B, vEGF, R3-IGF-I, 
ascorbic acid, hEGF. GA-1000, heparin)를 넣고 잘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70~80%정도 confluent한 세포에 HEPES-buffered saline 
solution을 주입하여 세척하고, trypsin/EDTA solution(2 ㎖)을 
넣어 flask에 부착된 세포를 분리한 후 trypsin neutralizing 
solution을 첨가하여 원심분리(220 xg, 5분)를 시행하였다. 침전물
에 새로운 배지를 넣고 cell count를 시행하여 세포를 96-well 
plate(5×103 cells/well)에 심은 다음 24시간 동안 CO2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1) 세포독성 측정
    Endothelial cell basal medium-2(EBM-2) 배지로 37℃, 
CO2 5%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HUVEC에 오가피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다시 24시간 배양한 다음 MTT assay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26). MTT(methylthiazol-2-yl-2, 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5 ㎎/㎖) 20 ㎕를 넣고, 세포 배양기 내에
서 2시간 방치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formazan 침전물에 
DMSO 200 ㎕를 넣어 15분간 녹인 다음 ELISA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생
존율을 계산하였다. 
  (2) Nitric oxide 측정
    Nitric oxide(NO) 생성은 Griess reaction에 의거하여 
microplate reader로 배지에 생성된 nitrite 양을 측정하여 NO 생
성 정도를 결정하였다. 오가피 추출물을 24시간 처리한 후에 배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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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에 Griess reagent(1% sulfanilamide, 0.1% naphtylethylene 
diamide 및 2.5% 인산)를 동일한 양과 혼합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550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Nitrite 양은 sodium nitrite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만든 표준
곡선을 통하여 산출하였고, 생성된 nitrite의 양은 µM로 환산하여 
표시하였으며, 각 실험의 대조군은 세포 배양액을 사용하였다. 
 4) 음경해면체 조직학적 변화 측정
  (1) 음경해면체 조직표본 제작
    mouse를 ether로 마취한 후 음경을 적출하였으며, 적출한 조
직은 4℃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NaCl 
125.4, KCl 4.9, CaCl2 2.8, MgSO4 1.2, NaHCO3 15.8, KH2PO4 
1.2, glucose 12.2 mM, pH 7.4)에 담가 음경 주위의 지방조직을 
제거하고 2 ㎜ 두께의 해면체절편을 제작하였다. 해면체절편은 정
상조직인 control(Ctrl) group과 PE(1 µM)만 처리한 PE group, 
PE(1 µM)와 오가피(3 ㎎/㎖)를 동시에 처리한 AC group으로 구분
하였다. 해면체절편은 상온에서 10% NBF에 24시간 동안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paraffin에 포매하여 3 ㎛ 두께의 연속절편
을 제작하였다. 
  (2) 음경해면체 조직화학적 변화 측정
    음경해면체의 평활근과 아교섬유의 분포를 관찰하고자 
Masson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였다. 해면체절편을 50~60℃의 
Bouin 용액에서 매염 처리를 1시간 동안 시행한 다음 70% 에탄올
로 picric acid를 제거하였다. Weigert iron hematoxylin에서 10
분간 반응시켜 핵을 염색하였고, Biebrich scalet-acid fuchsin와 
phosphomolybdic-phosphotungstic acid에서 각각 15분간, 
aniline blue에 5분간 처리하여 평활근(적색)과 아교섬유(청색)를 
염색하였다. 해면체 절편은 광학현미경(BX50. Olympus, Japan)을 
통한 영상분석을 시행하여 음경해면체내의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
의 분포비율을 계산하였다.
  (3) 음경해면체 면역조직화학적 변화 측정
    음경해면체의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와 
phosphodiesterase5(PDE5)의 분포를 관찰하고자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 해면체절편을 proteinase K(20 ㎍/㎖)에서 5분
간 proteolysis를 거치고 blocking serum인 10% normal goat 
serum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4℃ humidified 
chamber에서 1차 항체인 mouse anti-eNOS(1:100, Santa Cruz 
Biotec)와 rabbit anti-PDE5(1:100, Santa Cruz Biotec)에 72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실온에서 2차 항체인 biotinylated 
goat anti-mouse IgG2a(1:100, DAKO, USA)에 24시간 link 한 
후 실온에서 avidin biotin complex kit(Vector Lab, USA)에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0.05% 3,3'-diaminobenzidine과 0.01% HCl
이 포함된 0.05M tris-HCl 완충용액 (pH 7.4)에서 발색시킨 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을 시행하고 영상분석을 통하여 음경해
면체내 eNOS와 PDE5의 양성반응 정도를 측정하였다. 

4.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모두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해면체 평활
근 수축은 실제 수축의 크기와 PE로 유발된 최고 수축에 대한 백

분율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의 비교는 SPSS 20.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를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Fisher의 LSD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오가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
    오가피 추출물은 PE로 수축된 음경해면체에 대하여 농도의존
적 이완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1.0 ㎎/㎖에서 1.41±0.27 g, 
3.0 ㎎/㎖에서 1.02±0.24 g의 수축을 나타내어 유의성 있는 이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Effects of AC extract on PE-pre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sum

Treatment Strength of Contraction(g) Relative Contraction(%)
PE 1.72 ± 0.28 100.0 ± 0.0

PE + AC 0.01 1.74 ± 0.30 101.2 ± 2.2
PE + AC 0.03 1.70 ± 0.30  98.4 ± 3.1
PE + AC 0.10 1.63 ± 0.28  94.8 ± 3.4
PE + AC 0.30 1.57 ± 0.28  90.9 ± 3.4
PE + AC 1.00 1.41 ± 0.27*  81.8 ± 5.4
PE + AC 3.00 1.02 ± 0.24***  59.0 ± 9.5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S.D. of 7 independent experiments. Relative 
contraction w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action induced by PE. PE, 
phenylephrine 1 µM ;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 *p<0.05, *** 
p<0.001 compared with PE.

Fig. 1. AC extract-induced concentration-dependent relaxation of 
isolated rabbit corpus cavernosum. PE, phenylephrine 1 µM ;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2. L-NNA가 오가피의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NO synthase inhibitor인 L-NNA의 전처치는 오가피의 음경
해면체 이완효과를 억제시켰으며, 특히 L-NNA를 전처치한 경우 오
가피 추출물의 이완효과는 0.3, 1.0, 3.0 ㎎/㎖에서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Table 2. Effects of AC extract on PE-pre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sum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L-NNA

Treatment
Non treatment of L-NNA Treatment of L-NNA

Strength of 
contraction(g)

Relative 
contraction(%)

Strength of 
contraction(g)

Relative 
contraction(%)

PE 1.61±0.18 100.0±0.0 1.54±0.24 100.0±0.0
PE+AC 0.1 1.59±0.19 98.7±1.8 1.53±0.24 99.0±2.1
PE+AC 0.3 1.49±0.17 92.6±2.4 1.57±0.24 101.7±4.1###

PE+AC 1.0 1.40±0.16* 87.4±4.1 1.54±0.27 100.2±5.4###

PE+AC 3.0 1.16±0.15*** 72.0±6.4 1.36±0.29 8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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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S.D. of 7 independent experiments. Relative 
contraction w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action induced by PE in L-NNA 
treated or L-NNA non-treated isolated corpus cavernosum. L-NNA, Nω
-nitro-L-arginine 10 µM ; PE, phenylephrine 1 µM ;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 *p<0.05, ***p<0.001 compared with PE ; ###p<0.001 compared 
with PE+AC in non treatment of L-NNA.

Fig. 2. Effects of the pre-treatment with L-NNA on relaxation induced 
by AC in rabbit corpus cavernosum strips contracted with 
phenylephrine. PE, phenylephrine 1 µM ;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 L-NNA, Nω-nitro-L-arginine 10 µM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3. 오가피의 전처치에 따른 Ca2+ 의존성 수축의 변화
    Ca2+이 제거된 상태의 krebs-ringer solution에서 PE로 수축
시킨 후 Ca2+을 투여하였을 때 1.21±0.27 g의 수축을 나타내었으
나, 오가피를 전처치한 경우 1.03±0.26 g(84.6%)으로 감소되어 오
가피는 Ca2+ 투여에 의한 수축의 증가를 유의성 있게 억제시켰다. 

Table 3. Effects8 of the pre-treatment with AC in corpus cavernosal 
contraction induced by the addition of Ca2+ in calcium free media

Treatment
Non treatment of AC Treatment of AC

Strength of contraction(g) Strength of contraction(g)
PE 0.21±0.24 0.72±0.31 

PE + Ca2+ 1.21±0.27 1.03±0.26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experiments.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3.0 ㎎/㎖ ; PE, phenylephrine 1 µM ; Ca2+, calcium 
chloride 1 mM.

Fig. 3.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AC on contraction induced by 
the addition of Ca2+ in calcium free media. PE, phenylephrine 1 µM ; 
Ca, calcium chloride 1 mM ;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3.0 ㎎/㎖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4. 오가피의 세포독성 측정
    HUVEC에 오가피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한 후 MTT 
assay를 통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오가피 추출물의 농도 
0.1, 0.3, 0.5, 1 ㎎/㎖에서 모두 세포 생존율에 변화가 없었다. 

Table 4. Effects of AC extract on the viability of HUVEC
Treatment Cell viability(%)
Control 100.0 ±  0.0

AC  0.1 ㎎/㎖  97.3 ± 32.2
AC  0.3 ㎎/㎖  77.0 ± 43.5
AC  0.5 ㎎/㎖ 103.4 ± 47.1
AC  1.0 ㎎/㎖  81.4 ± 23.8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HUVEC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0.1, 0.3, 0.5 and 1 ㎎/㎖) of AC extracts 
for 24 hr at 37℃.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5. 오가피가 NO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HUVEC에 오가피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한 후 NO 
생성량을 측정하였을 때 control의 3.79±0.00 µM에 비하여 오가
피 추출물 0.3 ㎎/㎖에서 3.86±0.12 µM, 0.5 ㎎/㎖에서 
6.25±0.08 µM, 1 ㎎/㎖에서 9.90±1.18 µM의 NO가 측정되어 유
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Fig. 4. Effects of AC extract on nitric oxide concentration in HUVEC. 
Representative bars are shown as the nitric oxide concentration in HUVEC 
treated AC extract(0.1, 0.3, 0.5 and 1 ㎎/㎖) for 24 hr at 37℃.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 NO, nitric oxide ; *** p<0.001 compared 
with control.

6. 오가피에 의한 음경해면체 내 평활근 분포 변화
    아교섬유는 음경해면체의 중심부와 백막 주변부에서 주로 관찰
되었으며, 평활근은 아교섬유 사이에서 주로 관찰되었다(Fig. 5). 
영상분석 결과 음경해면체 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 분포 비율이 
control group에서는 6.7±0.6%를 차지하였으나, PE group에서
는 2.1±0.4%로 감소되었고, AC group에서는 7.7±0.4%로 PE 
group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증가되었다.

Fig. 5. Results of Masson trichrome's stain for penis(×40). A, control 
group ; B, PE group ; C, AC group ;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CSP, corpus spongiosum of penis ; DOR, dorsal region of penis ; Arrow, 
smooth muscle.



56 H. H. Kim et al

7. 오가피에 의한 음경해면체 내 eNOS 활성 변화
    음경해면체 내 eNOS 양성반응은 해면체 중심부의 평활근 주
위에서 주로 관찰되었다(Fig. 6).
    영상분석 결과 음경해면체 내 eNOS 양성반응이 20,000,000 
pixel cells 당 control group에서는 55,353±3,324 pixel cells을 
차지하였으나, PE group에서는 16,368±2,029 pixel cells로 감소
되었고, AC group에서는 42,649±4,293 pixel cells로 PE group
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증가되었다.

Fig. 6. Immunohistochemistry of eNOS in penis (×200). A, control 
group ; B, PE group ; C, AC group ;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CSP, corpus spongiosum of penis ; DOR, dorsal region of penis ; Arrow, 
eNOS positive reaction.

8. 오가피에 의한 음경해면체 내 PDE-5 활성 변화
    음경해면체 내 PDE-5 양성반응은 해면체 중심부의 평활근 주
위에서 주로 관찰되었다(Fig. 7).
    영상분석 결과 음경해면체 내 PDE-5 양성반응이 20,000,000 
pixel cells 당 control group에서는 10,635±1,567 pixel cells을 
차지하였으나, PE group에서는 34,455±3,059 pixel cells로 증가
되었고, AC group에서는 18,875±1,708 pixel cells로 PE group
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감소되었다.

Fig. 7. Immunohistochemistry of PDE-5 in penis(×200). A, control 
group ; B, PE group ; C, AC group ;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CSP, corpus spongiosum of penis ; DOR, dorsal region of penis ; Arrow, 
PDE-5 positive reaction.

고    찰

    음경발기는 신경계, 혈관계,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

며27), NO와 cGMP 작용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에 의하
여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28). 즉, 내피세포에서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e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형성된 
NO가 평활근세포 내로 확산되어 soluble guanylate cyclase를 통
하여 cyclic 3', 4'-guanosine monophosphate(cGMP)를 활성화
시키면 음경해면체와 해면체동맥 평활근이 이완되고 발기가 일어난
다6). 이러한 발기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발
기부전의 원인 중,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발기부전의 
약 50% 정도는 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29), 최근 진행된 발기부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내피세포 기능부
전에 의한 음경의 혈류장애를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0).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은 陰痿, 陽痿, 陰器不用 등이라 불리고, 
命門火衰, 無火, 腎虛, 七情損傷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그 중 
腎陽虛를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며, 치료법으로는 溫腎壯陽을 사용
하고 있다11-14). 오가피는 祛風濕, 强筋骨하기 때문에 각종의 관절
염을 치료하고, 溫腎化濕하기 때문에 濕으로 인한 水腫을 다스리
며, 補肝腎하기 때문에 肝腎虧損으로 인한 筋骨無力 및 痿弱을 다
스리고, 임상적으로 陰痿, 筋骨疼痛, 腰痛, 足膝痺痛, 疽瘡瘀血 등
의 증상에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다15-18). 
    오가피에 대한 실험연구로 정 등30)은 오가피 추출액이 면역기
능을 항진시키고, 항암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비만에도 유의한 효
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등21)은 오가피 물 추출물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NO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NO가 혈관의 평활근에서 
세포외 Ca2+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을 이완시키며, 강 등22)은 
오가피가 농도의존적, 용량의존적인 혈관이완효과를 보였으며, 根
皮 물추출물에서 가장 강한 이완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이 등31)은 오가피 물 추출물을 허혈-재관류로 유발된 급성 신부
전 백서에 투여하였을 때 급성 신부전으로 증가된 요량을 감소시키
고, 나트륨 배설량, 칼륨 배설량, 요중 삼투질 농도는 증가시켰으
며, 감소된 creatinine 청소율과 용질 자유수분 재흡수율을 정상으
로 회복시킴으로써 신장기능의 장애를 개선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오가피의 면역항진, 항암, 항비만 및 혈관이완, 신부
전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보고되었으나 음경해면체 평활
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
는 오가피가 補益腎의 효능으로 음경해면체의 이완에도 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에 관여한다고 알
려진 NO, PDE-5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PE로 최대의 수축을 유발시킨 음경해면체에 오가피 추출
물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오가피 추출물이 음경해면체에 대해 
나타낸 유의한 이완효과의 결과로 오가피가 음경해면체에 이완효과
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arginine으로부터 
NO를 생성시키는 NOS에 대하여 blocker로 작용하는 L-NNA32)를 
전처치한 경우에 오가피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는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HUVEC에 오가피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치하였을 때 
NO의 생성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mouse의 음경해면체 조직에 
오가피 추출물을 처리한 후 면역조직화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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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해면체 내 eNOS 양성반응이 PE군에 비하여 AC군에서 증가되
어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오가피가 eNOS 활성화를 통하여 NO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하여 이완효과를 나
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수축은 평활근 세포내에서 유리되는 Ca2+

과 세포 외에서 유입되는 Ca2+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eNOS의 활성 
역시 세포내 Ca2+에 의존한다33). 이에 음경해면체 이완에서 세포외 
Ca2+의 유입에 미치는 오가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a2+을 제
거한 kreb-ringer solution에서 오가피를 전처치하고 PE로 수축시
킨 후 Ca2+을 투여한 결과, Ca2+ 투여에 의한 수축의 증가가 유의
하게 억제된 것은 오가피가 세포외 Ca2+의 유입을 차단하여 음경해
면체를 이완시킨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Mouse의 음경해면체 조직에 오가피 추출물을 처리한 후 조직
화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음경해면체 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
근 분포 비율은 PE군에 비하여 AC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
며, 이는 오가피가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하여 이완효과를 나타냈
다는 것을 보여준다. PDE는 cGMP의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로 물질 
특이성, 세포내 분포 및 억제제의 선택적 민감도 등과 같은 기능적 
특성에 따라 9종류의 아형으로 분류되며7,8), 그 중 특히 5형이 세
포내에서 cGMP 불활성화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임
상에서 발기부전의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sildenafil은 PDE-5의 
특이적인 억제제로, PDE-5가 억제되면 cGMP의 농도가 증가되고 
이를 통해 평활근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어 음경해면체로의 혈
류가 증가된다35). 
    Mouse의 음경해면체 조직에 오가피 추출물을 처리한 후 면역
조직화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음경해면체 내 PDE-5 양성반응은 
PE군에 비해 AC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오가피가 
PDE-5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음경해면체에 이완효과를 나타낸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가피 추출물은 음경해면체에서 
eNOS/NO 증가를 통하여 cGMP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외 Ca2+

의 유입을 차단하고, cGMP 활성을 억제하는 PDE-5의 활성을 감
소시켜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오가피 추출물이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수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E로 수축된 음경해면체에 오가피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1, 
3 ㎎/㎖에서 각각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내었다.
    L-NNA를 전처치한 경우 오가피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
과가 0.3, 1, 3 ㎎/㎖에서 유의성있게 억제되었다. 
    Ca2+-free solution에서 Ca2+의 첨가에 따라 수축의 증가는 오
가피의 전처치로 유의성있게 억제되었다.
    HUVEC에 오가피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하였을 때 
NO 생성량이 유의성있게 증가되었다.
    오가피 추출물은 PE로 수축된 음경해면체 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 분포 비율을 유의성있게 증가시켰다.

    오가피 추출물은 PE로 수축된 음경해면체 내 eNOS 양성반응
은 유의성있게 증가시켰고, PDE-5 양성반응은 유의성있게 감소시
켰다.
    이상의 실험결과 오가피 추출물은 음경해면체에서 eNOS/NO 
증가를 통하여 cGMP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외 Ca2+의 유입을 
차단하고, cGMP 활성을 억제하는 PDE-5의 활성을 감소시켜 음경
해면체 평할근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
해 수행된 연구임.

References

 1. Lauralee S. Human Physiology. 7th ed. Seoul : Life 
Science Publishing co. 2011;746-58.

 2. NIH Consensus conference. Impotence. NIH Consensus 
Development panel on Impotence. JAMA. 1993;270:83-90.

 3. Ayta IA, Mckinlay JB, Krane RJ. The likely worldwide 
increase in ED between 1995 and 2025 and sone 
possible policy consequences. BJU International. 
1999;84:50-6.

 4. Lue TF. Erectile dysfunctio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0;342:1802-13.

 5. Ignarro LJ, Bush PA, Buga GM, Wood KS, Fukuto JM, 
Rajfer J. Nitric oxide and cyclic GMP formation upon 
electrical field stimulation caus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sum smooth muscle.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1990;170:843-50.

 6. Vanhoutte PM. Endothelial control of vasomotor 
function: from health to coronary disease. Circulation 
Journal. 2003;67:572-5.

 7. Moreland RB, Goldstein II, Kim NN, Traish A. Sildenafil 
citrate, a selective 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 
Trends in Endocrinology & Metabolism. 1999;10:97-104.

 8. Glossmann H, Petrischor G, Bartsch G. Molecular 
mechanisms of the effects of sildenafil (VIAGRA). 
Experimental Gerontology. 1999;34:305-18.

 9. Hsueh WA, Lyon CJ, Quiñones MJ. Insulin resistance 
and the endothelium.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04;117:109-17.

10. Maas R, Schwedhelm E, Albsmeier J, Böger RH. The 
pathophysiology of erectile dysfunction related to 
endothelial dysfunction and mediators of vascular 
function. Vascular Medicine. 2002;7:213-25.

11. Won JH. Donguibogam. Seoul: Danchongeulbang; 2000. 
473 p.



58 H. H. Kim et al

12. Kang HS, Kang RS. Andrology course of chinese 
medicine. Beijing: Chinese medicine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r; 1992. p. 94-111.

13. So WB. Treatise on the Pathogenesis and Manifestations 
of All Diseases.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1982. 
26 p.

14. Song BK. Study on the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tion 
i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1996;17:73-87.

15. Wang BS. Pharmacology of moder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ianjin: Tianjin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7. p. 1222-7.

16. The Jointly Published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Oriental College of Medicine Nationwide Department. 
Herbology. Seoul: Younglim press; 1999. p. 283-4.

17. Editorial Board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rbology of china>. 
Herbology of china. Shanghai: Shanghai Century 
Chuban Company Limited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6. p. 765-75.

18. Dong GS. Modern clinic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 China Traditional China Medicine Publisher; 
1998. p. 288-9.

19. Myo MS. Pharmacology and clinics of statutory 
traditional chinese medicene. Beijing: World Books 
Publishing Company; 1998. p. 347-9.

20. Jung HG. Research and appilication of moder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 Fangzhuang press; 
1997. p. 1567-91.

21. Lee HS, Kim KS, Park SY. The study of the mechanism 
of vasorelaxation induced by Acanthopanacis Cortex. 
Semyung Oriental Medicine Institute. 2012;15:71-89.

22. Kang BS, Kim HH, Ahn DK, Choi HY. Vasodilation effect 
of the various parts of the water extract of 
Eleutherococus senticosus(Rupr. et Maxim.) Maxim. on 
isolated thoracic aorta and abdominal aorta from rat.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01;16:13-8.

23. Park SY, Lee PJ, Shin SM, Kim HH. Relaxation effects 
of rubus coreanus in isolated rabbit corpus 
cavernosum smooth muscl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3;27:400-8.

24. Kim TY, Kim HH, Park SY, Park JP, Kim JB. Relaxation 
effects of Epimedium Koreanum Nakai in isolated rabbit 
corpus cavernosum smooth muscl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4;28:169-77.

25. Seo IB, Park SY. Effects of Shingi-whan on the male 
reproductive and sexual function: engancing 
spermatogenesis, reducing testicular toxicity, and 
relaxing smooth muscle of corpus cavernosum.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15;30:55-61.

26. Carmichael J, DeGraff WG, Gazdar AF, Minna JD, 
Mitchell JB. Evaluation of a tetrazolium-based 
semiautomated colorimetric assay: Assessment of 
chemosensitivity testing. Cancer Research. 
1987;47:936-42.

27. Vliet LW, Meyer JK. Erectile dysfunction: progress in 
evaluation and treatment. The Johns Hopkins Medical 
Journal. 1982;151:246-58.

28. Lusis AJ. Genetic factors affecting blood lipoproteins: 
the candidate gene approach. The Journal of Lipid 
Research. 1988;29:397-429.

29. De May JG, Vanhoutte PM. Role of the intima in 
cholinergic and purinergic relaxation of isolated canine 
femoral arteries. The Journal of Physiology. 
1981;316:347-55.

30. Jeong HW, Rho YH, Lee GS, Kim CJ, Jeon BG. 
Experimental effects of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on the immunity, anti-cancer and obesity in mic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05;19:389-97.

31. Lee AS, Kang DG, Kim EJ, Yang SN, Uhm JY, An JS, 
Lee HS. Effect of Acanthopanacis cortex water extract 
on renal function in ischemia/reperfusion-induced 
acute renal failure rats.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07;21:1201-9.

32. Hao H, Fiscus RR, Wang X, Diana JN. Nω
-nitro-L-arginine inhibits vasodilations and elevations 
of both cyclic AMP and cyclic GMP levels in rat aorta 
induced by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CGRP). 
Neuropeptides. 1994;26:123-31.

33. Deth R, Van Breemen C. Relative contribution of Ca2+ 
influx and cellular Ca2+ release during drug induced 
activation of the rabbit aorta. European Journal of 
Physiology. 1974;348:13-22.

34. Pyne NJ, Arshavsky V, Lochhead A. cGMP signal 
termination. Biochemical Society Transactions. 
1996;24:1019-22.

35. Boolell M, Gepi-Attee S, Gingell JC, Allen MJ. Sildenafil, 
a novel effective oral therapy for male erectile 
dysfunction. British Journal of Urology. 1996;78:25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