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覆盆子의 토끼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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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xation effects and its underlying mechanisms of Rubus coreanus(RC)

extract in 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us tissues by phenylephrine(PE) 1 µM. In order to define the relaxation

effects of RC, rabbit corpus cavernous tissues were prepared in 2×2×6 ㎜ sized strip. The dose-dependent relaxation

responses of RC at 0.01-3.0 ㎎/㎖ in contracted strips induced by PE were measured and also observed after

endothelial denudation. To analyz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RC-induced relaxation, indomethacin(IM),

tetraethylammonium chloride(TEA), Nω-nitro-L-arginine (L-NNA), methylene blue(MB) were treated before RC extract

infused into precontracted strips induced by PE. To study the effect of RC extract on influx of extracellular Ca2+ in

corpus cavernous strips, calcium chloride(Ca) 1 mM infused into precontracted strips induced by PE after pretreatment

of RC extract in Ca2+-free krebs-ringer solution. To investigate cytotoxic activity and nitric oxide(NO) concentration of

RC extract on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 cell viability on HUVEC was measured by MTT assay,

and NO concentra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The cavernous strips were significantly relaxed by RC

extract at 1.0 ㎎/㎖, 3.0 ㎎/㎖ and the relaxation responses to RC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endothelial disruption.

The pretreatment of IM, TEA didn't affect RC extract-induced endothelium -dependent relaxation, but the pretreatment

of L-NNA, MB reduced RC extract-induced endothelium-dependent relaxation. When Ca2+ was supplied the cavernous

strips which were precontracted by PE in a Ca2+-free krebs-ringer solution, contraction of strips was increased, but

pretreatment of RC inhibited contractile response to Ca2+. When RC extract was applicated on HUVEC, NO

concentration was increased. Our findings show that RC extract exerts a relaxing effect on corpus cavernosum in part

by suppressing influx of extracellular Ca2+ through activating the NO-cG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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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기(erection)는 귀두에 분포하는 기계적 수용기의 흥분이

나 정신적, 시각적, 후각적 및 청각 등의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흥

분시켜 음경 내 소동맥의 확장으로 음경의 발기조직에 혈액이

채워지고 정맥동(venous sinus)의 압박으로 인한 혈류차단으로

음경조직이 이완되는 현상을 말한다1,2).

한편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ED)은 발기를 일으키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불충분한 안드로겐의 생성, 당

뇨병, 척수손상 등 신경과 혈관의 손상, 음경의 구조적 손상, 우

울증 등 정신적 인자들, 그리고 약물 및 술과 담배를 비롯한 기

호 식품 등 여러 요인들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3).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신경전달물질인 prostaglandin과

endothelium- derived relaxing factor(EDRF)에 의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조절이 발기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4,5), 1990년

대 들어서서 nitric oxide가 EDRF 중의 하나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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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면체 혈관이완의 여부가 발기반사(erection

reflex) 및 발기 지속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보고됨

에 따라 최근 한의약물의 해면체 혈관이완효과를 통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발기부전은 ‘陽痿’, ‘陰痿’, ‘陰不起’ 등으로 불

리는데
7)

그 원인으로 腎精虧虛, 命門火衰, 心脾損傷, 肝氣鬱結,

濕熱下注, 過食厚味, 飮酒太過 등이 있고 溫腎壯陽, 補腎塡精 등

腎臟의 精氣를 補充하는 것을 위주로 한 治法이 응용되고 있다8).

특히 覆盆子(Rubus coreanus)는 복분자딸기의 미숙한 열매

를 건조한 것으로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약물이며, 補肝腎, 强陰健陽, 益氣輕身 등 益腎固精의 效能이

큰 補腎藥으로 陽痿, 遺精, 虛損, 女子無子 등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9,10).

복분자의 성기능 관련 연구로 백11)과 이12) 등은 복분자 술이

흰쥐의 testosterone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손 등
13)
은 복분

자 추출물이 흰쥐의 음경해면체내에서 nitric oxide synthase 활

성과 nitrit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Sohn 등14)은 복분자가

음경조직 내 NO-cGMP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Jeon 등
15)

은 발효된 복분자 열매가 음경해면체에서 testosterone 량과 정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는 覆盆子가 직접 음경해면체에서 혈관이완에 미

치는 영향과 그 효과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혈관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피세포성 이완인자

를 중심으로 복분자의 혈관이완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체중 2.0 ~ 2.5 kg 사이의 New Zealand white 수컷 토끼(샘

타코, 한국)를 사용하였으며 토끼용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

급하면서 1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meac

12-05-03)하에 실시되었다.

2. 복분자 추출물 제조

2구 flask에 복분자(Rubus coreanus) 200 g과 증류수 2000

㎖을 함께 넣고 2시간 동안 가열 추출한 다음 rotary

evaporator(Eyela, Japan)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한 용액을 동

결건조기로 건조하여 39 g의 분말(Rubus coreanus extract, RC)

을 얻었으며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음경해면체 혈관이완 기전에 관한 실험

1) 해면체절편의 제작

토끼를 urethane(2 ㎖/㎏, 정맥주사)으로 마취한 다음 음경

을 적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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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음경해면체 주위의 백막을 제거한 다음 2×2×6 ㎜ 크기의 해면체

절편을 만들었다16,17). 해면체절편은 내피세포가 존재하는 절편과

내피세포가 제거된 절편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내피세포

는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하였다.

2) 등장성 수축 측정

해면체절편은 95%의 O2와 5%의 CO2 혼합가스로 포화된 37 ℃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이 peristaltic pump를

통하여 3 ㎖/min의 속도로 흐르고 있는 organ bath(용량 1.5 ㎖)

에 현수하였다. 해면체절편의 한쪽 끝은 organ bath의 바닥에 고

정시키고 다른 쪽은 force transducer에 연결하여 장력을 측정하

고 그 결과를 physiograph(PowerLab, Australia)로 기록하였다.

실험시작 전 해면체절편을 organ bath에서 1시간 안정시킨 후

micromanipulator(Narishige N2, Japan)를 이용하여 피동장력 1

g을 가하고 다시 1시간 안정시킨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

속되는 실험에는 다른 처치 전에 다시 1시간 안정시킨 다음 시행

하였다.

(1) Phenylephrine(PE)으로 수축된 해면체에서의 수축변화 측정

해면체절편에 PE 1 µM을 투여하여 수축을 유발시킨 다음

복분자 추출물을 증류수에 녹여 농도별(0.01, 0.03, 0.1, 0.3, 1.0,

3.0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2) 내피세포 유무에 따른 이완효과의 변화 측정

해면체혈관의 내피세포가 존재하는 해면체절편과 내피세포

가 제거된 해면체절편에 PE 1 µM을 투여하여 수축을 유발시킨

다음 복분자 추출물을 증류수에 녹여 농도별(0.01, 0.03, 0.1, 0.3,

1.0, 3.0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3) Indomethacin(IM)이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해면체절편을 먼저 IM 10 µM로 10분간 처치하고 PE 1 µM

을 투여하여 수축을 유발시킨 다음 증류수에 녹인 복분자 추출

물(0.1, 0.3, 1.0, 3.0 ㎎/㎖)을 투여하여 IM을 전처치하지 않은 경

우와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4) Tetraethylammonium chloride(TEA)가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해면체절편을 TEA 10 µM로 10분간 전처치하고 PE 1 µM을

투여하여 수축을 유발시킨 다음 증류수에 녹인 복분자 추출물

(0.1, 0.3, 1.0, 3.0 ㎎/㎖)을 투여하여 TE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

우와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5) Nω-nitro-L-arginine(L-NNA)이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해면체절편을 L-NNA 10 µM로 10분간 전처치하고 PE 1

µM을 투여하여 수축을 유발시킨 다음 증류수에 녹인 복분자 추

출물(0.1, 0.3, 1.0, 3.0 ㎎/㎖)을 투여하여 L-NNA을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6) Methylene blue(MB)가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해면체절편을 MB 1 µM로 10분간 전처치하고 PE 1 µM을

투여하여 수축을 유발시킨 다음 증류수에 녹인 복분자 추출물

(0.1, 0.3, 1.0, 3.0 ㎎/㎖)을 투여하여 MB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

와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7) 복분자의 전처치에 따른 Ca2+ 의존성 수축변화 측정

해면체절편을 Ca
2+

-free solution에서 증류수에 녹인 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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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3.0 ㎎/㎖)로 10분간 전처치하고 PE 1 µM을 투여하여 수

축을 유발시킨 다음 Ca2+ 1 mM을 투여하여 복분자를 전처치하

지 않은 경우와 수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3) 세포실험

사람의 제대정맥내피세포인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HUVEC)은 CloneticsTM and PoieticsTM

(Lonza, USA)에서 구입하여 passage 3~7번까지 사용하였으며,

세포배양을 위해 endothelial cell basal medium-2(EBM-2) bullet

kit (Lonza, USA)을 이용하여 37℃,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

였다. EBM-2 배지는 사용 전 EGM-2 SingleQuots(10% fetal

bovine serum, hydrocortisone, hFGF-B, vEGF, R3-IGF-I,

ascorbic acid, hEGF. GA-1000, heparin)을 넣고 잘 섞어서 사용

하였다. 70~80%정도 confluent한 세포는 HEPES-buffered saline

solution을 주입하여 씻어내고, trypsin/EDTA solution(2 ㎖)을 넣

어 flask에 부착된 세포를 떼어낸 후 trypsin neutralizing solution

을 첨가하여 원심분리(220 xg, 5분)하였다. 침전물에 새로운 배지

를 넣어서 cell count하여 세포를 96-well plate(5×103 cells/well)에

심은 다음 24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1) 세포독성 측정

Endothelial cell basal medium-2(EBM-2) 배지로 37℃, 5%

CO2 하에서 24시간 배양한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HUVEC)에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24시간

배양하여 세포생존율을 MTT assay로 측정하였다18).

MTT(methylthiazol-2-yl-2, 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5

㎎/㎖)를 20 ㎕ 넣고, 세포 배양기에서 2시간 방치하였다. 상층액

을 제거한 뒤 formazan 침전물은 DMSO를 200 ㎕씩 넣어 약 15

분간 녹였다. 540 ㎚의 파장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로 흡

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생존율을 계산하였다.

(2) Nitric oxide 측정

Nitric oxide(NO) 생성 정도는 Griess reaction
19)
에 준하여

microplate reader로 NO 생성의 지표인 배지에 생성된 nitrite 양

을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복분자 처리 24시간 후에 배양액 50 ㎕

에 Griess reagent(1% sulfanilamide, 0.1% naphtylethylene

diamide 및 2.5% 인산)를 동량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Nitrite 양의 측

정은 sodium nitrite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만든 표준곡선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고, 생성된 nitrite의 양은 µM로 환산하여 나타내었

으며, 각 실험에서 기본 대조군은 세포 배양액을 사용하였다.

4.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해면체 혈관수

축의 변화는 실제 수축의 크기와 PE를 투여하여 유발된 최고 수

축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실험결과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고, 유의성은 p<0.05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PE로 수축된 해면체에서의 수축변화

PE의 투여로 0.68 ± 0.20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

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

냈으며, 1.0 ㎎/㎖에서 0.31 ± 0.13 g(43.3%), 3.0 ㎎/㎖에서 0.11

± 0.06 g(16.3%)의 수축강도를 보임으로써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

를 나타내었다.

Fig. 1. RC extract-induced concentration-dependent relaxation of

isolated rabbit corpus cavernosum.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by cumulative addition of 0.01 ㎎/㎖ to

3.0 ㎎/㎖ RC extract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PE, phenylephrine

1 µM ; RC, Rubus coreanus extract(㎎/㎖)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2. 내피세포 유무에 따른 이완효과의 변화

해면체 혈관내피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PE에 의한 최대수축

0.67 ± 0.21 g(100%)에 비하여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1.0 ㎎/㎖에서 0.29 ±

0.14 g(41.9%), 3.0 ㎎/㎖에서 0.11 ± 0.06 g(15.5%)의 수축강도를

나타내어 각각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내었다. 해면체 혈관

내피세포가 제거된 경우 PE에 의한 최대수축 0.84 ± 0.28

g(100%)에 비하여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

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0.3 ㎎/㎖에서 0.61 ± 0.26

g(79.4%), 1.0 ㎎/㎖에서 0.46 ± 0.25 g(63.8%), 3.0 ㎎/㎖에서 0.20

± 0.22 g(33.8%)의 수축강도를 나타내어 각각 유의성 있는 이완

효과를 나타내었다. 해면체 혈관내피세포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

하여 해면체 혈관내피세포가 제거된 경우에 1.0 ㎎/㎖, 3.0 ㎎/㎖

의 농도에서 이완효과가 유의하게 억제된 것이 관찰되었다.

ED (+ ) ED (- )

Fig. 2. RC extract-induced endothelium-dependent or independent

contraction of isolated rabbit corpus cavernosum.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contraction pattern of corpus cavernosal strip induced

by RC extract(0.01, 0.03, 0.1, 0.3, 1.0 and 3.0 ㎎/㎖)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in endothelium(ED)-intact or ED-denuded corpus cavernosum. PE,

phenylephrine 1 µM ; RC, Rubus coreanus extract(㎎/㎖)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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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이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IM을 전처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PE의 투여로 1.18 ± 0.20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3.0 ㎎/㎖에서 0.55 ±

0.23 g(45.9%)의 수축으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반면

IM을 전처치한 경우 PE의 투여로 0.65 ± 0.21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도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3.0 ㎎/㎖에서 0.24 ± 0.12 g(34.4%)의

수축으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실험결과 IM을 전처

치 하지 않은 경우와 IM을 전처치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이완

효과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 Effects of RC extract on PE-pre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sum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IM.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by RC extract(0.1, 0.3, 1.0

and 3.0 ㎎/㎖)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in IM treated or IM

non-treated corpus cavernosum. PE, phenylephrine 1 µM ; RC, Rubus coreanus

extract(㎎/㎖) ; IM, indomethacin 10 µM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4. TEA가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TEA를 전처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PE의 투여로 1.21 ± 0.33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1.0 ㎎/㎖에서 0.89 ±

0.31 g(73.2%), 3.0 ㎎/㎖에서 0.55 ± 0.22 g(45.3%)의 수축으로 유

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반면 TEA를 전처치한 경우 PE의

투여로 0.83 ± 0.30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

물을 투여하였을 때도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3.0 ㎎/㎖에서 0.39 ± 0.19 g(46.1%)의 수축으로 유의성 있는 이

완효과를 보였다. 실험결과 TEA를 전처치 하지 않은 경우와

TEA를 전처치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이완효과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L-NNA가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L-NNA를 전처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PE의 투여로 1.19 ±

0.29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1.0 ㎎/㎖에서 0.88

± 0.26 g(73.4%), 3.0 ㎎/㎖에서 0.50 ± 0.23 g(41.3%)의 수축으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반면 L-NNA를 전처치한 경우

PE의 투여로 1.26 ± 0.27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

며, 1.0 ㎎/㎖에서 1.01 ± 0.27 g(79.4%), 3.0 ㎎/㎖에서 0.58 ±

0.27 g(45.7%)의 수축으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그러

나 실험결과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L-NNA

를 전처치한 경우 복분자 추출물 0.3, 1.0 ㎎/㎖에서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Fig. 4. Effects of RC extract on PE-pre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sum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TEA.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by RC extract(0.1,

0.3, 1.0 and 3.0 ㎎/㎖)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in TEA treated

or TEA non-treated corpus cavernosum. PE, phenylephrine 1 µM ; RC, Rubus

coreanus extract(㎎/㎖) ; TEA, tetraethylammonium chloride 10 µM ; W/O,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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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Effects of RC extract on PE-pre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sum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L-NNA.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by RC extract(0.1,

0.3, 1.0 and 3.0 ㎎/㎖)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in L-NNA treated

or L-NNA non-treated corpus cavernosum. PE, phenylephrine 1 µM ; RC, Rubus

core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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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B가 해면체 이완효과에 미치는 영향

MB를 전처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PE의 투여로 1.12 ± 0.25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1.0 ㎎/㎖에서 0.86 ± 0.22 g(74.6%), 3.0 ㎎/㎖에서 0.48 ± 0.17

g(40.8%)의 수축으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반면 MB

를 전처치한 경우 PE의 투여로 0.93 ± 0.22 g(100%)의 수축을 유

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1.0 ㎎/㎖에서 0.75 ±

0.14 g(84.0%), 3.0 ㎎/㎖에서 0.53 ± 0.15 g(58.9%)의 수축으로 유

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험결과 MB를 전처치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MB를 전처치한 경우 복분자 추출물 0.3,

1.0, 3.0 ㎎/㎖에서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7. 복분자의 전처치에 따른 Ca2+ 의존성 수축의 변화

Ca2+이 제거된 상태의 krebs-ringer solution에서 복분자를

전처치하지 않고 PE의 투여로 수축을 유발시킨 후 Ca
2+

1 m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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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였을 때 1.26 ± 0.2 g의 수축을 나타내었다. 반면 Ca2+이

제거된 상태의 krebs-ringer solution에서 복분자를 전처치한 다

음 PE의 투여로 수축을 유발시킨 후 Ca
2+

1 mM을 투여하였을

때 0.73 ± 0.2 g의 수축을 나타내었다. Ca2+ 투여로 인한 수축의

증가는 복분자 추출물의 전처치에 의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Fig. 6. Effects of RC extract on PE-precontracted rabbit corpus

cavernosum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MB.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by RC extract(0.1,

0.3, 1.0 and 3.0 ㎎/㎖)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in MB treated or

MB non-treated corpus cavernosum. PE, phenylephrine 1 µM ; RC, Rubus coreanus

extract(㎎/㎖) ; MB, methylene blue 1 µM ; W/O, wash out or change of bath

medium with a solution to which no drug is applied.

Fig. 7. Effects of RC extract on calcium induced contrac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in calcium free media. Representative tracings
are shown as the contraction of corpus cavernosal strip by calcium chloride at the

plateau of PE-induced contraction in RC treated or RC non-treated corpus

cavernosum in Ca2+-free krebs-ringer solution. PE, phenylephrine 1 µM ; Ca,

calcium chloride 1 mM ; RC, Rubus coreanus extract 3.0 ㎎/㎖ ; W/O, wash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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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Effects of RC extract on the viability of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 Representative bars are shown as the cell viability
in HUVEC treated with RC extract(10, 100, 500 and 1000 ㎍/㎖) for 24 hr at 37℃.

RC, Rubus coreanus extract.

8. 복분자의 세포독성 측정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에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한 후 MTT assay를 통해 세포 생

존율을 측정한 결과 복분자 추출물의 농도 10, 100, 500, 1000 ㎍

/㎖에서 모두 세포 생존율에 변화가 없었다.

9. 복분자가 NO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에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한 후 NO 량을 측정하였을 때

control에서 측정된 NO 량인 1.20 ± 0.17 µM에 비하여 복분자

추출물 500 ㎍/㎖의 농도에서 3.90 ± 0.36 µM, 1000 ㎍/㎖의 농

도에서 8.20 ± 0.11 µM의 NO가 측정되어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였다.

***

***

Fig. 9. Effects of RC extract on nitric oxide concentration in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 Representative bars are shown as
the nitric oxide concentration in HUVEC treated RC extract(10, 100, 500 and 1000

㎍/㎖) for 24 hr at 37℃. RC, Rubus coreanus extract ; NO, nitric oxide.

고 찰

음경은 2개의 음경해면체(corpora cavernosum)와 1개의 요

도해면체(corpus spongiosum), 총 3개의 발기체로 구성되어 있

다. 이 3개의 해면체로 이루어진 발기체(erectile tissue) 즉, 잠재

적인 해면체의 혈관 공간(cavernous vascular space)에는 엉성한

결합조직 내에 연속적으로 내피가 채워져 있어서 서로 연접된

그물망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성적자극이 없는 상태(flaccid

state)에서는 해면체 공간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적지만 음경이

흥분에 반응하면 혈관 공간 사이사이에 위치한 나선동맥

(helicine artery)을 이완시켜 혈액이 해면체 공간으로 유입되고

발기가 유도되는 것이다6,20,21). 음경 발기는 중추신경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음경해면체 내 흥분성신경계에 해당되는 nNOS발현과

해면체혈관계에 해당되는 eNOS발현으로 NO 생성이 유도된다.

나선동맥의 혈관 근육층을 지배하는 부교감 해면체 신경은

nNOS를 통해 산화질소(nitric oxide, NO)를 생성하여 guanylyl

cyclase를 활성화시키고 cyclic GMP를 증가시킨다. 해면체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여러 조직과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L-arginine으

로부터 eNOS에 의해 NO가 합성되며 이 NO가 평활근 세포 내

로 확산되어 guanylyl cyclase에 의해 GTP를 cGMP로 전환시킨

다. 활성화된 cGMP는 세포내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 해면체 평

활근과 소동맥을 이완 및 확장시켜 발기를 유발한다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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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기부전은 음경해면체내 혈액유입에 이상이 있거나

음경평활근의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발기부전의 치료제로서 널리 사용되는 sildenafil은 신경계

의 흥분 없이 인위적으로 음경해면체 내 cGMP 농도를 증가시키

지만, 심혈관계 질환 및 시력장애 등의 부작용과 발기부전 환자

가 아닌 정상인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24,25). 이에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강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의약물에서 찾으려고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리 등
26)
은 石菖蒲 추출물이 NO-cGMP계와 K+ 통로를 차단

함으로써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킬 것으로, 민 등27)은 三子

散 추출물이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여 음경조직의 기능을

보호하고 NOS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발기부전에 효과를 나타

낼 것으로, 이 등28)은 養生活力丹 추출물이 흰쥐의 음경조직에서

NOS 활성과 nitrite 함량을 증가시키고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감

소시킴으로써 성기능의 저하를 막을 것으로 보고하는 등 발기부

전의 한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의학적으로 발기부전은 ‘陽痿’, ‘陰痿’, ‘陰器不用’, ‘陰不起’

등으로 불리우며 腎精虧虛, 命門火衰, 心脾損傷, 肝氣鬱結, 濕熱

下注, 過食厚味, 飮酒太過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7,8),

특히, 諸病源候論29)에서는 “若勞傷於腎 腎虛不能榮於陰器 故萎

弱也”라고 하여 腎精의 虧損을 발기부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

로 생각하였다. 覆盆子는 대표적인 補腎藥物로 甘酸平한 性味를

가지고 있고 肝, 腎經에 歸經하여 補肝腎, 固精縮尿 등의 효능을

나타내므로 여성의 性腺衰弱으로 인한 不孕治療 및 多孕의 목적

이나 남성의 强精劑로 사용되어 왔다10,30).

이러한 복분자가 음경해면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복분자를 술과 함께 발효시켜 복용하였을 때 testosterone의 분비

량이 증가되고11,12), 빨갛게 익은 복분자가 덜 익은 초록색의 복분

자보다 혈청 내 testosterone의 수치와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며
15)

, 덜 익은 복분자는 그 자체로도 음경해면체 조직 내에

서 nNOS와 eNOS의 발현을 통해 cGMP와 cAMP의 활성을 증가

시킨다31)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복분자가 포함된 약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五子丸이

흰쥐에서 성호르몬을 증가시키며32), 발기부전이 있는 흰쥐에서

과산화지질 함량을 감소시키고 NOS와 NO의 함량을 증가시킴

으로써 발기부전에 효과를 나타낼 것
33)
이라고 보고되었으나, 복

분자가 직접 음경해면체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된

보고는 없다.

이에 저자는 음경해면체 혈관에 대한 복분자의 이완효과 및

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organ bath study를 통해 해면체 내

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자인 prostacyclin, NO 및

Endothelium-derived hyperpolarizing factor(EDHF)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PE에 의하여 음경해면체를 수축시킨 다음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에 따라 투여하였을 때 1.0 ㎎/㎖과 3.0 ㎎/㎖에서

각각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복분자가

음경해면체의 혈관에 대해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면체 혈관내피세포가 존재하는 경우와 제거된 경우

로 나누어 실험하였을 때 해면체 혈관내피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보다 해면체 혈관내피세포가 제거된 경우에서 복분자 추출물의

투여에 이완효과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는 음경해면체에 대

한 복분자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혈관이완인자 중의 하나인

prostacyclin은 내피세포의 arachidonic acid로부터

cyclooxygenase와 prostacyclin synthase을 통해 합성, 분비되어

해면체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34,35).

Indomethacin(IM)은 prostacyclin의 생성을 차단하는

inhibitor로, 본 실험에서 IM을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IM을 전

처치하여 prostacyclin의 생성을 차단한 경우 모두에서 이완효과

를 나타내었으며, IM의 처치에 따른 음경해면체에 대한 복분자

의 이완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복분

자 추출물의 이완효과가 prostacyclin의 작용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EDHF는 K
+
통로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막의 과분극을 유발

하게 되는데, K+ 통로의 활성화에 의한 K+의 세포외 유출은 세

포막의 과분극을 일으키고 voltage-sensitive Ca2+ 통로의 불활성

화로 이어져 평활근세포 내 Ca
2+

농도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혈관

을 이완시킨다34,36-38).

Tetraethylammonium chloride(TEA)는 KCa-channel

blocker로 K+의 유출을 차단하여 막전압의 과분극을 억제함으로

써 EDHF의 작용을 차단시킨다. 본 실험에서 TE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전처치한 경우에서 복분자 추출물의 이완효과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복분자 추출물이 EDHF의 작

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O는 해면체 혈관내피세포에서 eNOS에 의해 L-arginine으

로부터 합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NO가 혈관 평활근에 가서

soluble guanylyl cyclase를 활성화시키고 GTP를 cGMP로 전환

시켜 cGMP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증가된 cGMP는 Ca2+의 유입

을 차단하여 혈관 이완을 유도하고 혈액유입량을 증가시킴으로

써 음경이 팽창된다.

Nω-nitro-L-arginine(L-NNA)는 내피세포의 L-arginine으로

부터 eNOS에 의해 NO가 생성되는 것을 막는 eNOS 선택적 억

제제39-44)로 본 실험에서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L-NNA를 전처치한 경우 복분자 추출물 0.3 ㎎/㎖, 1.0 ㎎/㎖에

서 음경해면체에 대한 복분자의 이완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

었다.

또한 methylene blue(MB)는 cGMP 억제제로 해면체 혈관내

피세포에서 생성된 NO가 평활근에서 cGMP 농도를 증가시키는

기전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는데45,46), 본 실험에서 MB를 전처

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MB를 전처치하여 cGMP 농도의 증

가를 차단하였을 때 복분자 추출물 0.3 ㎎/㎖, 1.0 ㎎/㎖, 3.0 ㎎/

㎖ 농도에서 이완효과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 두 가지 결과

는 복분자 추출물이 NO의 생성 및 cGMP를 활성화시키는 기전

을 통하여 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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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은 평활근의 수축력을 조절하는 인자로 세포내 Ca2+의

농도의 증감에 따라 혈관의 수축 및 이완이 결정된다. 즉, 해면체

내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된 NO가 평활근에서 cGMP를 증가시

키면 proteinkinase G(PKG) 활성에 의해 세포외 Ca2+ 유입이 차

단되고 혈관이 이완되는 것이다47-49).

본 연구에서 세포외 Ca
2+

유입을 차단한 Ca
2+

-free solution

에서 PE로 해면체를 수축시킨 다음 Ca2+을 투여하였을 때는 수

축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복분자 추출물을 전처치한 후 PE로 해

면체를 수축시킨 다음 Ca
2+
을 투여하였을 때는 수축의 증가가 억

제되었다. 이 결과는 복분자 추출물이 Ca2+ 유입을 차단시킴으로

써 세포외 Ca2+ 유입으로 인한 수축의 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판

단된다.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에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을

때 변화는 없었으나 500, 1000 ㎍/㎖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농도의 복분자 추출물과 세포 생

존율과의 상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UVEC에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한

후 생성된 NO 량을 측정하였을 때 NO 량이 control에 비해 유

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이 결과는 복분자가 내피세포에서 NO의

생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앞의 organ bath study에서 NO

의 생성을 통하여 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켰을 가능성과도 부합

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복분자 추출물이 해면체내피

세포 내에서 NO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혈관 평활근 내에서 NO

가 cGMP의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외 Ca2+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복분자 추출물이 음경해면체의 혈관이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PE로 수축된 음경 해면체 평활근에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

였을 때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가 나타났으며 해면체 혈관내피세

포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하여 내피세포를 제거한 경우에서는 복

분자 추출물의 투여에 의한 이완효과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복분자 추출물은 IM과 TEA를 전처치한 후에도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음경해면체에 대한 이완효과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L-NNA와 MB를 전처치한 경우는 L-NNA와

MB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음경해면체에 대한 이완

효과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Ca
2+

-free solution에서 Ca
2+
의

첨가에 따라 수축이 증가하였으나, 복분자를 전처치하였을 때

Ca2+의 첨가에 따른 수축의 증가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에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치하였을 때 NO 량이 control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 복분자 추출물은 내피세포 내에서 NO의

생성 및 혈관 평활근 내에서 NO에 따른 soluble guanylyl

cyclase를 활성화시켜서 cGMP의 농도증가로 세포외 Ca2+의 유

입을 막아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조양혁 외. 기초생리학.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pp 300-302,

2011.

2. William, F.G. Review of Medical Physiology. 서울, 한우리,

pp 459-460, 2002.

3. Bruce, M.K., Bruce, A.S. BERNE & LEVY 생리학. 서울, 이

퍼블릭, pp 767-768, 2009.

4. Hedlund, H., Andersson, K.E. Contraction and relaxation

induces by some prostanoids in isolated human penile

erectile tissue and cavernous artery. Journal of Urology

15(1):9-15, 1988.

5. Saenz, D.T.I., Goldstein, I., Azadoi, K., Krane, R.I., Cohen,

R.H. Impaired neurogenic and endothelium mediated

relaxation of penile smooth muscle from diabetic men with

impotinc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0:

1025-1030, 1989.

6. Palmer, R.M.J., Ashton, D.S., Moncada, S. Vascular

endothelial cells synthesize nitric oxide from L-arginine.

Nature 333: 664-666, 1989.

7. 杜鎬京.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pp 610-616, 1991.

8. 江海身, 康力生. 中醫男科講座.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

94-111, 1992.

9. 李尙仁. 本草學. 서울, 永林社, pp 118-119, 1991.

10. 김호철, 이상인. 복분자류의 효능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본초

학회지 6(1):3-12, 2008.

11. 백병걸, 임채웅, 이은영, 황인수, 권혁년, 이희곤, 이성일, 이

형자, 전병훈. 복분자 술이 흰쥐의 testosterone분비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4):1007-1013, 2004.

12. 이성일, 황인수, 허진, 임채웅, 백병걸, 주성민, 전병훈.

Methoxychlor투여 흰쥐에 있어서 복분자 술이 testosterone에

미치는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3):656-661, 2005.

13. 손현주, 정지천. 覆盆子추출물이 ethanol에 의한 만성 알코올

중독 흰쥐의 음경해면체내 nitric oxide synthase 활성과

nitrite 함량에 미치는 영향. 한의정보학회지 6(1):46-56, 2000.

14. Sohn, D.W., Kim, H.Y., Kim, S.D., Lee, E.J., Kim, H.S.,

Kim, J.K., Hwang, S.Y., Cho, Y.H., Kim, S.W. Elevation of

intracavernous pressure and NO-cGMP activity by a new

herbal formula in penile tissues of spontaneous hypertensive

male rats.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120: 176-180, 2008.

15. Jeon, J.H., Shin, S.H., Park, D.S., Jang, J.Y., Choi, B.I., Kang,

J.K. Fermentation filtrates of Rubus coreanus relax the

corpus cavernosum and increase sperm count and motility.

Journal of medicinal food 11(3):474-478, 2008.



覆盆子의 토끼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

- 407 -

16. Cho, E.Y., Chung, S.H., Kim, J.H., Kim, D.H., Jin, C.B.

Effects of a new selective phosphodiesterase type 6 inhibitor,

KJH-1002, on the relaxation of rabbit corpus cavernosum

tissue. The Journal of Applied Pharmacology 11: 232-237,

2003.

17. Gin, C.H., Alyssa, B.O., Robert, B.M., James, P.S., Jorge,

D.B. YC-1 potentiates the nitric oxide/cyclic GMP pathway

in corpus cavernosum and facilitates penile erection in rats.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458: 183-189, 2003.

18. Carmichael, J., DeGraff, W.G., Gazdar, A.F., Minna, J.D.,

Mitchell J.B. Evaluation of a tetrazolium-based

semiautomated colorimetric assay: Assessment of

chemosensitivity testing. Cancer Research 47: 936-942, 1987.

19. Tracey, W.R., Linden, J., Michae, I.J.P., Roger, A.J. Comparison

of spectrophotometric and biological assay for nitric oxide and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EDRF) : Neurospecificity

of the diazotiazation reaction for NO and failure to detect

EDRF. Journal of Pharmacology 252: 922-928, 1990.

20. Andersson, K.E., Wagner, G. Physiology of penile erection.

Physiology Research 75: 191-236, 1995.

21. Kurt, J, 내과학, 서울, 정담, pp 287, 1997.

22. Stamler, J.S., Singel, D.J., Loscalzo, J. Biochemistry of nitric

oxide and its redox activated forms. Science 258: 1898-1902,

1992.

23. De May, J.G., Vanhoutte, P.M. Rolo of the intima in

cholinergic and purinergic relaxation of isolated canin

femoral arteries. Journal of Physiology 316: 347-355, 1981.

24. 송태석. 경구용 발기부전증 치료제 관련 기술가치 평가. 기술

신용보증기금, pp 1, 2002.

25. 최형기. 발기부전 치료의 새로운 PDE5 억제제들. 대한의사협

회지 p 1050, 2003.

26. 리향, 김호태, 이재윤, 이윤정, 신홍균, 강대길, 이호섭. 石菖

蒲에 의한 발기부전 개선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5(5):863-869, 2011.

27. 민건우, 위영택, 박종혁, 윤철호, 정지천, 신억섭. 三子散이 흰

쥐 음경조직의 Nitric Oxide Synthase 활성 및 과산화지질 함

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2(1):53-61, 2001.

28. 이철호, 윤철호, 정지천, 민건우, 신현철. 養生活力丹 추출물

이 흰쥐의 음경발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5(2):258-267, 2004.

29.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6, 1982.

30. 이상점. 현대한방약물학. 서울, 행림서원, pp 385, 1974.

31. Zhao, C., Kim, H.K., Kim, S.Z., Chae, H.J., Cui, W.S., Lee,

S.W., Jeon, J.H., Park, J.K. What is the role of unripe Rubus

coreanus extract on penile erection?. Phytotherapy Research

25: 1046-1053, 2011.

32. 정인명, 강석봉. 五子衍宗丸이 白鼠의 성호르몬 및 항피로 효

과에 미치는 영향. 제한동의 학술원 논문집 3(1):216-231, 1998.

33. 안태건, 정지천. 五子丸이 ethanol로 발기부전을 유도한 흰쥐

의 성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6(3):605-614, 2005.

34. Lee, S.W., Wang, H.Z., Zhao, W., Ney, P., Brink, P.R.,

Christ, G.J. Prostaglandin E1 activates the large-conductance

KCa channel in human corporal smooth muscle cell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1: 189-199,

1999.

35. Traish, A.M., Moreland, R.B., Huang, Y.H., Goldstei,n I.

Expression of functional alpha2-adrenergic receptor subtypes

in human copus cavernosum and in cultured trabecular

smooth muscle cells. Recept Signal Transduct 7: 55-67, 1997.

36. Wang, H.Z., Lee, S.W., Christ, G.J. Comparative studies of

the maxi-K(K(Ca)) channel in freshly isolated myocytes of

human and rat corpora.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2: 9-18, 2000.

37. Lee, S.W., Wang, H.Z., Chris,t G.J. Characterization of

ATP-sensitive potassium channels in human corporal

smooth muscle cell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1: 179-188, 1999.

38. Ko, F.N., Huang, T.F., Teng, C.M. Vasodilatory action

mechanism of apigenin isolated from Apium graveolens in rat

thoracic aorta. Biochemica et Biophysica Acta 1115: 69-74, 1991.

39. Moody, J.A., Vernet, D., Laidlaw, S., Rajfer, J.,

Gonzales-Cadavid N.F. Effects of long-term oral

administration of L-arginine on the rat erectile response.

Journal of Urology 158: 942-947, 1997.

40. Chen, J., Wollman, Y., Chernichovsky, T., Iaina, A., Sofer,

M., Matzkin, H.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high-dose

nitric oxide donor L-arginine in men with organic erectile

dysfunction: result of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Urology

International 83: 269-273, 1999.

41. Angulo, J., Cuevas, P., Fermandez, A., Gabancho, S.,

Allona, A., Marin-Morales, A. Activation and potentiation of

the NO/cGMP pathway by NG-hydroxyl-L-arginine in

rabbit corpus cavernosum under normoxic and hypoxic

conditions and ageing.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138:

63-70, 2003.

42. Ishii, K.B., Chang, B., Kerwin, J.F.Jr., Hung, I.J., Murad, F. N

ω-nitro-L-arginine :a potent inhibitor of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176: 219, 1990.

43. Moore, P.K., Al-Swayhl, O.A., Chong, N.W.S., Evans, R.A.,

Gibson, A. L-NG-nitro arginine(L-NOARG), a novel,

L-arginine-reversible inhibitor of endothelium-dependent

vasodilatation in vitro.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99:

408, 1990.



박선영․이평재․신선미․김호현

- 408 -

44. Musch, A., Busse, R. NG-nitro-L-arginine impairs

endothelium-dependent dilatation by inhibiting cytosolic

nitric oxide synthesis from L-arginine.

Naunyn-Schmiedeberg´s Archives Pharmacology 341: 143,

1990.

45. Akingba, A.G., Burnett, A.L. Endothilial nitric oxide

synthase protein expression, localization, and activity in

the penis of the alloxan-induced diabetic rat. Molecular

Urology 5: 189-197, 2001.

46. Gonzalez, C.M., Brannigan, R.E., Bervig, T., Zelner, D.,

Podlasek, C.A., Mckenna, K.E. Protein and gene expression

of nitric oxide synthase isoforms Ⅰand Ⅲ in the rat penile

shaft. Journal of Andrology 22: 54-61, 2001.

47. Carvegal, J.A., Germain, A.M., Huidobro-ToRo, J.P., Weiner

C.P. Molecular mechanism of cGMP-mediated smooth

muscle relaxation. Journal of Cell Physiology

184(3):409-420, 2000.

48. Noboru, T., Kazuhede, A., Tomio, O., Nitric oxide and

penile erectile function, pharmacology & therapeutics, 106:

233-266, 2005.

49. Nevala, R., Paukku, K., Korpela, R., Vapaatalo, H.

Calcium-sensitive potassium channel inhibitors antagonize

genistein-and daidzein-induced arterial relaxation in vitro.

Life Science 69(12):1407-1417,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