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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蛇床子는 산형과에 속하는 蛇床의 果實로써, 性은 溫하고 味
는 辛苦하며 脾, 腎經으로 歸經한다. 溫腎壯陽의 효능이 있어 남자
의 陽痿症이나 여자의 자궁이 차가워서 발생하는 難姙, 寒濕으로 
인한 帶下症狀을 치료하며, 燥濕殺蟲, 祛濕止痒의 효능으로 陰囊濕
痒, 陰陽腫痛, 風濕痺痛, 濕瘡疥癬 등의 피부병도 치료한다1,2). 
    蛇床子의 효능에 대한 연구 중 생식기능에 대한 연구로 오 등
3)은 菟絲子, 補骨脂, 蛇床子, 淫羊藿이 男性不妊에 미치는 작용을 
비교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활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蛇床
子의 DPPH에 의한 free radical의 소거활성을 확인하였고, 박 등4)

은 蛇床子 메탄올 추출물이 testosterone 5 alpha-reductase 효
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testosterone 5 alpha-reductase를 저
해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 등5)은 蛇床子가 cyclophosphamide에 
의해 유도된 생식계의 독성에 대하여 남성호르몬의 증가와 정자의 
운동성 증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男性不妊證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 등6)은 벌사상자(C. monnieri 
Cusson)와 蛇床子(Torilis Fructus)가 leydig cell에 미치는 효과

를 비교연구한 결과, 벌사상자와 蛇床子 모두 leydig cell에 대해 
우수한 항산화효과 및 세포보호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hiou 등7)은 벌사상자(C. monnieri Cusson) 추출물이 토끼의 음
경해면체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蛇床子
의 생식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지만 蛇床子가 음경해
면체의 이완을 통해 성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발기부전이란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기를 유지하
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태
를 말한다8). 보통 성적 흥분 및 접촉으로 해면체 신경이 자극되면, 
음경해면체 평활근 및 해면체내 동맥의 확장으로 해면체로 혈액의 
유입이 증가되고, 음경내압의 증가에 따라 해면체 내 정맥이 눌림
으로써 증가된 혈액유입과 음경내압의 유지에 의해 발기가 발생하
는데9), 발기부전은 이 과정에서 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및 음경
해면체의 구조적 이상 등이 있을 경우 유발된다. 이러한 발기부전
은 동맥경화, 당뇨, 척추손상 등에 의해 신경전달이 원활치 못한 
경우나 음경으로 혈액유입이 잘 되지 않거나, 혈액이 음경 내에 머
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며10). 그 중 해면체 평활근 
및 해면체내 동맥을 이완시키는 nitric oxide(NO)가 중요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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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알려져 있다11-14).
    최근 인구의 고령화 및 성 인식의 변화에 의해 발기부전을 포
함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치료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법인 음경보형물, 자가주사법, 요
두주입법 등이 불편함과, 통증, 부작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
였으며, 1998년 출시된 이래 널리 사용되어온 sildenafil이라는 발
기부전 치료제도 최근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15). 따라서 보
다 안전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溫腎壯陽의 효능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남성 
생식기능 강화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蛇床子 추출물이 음경해면체의 
이완에 관여하여 성기능 개선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organ bath study와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5 kg 내외의 New zealand산 white 수컷 
rabbit(샘타코, 한국)와 8주령의 ICR계 수컷 mouse(중앙실험동물, 
한국)가 사용되었고,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1주일간 실험
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mecae 
17-12-01)을 거쳐 실시하였다. 

2. 蛇床子 추출물의 제조
    Round flask에 蛇床子(Torilils Fructus, TF) 300 g과 증류
수 2500 ml를 넣고 100 ℃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가열 후 
나온 추출액을 rotary evaporator(Eyela, Japan)에 넣어 감압하면
서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기로 –50 ℃에서 1주일간 건조하여 분말 
34.7 g (11.6%) 을 얻었다. 

3. 음경해면체 이완효과 측정
 1) 해면체절편의 제작
    토끼를 urethane(0.6 g/㎏, 정맥주사)로 마취한 후 음경을 적
출하였다. 적출된 음경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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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조직과 백막을 제거하고 2×2×6 ㎜ 크기의 
음경절편을 제작하였다.
 2) 등장성 수축 측정
    혼합가스(95%의 O2와 5%의 CO2)로 포화된 37 ℃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을 peristaltic pump를 이용
하여 3 ㎖/min의 용량으로 organ bath(용량 1.5 ㎖)에 주입하였
다. 음경절편의 한쪽 끝은 organ bath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force transducer에 연결한 다음 physiograph(PowerLab, 
Australia)를 이용하여 장력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실험 전 음경절편을 1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micromanipulator(Narishige N2, Japan)로 피동장력 1.5 g을 가

하였다. 다시 1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속되
는 실험인 경우 다른 처치 전에 다시 1시간 안정시킨 후 실험을 
시행하였다.
 3) 蛇床子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와 작용기전 검증
    음경절편을 phenylephrine(PE, 10-6 M)으로 수축시키고 蛇床
子 추출물을 농도별(0.01, 0.03, 0.1, 0.3, 1, 3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이완효과의 기전은 Nω-nitro-L-arginine(L-NNA, 10-4 M)을 
15분간 전처치한 음경절편을 PE로 수축시킨 후 蛇床子 추출물을 
농도별(0.1, 0.3, 1, 3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였
고,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다.

4. 음경해면체 조직학적 변화 측정
 1) 음경해면체 조직표본 제작
    흰쥐를 ether로 마취하여 하복부를 절개하고 음경을 적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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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았다. 음경 주위의 지방을 
제거하고 2 ㎜ 두께의 음경절편을 제작한 후 정상인 control 군과 
10분간 PE(10-6 M)만 처리한 PE군, 10분간 PE(10-6 M) 처리 후 
다시 10분간 蛇床子 추출물(3 ㎎/㎖)을 처리한 TF군으로 구분하였
다. 제작된 표본은 실온에서 10% NBF에 24시간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paraffin에 포매한 다음 3 ㎛ 두
께의 연속절편으로 제작하였다. 
 2) 음경해면체 면역조직화학
    음경해면체의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와 
phosphodiesterase5(PDE5)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 음경절편을 proteinase K(20 ㎍/
㎖)에서 5분 동안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다음 blocking serum
인 10% normal goat serum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
음 4℃ humidified chamber에서 1차 항체인 mouse 
anti-eNOS(1:100, Santa Cruz Biotec)와 rabbit 
anti-PDE5(1:100, Santa Cruz Biotec)에 72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다시 실온에서 2차 항체인 biotinylated goat anti-mouse 
IgG2a(1:100, DAKO, USA)에 24시간 link 하였고, 다음 실온에서 
avidin biotin complex kit(Vector Lab, USA)에 1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0.05% 3,3'-diaminobenzidine과 0.01% HCl이 포함된 
0.05M tris-HCl 완충용액 (pH 7.4)에서 발색시킨 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음경해면체내 eNOS와 PDE5의 
양성반응 정도를 영상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5. 영상분석과 통계처리
    음경해면체 수축변화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실제 
수축의 크기와 PE를 투여하여 유발된 최고 수축에 대한 백분율을 
모두 표시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의 수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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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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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蛇床子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
    PE(10-6 M)의 투여로 최대 수축된 음경해면체 조직에 蛇床子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음경해면체는 蛇床子 추출물 1, 
3 ㎎/㎖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냈다(Table 1, Fig. 1).

Table 1. The Relaxation Effects of Torilis Fructus extract on the 
corpus cavernosum.

Treatment Contraction(g) Relaxation(%)
PE 1.07±0.25 0

PE + TF 0.01 1.05±0.27 2.3±3.0
PE + TF 0.03 0.99±0.27 7.6±4.2
PE + TF 0.10 0.93±0.26 14.1±4.6
PE + TF 0.30 0.88±0.25 18.3±5.7
PE + TF 1.00 0.78±0.24* 28.3±7.4
PE + TF 3.00 0.53±0.21*** 51.4±9.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8). Relaxation w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PE-contraction. TF, Torilis Fructus extract(㎎/㎖) ; * p<0.05, *** 
p<0.001 compared with PE.

Fig. 1. The contraction curve of Torilis Fructus extrac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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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10-6 M)의 투여로 최대 수축된 음경해면체 조직에 蛇床子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 
3 ㎎/㎖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가 나타났고, L-NNA를 전처치
한 경우도 3 ㎎/㎖에서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가 나타났다(Table 2, 
Fig. 2). 
    하지만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L-NNA를 전처치한 
경우를 비교해본 결과,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는 蛇床子 추출물 1, 3 
㎎/㎖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Table 2. Comparison of relaxation effect induced Torilis Fructus 
extract due to pretreatment of L-NNA on the corpus caverno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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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ion(g) Relaxation(%) Contraction(g) Relaxation(%)
PE 1.08±0.21 0 1.09±0.21 0

PE + TF 0.1 1.10±0.21 -1.7±3.4 1.14±0.22 -4.1±3.9

PE + TF 0.3 1.05±0.20 2.8±5.3 1.10±0.22 -1.0±6.3

PE + TF 1.0 0.89±0.18 17.3±5.1 1.02±0.20 7.0±4.6###

PE + TF 3.0 0.65±0.14*** 39.7±5.2 0.83±0.18* 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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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compared with PE+TF in non treatment of L-NNA.

Fig. 2. Changes in the contraction curve of Torilis Fructus extract due 
to pre-treatment of L-NNA on the corpus cavernosum.

3. 음경해면체 내 eNOS 분포 변화
    면역조직화학 결과 eNOS 양성반응은 음경해면체 중심부 주변
의 평활근에서 관찰되었다. 영상분석 결과, eNOS 양성반응은 TF
군에서 PE군에 비해 150% 증가하였다(Table 3, Fig. 3).

Table 3.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for eNOS positive reaction.

Objective
Group

Control PE TF
eNOS 44,799±1,119 26,862±1,030 67,311±1,49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6). Image analysis for 100,000,000 pixel 
cells. PE, penylephrine 10-6 M ; TF, PE 10-6 M + Torilis Fructus extract 3 ㎎/㎖ ; 
*** p<0.001 compared with PE.

Fig. 3. Changes in the Immunohistochemical results of eNOS positive 
reaction in Penis (×200). A. Control group. B. PE group. C. TF group.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S, Sinus in CCP. arrow, eNOS positive 
reaction.

Table 4.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for PDE5 positive reaction.

Objective
Group

Control PE TF
PDE5 10,427± 536 50,579±1,609 29,553± 63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n=6). Image analysis for 100,000,000 pixel 
cells. PE, penylephrine 10-6 M ; TF, PE 10-6 M + Torilis Fructus extract 3 ㎎/㎖ ; 
*** p<0.001 compared with PE.

Fig. 4. Changes in the Immunohistochemical results of PDE5 positive 
reaction in Penis (×100). A, Control group ; B, PE group ; C, TF group ; 
CCP, corpus cavernosum of penis ; S, Sinus in CCP.  arrow, PDE5 positiv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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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경해면체 내 PDE5 분포 변화
    면역조직화학 결과 PDE5 양성반응은 음경해면체 중심부 주변
의 평활근에서 관찰되었다. 영상분석 결과, PDE5 양성반응은 TF군
에서 PE군에 비해 42% 감소하였다(Table 4, Fig. 4).

고    찰

    蛇床子는 산형과의 두해살이 풀인 蛇床의 열매로,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이 있고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2). 이러한 蛇床子는 
민간에서 風濕痺痛, 陰痿, 濕疹 및 皮膚瘙痒症 등에 이용되어 왔
다. 또한 蛇床子 추출물이 남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이 있어 흰쥐
의 전립선, 정낭 등의 중량을 증가시키고, 발정기를 연장시키며,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협심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6-18).
    蛇床子는 覆盆子, 淫羊藿, 菟絲子 등과 함께 대표적인 補陽藥 
중의 하나로 溫腎壯陽의 작용을 가지고 男性陽痿, 女性不姙 등에 
사용되어 왔다2). 이에 대해 神農本草經에서는 蛇床子가 남자의 陰
痿, 濕痒에 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으며, 名醫別錄에는 남자의 陰莖
을 强하게 하여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쓰여 있다19). 
    蛇床子에 대한 연구로 항아토피효과20), 진경효과21), 진통소염효
과22), 혈액응고효과23) 등이 보고되었고, 蛇床子의 생식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DPPH radical 소거활성 효과3) 및 testosterone 5 
alpha-reductase 저해효과4), 남성생식기능 강화효과5), leydig cell
에 대한 항산화효과6), 음경해면체 혈류증가효과7) 등이 보고되었지
만 현재까지 蛇床子가 음경해면체의 이완을 통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성기능 장애로는 리비도 상실(loss of libido), 발기부전
(erectile dysfunction), 사정 장애 및 감소된 성교 등을 포함하며
24,25), 이 중 발기부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기부전의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등의 내분비학적인 문제, 고혈
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심혈관학적, 혈액학적 문제, 신
경학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 및 항고혈압제, 이뇨제 등을 포함한 
여러 약물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심혈관학적, 혈액학적 
문제 및 신경학적인 문제에 의해 발기부전이 발생한다26,27).
    정상적인 음경의 발기는 발기조직으로의 혈류유입이 적합해야 
하고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 및 해면체 평활근 이완이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발생한다28). NO는 비아드레날린성, 비콜린성 신경전달
물질로서 신경말단세포 및 내피세포에서 eNOS에 의해 L-arginine
에서 전환되어 해면체 평활근내 용해성 guanylate cyclase를 활성
화시키고 증가된 cyclic GMP(cGMP)가 해면체 평활근세포 내로의 
칼슘 유입을 차단하여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29).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로 탁월한 효과
를 가진 Phosphodiesterase5(PDE5) 억제제는 혈관확장작용으로 
항고혈압제나 관상동맥확장제에 대한 임상연구 중 우연히 발기부전
개선효과가 발견된 경우이다30). 대표적인 PDE5 억제제인 
sildenafil은 분비된 NO에 의해 증가된 cGMP를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PDE5가 cGMP의 작용을 차단하면 해면체 평활근
세포 내로의 칼슘이 유입되고, 칼슘에 의한 음경해면체 수축으로 

발기가 소실된다31). 그러므로 cGMP의 작용을 차단하는 PDE5를 억
제하는 PDE5 억제제는 음경해면체의 이완을 통해 발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PDE5 억제제의 투여 중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비염, 안구불편감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보다 안전한 
발기부전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32). 
    따라서 저자는 溫腎壯陽의 효능으로 남성 陽痿에 효과가 있고, 
기존 연구로 남성 생식기능 강화효과가 보고된 蛇床子 추출물이 음
경해면체 이완을 통한 성기능장애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
각하였다. 이에 organ bath study와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을 통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PE로 인해 최대로 수축된 음경해면체 조직에 蛇床子 추
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蛇床子 추출물이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蛇床子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에 대한 기전
을 알아보기 위하여, eNOS 억제제33)인 L-NNA의 전처치 유무에 
따른 음경해면체 이완효과의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L-NNA를 전처
치하지 않고 蛇床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PE의 최대수축에 대
해 유의한 이완효과가 나타났고, L-NNA를 전처치하고 蛇床子 추
출물을 투여하였을 때도 유의한 이완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L-NNA를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와 전처치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L-NNA를 전처치한 경우에서 PE 투여로 인한 최대수축에 비해 음
경해면체 이완효과가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
듯이 L-NNA는 eNOS 억제제이고, eNOS는 L-arginine에서 NO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므로, eNOS를 억제한다는 것은 NO의 생성을 억
제한다는 의미이다. 즉, L-NNA의 전처치로 인해 음경해면체 이완
효과가 억제되었다는 것은 NO의 생성이 억제되어 이완효과가 억제
되었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蛇床子 추출물이 NO의 생성과 연관되
어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역조직화학 결과 eNOS 양성반응은 PE군에 비해 TF군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DE5 양성반응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Organ bath study에서 eNOS 억제제인 L-NNA에 의해 蛇床
子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가 억제되었으며, 면역조직화학 
결과에서도 eNOS 양성반응이 蛇床子 추출물의 투여로 인해 증가
되어 나타났으므로 이를 통해 蛇床子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
과가 eNOS의 생성 증가에 따라 NO의 생성이 증가되어 나타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DE5는 cGMP 분해효소로 음경조직에서 cGMP의 작
용을 차단하는 물질31)이므로 PDE5 양성반응이 蛇床子 추출물의 투
여로 인해 감소되었다는 실험결과는 蛇床子 추출물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가 cGMP의 작용을 차단시키는 PDE5 억제와 관련되어 발
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蛇床子 추출물은 음경해면
체 이완효과가 있으며, 이 이완효과는 eNOS와 NO의 생성을 증가
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된 cGMP 작용을 차단하는 PDE5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蛇床子 
추출물은 보다 안전한 발기부전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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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溫腎壯陽의 효능으로 남자陽痿 치료에 활용되어 온 蛇床子 추
출물이 음경해면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organ bath 
study와 조직화학 및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
였다. 
    우선 Organ bath study에서 PE(10-6 M)의 투여로 최대 수축
된 음경해면체 조직에 蛇床子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1, 3 ㎎/㎖ 농도에서 유의한 이완효과가 나타났고, L-NNA를 전처
치하지 않은 경우와 L-NNA를 전처치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L-NNA의 전처치에 의해 蛇床子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는 억제되
었다. 또한 면역조직화학적 실험에서는 蛇床子 추출물의 투여로 인
해 eNOS 양성반응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DE5 양성반응은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蛇床子 추출물은 eNOS와 NO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된 cGMP의 작용을 차단하는 PDE5를 억제함으로써 
음경해면체를 이완시키므로, 보다 안전한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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