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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

(57) 요 약
본 발명은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로, 상세하게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구기자를 가미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
선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음경해면체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이 1 : 0.300 내지 1 : 0.600으로 평
활근의 분표면적이 확장되고, 음경해면체의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
eNOS)의 양성반응이 2000 내지 3000%가 증가된 것과 음경해면체의 인산디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hosphodiesterase5, PDE5)의 양성반응이 10 내지 20%가 감소된 것에 의해 음경 발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 됨으
로써, 본 발명의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에 유효성분으로 포함되어, 음경 발기능 개선제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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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과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첨가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
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숙지황 16 내지 17 중량%, 산약, 산수유 및 오미자를 각각 8 내지 8.5 중량%,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각각 6 내지 6.3 중량%로 구성된 신기환과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각각 6
내지 6.3 중량%로 첨가한 가미신기환을 용매로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
경 발기능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이 1 : 0.300 내지 1 : 0.600으로 평활근의 분
포 면적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
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의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 eNOS)의 양성
반응이 2000 내지 3000%가 증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
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조
성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음경 해면체의 인산디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hosphodiesterase5, PDE5)의 양성반응이 10 내지
20%가 감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
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6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과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첨가한 가미신기환을 포함하여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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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식품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과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포함하는 가미신기환을 용매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
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
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식품첨가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 음경 발기능 개
선 효과를 갖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성경험 부족, 왜소 음경으로 인한 콤플렉스, 조루로 인한 성관계의 자신감 상실 등은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혈관계 수술이나 음경보형물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
료요법이나 혈관확장제를 이용한 음경해면체 내 주사요법, 경구요법제 등의 비수술적 치료요법이 적용되고 있는
데, 수술적 요법과 자가주사법의 경우 그 방법이 침습적이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비용과 효과면에
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요법제의 경우 안면홍조, 두통 등 혈관 운동적 증상(vasomotor symptom)을 유발하
는 등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발기부전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은 증상의 원인에 따라 신장의 음의 기운이 허해진
‘신음허(腎陰虛)’와 양의 기운이 허해진 ‘신양허(腎陽虛)’로 인해 하초(하체 부위)가 약해져 발생한다고 말
하며 치료를 위해 신장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약제를 첨가한 한약을 복용하거나 하초의 주요 혈자리에 뜸과 부
항요법, 침술요법을 병행한다. 또한,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약제로 신기환(腎氣丸)이 있으며,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신기환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한 발기부전의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0004]

또한, 현재까지 발기부전의 개선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음경의 조직에 대
한 구체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통한 결과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발명자들은 발기부전의 개
선을 위한 조성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예의 노력을 한 결과, 실험동물의 음경해면체 절편을 이용한 발기부전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음경의 강직도가 약해 남녀 모두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불가능하며, 40대 이상의 남
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서구화 되면서 20~30대의 청년층에서도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0005]

또한, 발기부전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자신감이나 부부간의 친밀감을 저하시키고 원만한 성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심리적인 좌절감과 무력감, 수치심 등으로 남성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되고 가정
불화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0만 이상의 발기부전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데, 45세 이상 한국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율은 평균 41.5%이며, 중등도 또는 중증의 발기부전 유병율은 45-54
세 남성의 경우 5.3%인데 반하여 75세 이상 남성의 경우 87.3%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래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발기부전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의학의 발
달과 더불어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기부전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006]

발기부전의 원인은 음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가 발생했거나 호르몬, 신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스트레스, 환경 오염, 불규칙한 생활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기부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질적 요인과 심인성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50대 이상 남성은 신체의 노화나 신경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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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계, 배뇨기계의 이상, 음경 해면체의 장애, 당뇨, 고혈압, 전립선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인한 기질
성 발기부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인성 요인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 공포, 트라우
마,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성경험 부족, 왜소 음경으로 인한 콤플렉스, 조루로 인한 성관계의 자신감 상실 등
은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혈관계 수술이나 음경보형물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요법이나 혈관확장제를 이용한 음경해면체 내 주사요법, 경구요법제 등의 비수술적 치료요법이 적용되고 있
는데, 수술적 요법과 자가주사법의 경우 그 방법이 침습적이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비용과 효과면
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요법제의 경우 안면홍조, 두통 등 혈관 운동적 증상(vasomotor symptom)을 유발
하는 등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발기부전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은 증상의 원인에 따라 신장의 음의 기운이 허
해진 ‘신음허(腎陰虛)’와 양의 기운이 허해진 ‘신양허(腎陽虛)’로 인해 하초(하체 부위)가 약해져 발생한다
고 말하며 치료를 위해 신장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약제를 첨가한 한약을 복용하거나 하초의 주요 혈자리에 뜸
과 부항요법, 침술요법을 병행한다. 또한, 한의학에서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약제로 신기환(腎氣丸)이 있으며,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신기환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한 발기부전의 개선효
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0007]

또한, 현재까지 발기부전의 개선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음경의 조직에 대
한 구체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통한 결과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발명자들은 발기부전의 개
선을 위한 조성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예의 노력을 한 결과, 실험동물의 음경해면체 절편을 이용한 조직화학 및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신기환에 발기부전의 개선 효과가 뛰어난 약제를 가미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음경 발기능 개선을 위한 조성물로서 개발하고자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9]

(특허문헌 0001) 한국공개특허 제2009-0128622호, 남성생식기능 개선용 조성물, 공개일자 2009년 12월 16일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본 발명의 목적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0011]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
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
기능 개선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0012]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첨가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4]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을 제공한다.

[001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숙지황 16 내지 17 중량%, 산약, 산수유 및 오미자를 각각 8 내지
8.5 중량%,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각각 6 내지 6.3 중량%로 구성된 신기환과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각각 6 내지 6.3 중량%로 첨가한 가미신기환을 용매로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
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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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이 1 :
0.300 내지 1 : 0.600으로 평활근의 분표면적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
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을 제공한다.

[0017]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의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 eNOS)의 양성반응이 2000 내지 3000%가 증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
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을 제공한다.

[0018]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의

인산디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hosphodiesterase5, PDE5)의 양성반응이 10 내지 20%가 감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을 제공한다.
[0019]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
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을 제공한다.

[002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식품은 캔디류의 각종 식품류, 음료, 껌, 차, 비타민 복합제, 또는 건강보조
식품류인 식품을 제공한다.

[0021]

또한, 본 발명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첨가제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0023]

본 발명의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은 음경해면체내 아교섬유에 대
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이 1 : 0.300 내지 1 : 0.600으로 평활근의 분표면적이 확장되고, 음경해면체는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의

양성반응이

2000

내지

3000%가

증가된

것과

phosphodiesterases5(PDE5)의 양성반응이 10 내지 20%가 감소된 것에 의해 음경 발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 됨으
로써, 본 발명의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에 유효성분으로 포함되어, 음경 발기능 개선제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4]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대조군(Normal)과 비교한 신기환(SGH)을 먹인 쥐와 가미신기환(GS)을 먹인
쥐의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영상 분석 사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미신기환을 먹인 쥐에서 음경해면체 내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의 양성반응에 대한 사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미신기환을 먹인 쥐에서 음경해면체 내 phosphodiesterase5(PDE5)의 양성
반응에 대한 사진이다.
도 4 본 발명의 표 4에서 나타내는 두충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로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을 처리하여 수축시킨 음경 절편의 이완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5 본 발명의 표 5에서 나타내는 익지인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로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을 처리하여 수축시킨 음경 절편의 이완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6 본 발명의 표 6에서 나타내는 오가피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로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을 처리하여 수축시킨 음경 절편의 이완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7 본 발명의 표 7에서 나타내는 복분자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로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을 처리하여 수축시킨 음경 절편의 이완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5]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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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6]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해당 구성요소
들은 이와 같은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들을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0027]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
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
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0028]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
한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
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
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9]
[0030]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
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숙지황은 지황이란 약용 식물을 쪄서
말린 약재를 말하며, 양기부족과 혈액부족을 도와주는 약재이다. 특히, 요통이나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으며, 남
성조루증 등에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들의 생리분순이나 불임 등에 효과가 있다. 산약은 전분, 점액
질, 단백질, 지방, 아르지닌콜린 등과 디아스타제를 함유하여, 비기능을 높여 권태감, 무력감, 음식감소, 설사
등을 다스리며 폐음을 보해 해수, 천식, 가래를 없애고, 소갈증, 허리와 무릎 시린 증상, 유정, 조루증, 소변
자주 보는 증상, 신체허약과 빈혈, 사지마비동통 등에 사용한다. 약리작용으로 장관활동자극, 혈당강하, 항노화
작용에 효과가 있다. 산수유는 약간의 단맛과 함께 떫고 강한 신맛이 난다. 과육에는 코르닌, 모로니사이드, 로
가닌, 타닌, 사포닌 등의 배당체와 포도주산, 사과산,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고, 그밖에 비타민 A와
다량의 당도 포함되어 있다. 종자에는 팔미틴산, 올레인산, 리놀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성분 중 코르닌은 부교
감신경의 흥분작용이 있는 것으로 두통, 이명, 해수병, 해열, 월경과다 등에 약재로 쓰이며 식은땀, 야뇨증 등
의 민간요법에도 사용된다. 오미자는 시잔드린, 고미신, 시트럴, 사과산, 시트르산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심장
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며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강장제로 쓰이며 폐 기능을 강하게 하고 진해, 거담 작용이
있어서 기침이나 갈증 등에 효과가 있다. 택사는 이뇨작용, 심혈관계통 작용, 고지형증 강화와 항동맥죽상경화
작용, 지방간 작용, 면역계통 작용, 비만세포 작용에 효과가 있다. 목단피는 혈열로 인한 생리불순, 생리통, 멍
들었을 때, 토혈, 코피, 반점이 나타나는 증상, 허열로 인해 뼛골이 쑤시는 증상, 혈압상승, 어혈제거, 타박상,
소염진통, 종기치료, 맹장염초기 등에 사용하며 가슴답답증을 없애고, 약리작용으로 진통, 진정, 해열, 항경련,
항염증, 항혈전, 항알레르기, 위액분비억제, 자궁점막충혈, 항균작용 등이 보고되었다. 백복령은 이뇨작용, 혈
당강하, 피부미용 및 설사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신기환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
사, 목단피, 백복령을 포함하며, 방광 질환과 신장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방광 질환을 유발하는
방광염, 노인성방광위축, 방광결핵, 방광괄약근마비, 방광직장장애, 전립선비대증, 뇨폐, 요실금, 야뇨증 등으
로 소변불리, 혹은 자리, 혹은 노폐, 혹은 실금하며, 구갈, 요통, 뇨혈 등에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의 효과가 있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구기자를 가미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
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을 제공한다.

[0031]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조성물은 숙지황 16 내지 17 중량%, 산약, 산수유 및 오미자를 각각 8 내지 8.5 중량%,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각각 6 내지 6.3 중량%를 포함하는 신기환이 바람직하다. 신기환에서 숙지황이 17 중
량%로 포함되는데, 이는 신장을 강화시키고 보충해주는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수유와 산약, 오미자
는 8 중량%로 포함되어 간과 비장에 혈액의 순환과 정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택사는 6.3 중량%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허리와 다리의 기능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목단피와 백복령은 6.3 중량%로 몸 안의 노폐
물을 배출하여 순환을 돕는 역할로서 특히, 신장을 강화시킨다.

[0032]

본 발명의 가미신기환을 구성하는 중요한 약제로 두충은 두충나무과 식물인 두충나무의 나무껍질로 간과 신으로
들어가 보해주는 효과가 있어 허리, 척추통증, 다리무력, 항노화, 항피로, 항당뇨, 항고혈압 효과가 있다. 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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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배가 차면서 설사하는 데, 구토, 소화 장애, 침을 흘리는 데, 두근거림, 만성 장염, 장결핵에 효과가
있다. 백강잠은 누에가 백강균에 감염되어 죽은 본체로서 중풍, 당뇨병 및 신장질환의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오가피는 남성의 발기부전, 낭습, 허리나 척추의 통증, 다리와 무릎 등의 통증에 효과가 있다. 복분자는 성기능
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며 빈뇨증, 신경안정, 혈액순환, 시력유지 등에 효과가 있다. 구기자는 구
기자나무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열매로, 면역증강 작용, 조혈작용, 콜레스테롤강하작용, 항지방간 작용, 혈압
강하, 혈당강하, 생장촉진, 항암작용 등이 있다.
[003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숙지황 16 내지 17 중량%, 산약, 산수유 및 오미자를 각각 8 내지
8.5 중량%,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각각 6 내지 6.3 중량%로 구성된 신기환과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각각 6 내지 6.3 중량%로 첨가한 가미신기환을 용매로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가미신기환 추출물이 인산테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DE5)의 양성반응을 80% 내지 84% 감소시켜 PDE5 활성 저해효
과가 신기환 추출물보다 우수한 음경 발기능 개선용 조성물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숙지황 17%, 산약, 산수
유 및 오미자 8.5%, 택사, 목단피, 백복령,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 6.3%를 증류수와
함께 둥근 플라스크(round flask)에 넣고 3시간 동안 가열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회전농축기(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본 발명에서는 숙지황 17%, 산약, 산
수유 및 오미자 8.5%, 택사, 목단피, 백복령,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 6.3%를 사용하
여, 음경 발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신기환에 포함된 개별 약제들의 음경 발기능 효과 실험을 실시하였다.
-6

두충 추출물의 경우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 PE, 10 M)으로 수축시키고 신기환 및 개별약물 추출물을 농
도별((0.01(0.021 중량%), 0.03(0.063 중량%), 0.1(0.21 중량%), 0.3(0.63 중량%), 1(2.1 중량%), 3(6.3 중량
%)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0.3, 1, 3 ㎎/㎖에서 각각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내었
다 <표 4, 도 4 참조>. 즉, 음경절편을 에 대하여 PE + EC 0.3(0.63 중량%)의 경우 0.1(0.21 중량%)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이완효과를 확인하였고, PE + EC 3(6.3 중량%)의 경우 0.1(0.21 중량%)에 비하여 약 4배 이상의
-6

이완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익지인 추출물 경우도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 PE, 10 M)으로 수축시키고
신기환 및 개별약물 추출물을 농도별((0.01(0.021 중량%), 0.03(0.063 중량%), 0.1(0.21 중량%), 0.3(0.63 중
량%), 1(2.1 중량%), 3(6.3 중량%)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0.3, 1, 3 ㎎/㎖에서 각각 유
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5, 도 5 참조>. 즉, 음경절편을 에 대하여 PE + AOF 1(2.1 중량%)의 경우
0.1(0.21 중량%)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이완효과를 확인하였고, PE + AOF 3(6.3 중량%)의 경우 0.1(0.21 중
량%)에 비하여 약 4배 이상의 이완효과를 확인하였다. 오가피 추출물은 페닐프로필렌 (PE, phenylephrine)로 수
축된 음경해면체에 대하여 농도의존적 이완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PE + AC 1(2.1 중량%)㎎/㎖에서 1.41±
0.27 g, PE + AC 3(6.3 중량%) ㎎/㎖에서 1.02±0.24 g의 수축을 나타내어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6, 도 6 참조>. 즉, 음경절편을 에 대하여 PE + AC 3(6.3 중량%)의 경우 0.3(0.63 중량%)에 비하여 약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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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축을 확인하였다. 복분자 추출물의 경우, 페닐프로필렌 (phenylephrine, PE, 10 M)의 투여로 0.68 ±
0.20 g(100%)의 수축을 유발시킨 후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효과를 나타냈으며,
PE + RC 1(2.1 중량%) ㎎/㎖에서 0.31 ± 0.13 g(43.3%), PE + RC 3(6.3 중량%) ㎎/㎖에서 0.11 ± 0.06
g(16.3%)의 수축강도를 보임으로써 유의성 있는 이완효과를 나타냈다 <표 7, 도 7 참조>. 따라서, 본 발명에서
는 개별 약물들의 음경 발기능 실험 효과를 통하여 두충, 익지인, 오가피 및 복분자의 3 ㎎/㎖인 6.3 중량%를
가장 유의성 있는 음경 해면체의 이완효과를 가지는 신기환에 가미되는 양으로서 결정하게 되었다.
[0034]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 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이 1 :
0.300 내지 1 : 0.600으로 평활근의 분표면적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
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이다.

[003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음경해면체 내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이 가미신기환을 먹인 쥐에
서 0.305가 증가 되었다 <표 1 참조>. 즉, 아교섬유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면적이 신기환(SGH)을 먹인 쥐보다 가
미신기환(GS)을 먹인 쥐에서 증가되어 나타났다 <도 1 참조>. 이는 가미신기환이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켜
평활근의 분포면적이 늘어난 것이며, 이를 통해 음경 발기능을 개선 시키는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003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의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 eNOS)의 양성반응이 2000 내지 3000%가 증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이다. 본 발명에서는 음경해면체의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 eNOS)의 양성반응이 가미신기환을 먹인 군에서 488,400±10,789* 로서
2576%가 증가한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참조>. 본 발명에서 상기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에는 해면체 내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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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분비되는 이완물질(endothelium derived relaxing factor, EDRF) 중 하나인 산화질소 (nitric oxide,
NO)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NO는 해면체 혈관계에 해당되는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 e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합성된다. 실험 결과 신기환을 먹인 군보다 가미신기환을
먹인 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eNOS의 양성반응이 증가되었으며 <도 2 참조>, 이는 증가된 eNOS가 NO를 많이 생산
하여 음경 발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0037]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조성물은

음경해면체의

인산디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hosphodiesterase5, PDE5)의 양성반응이 10 내지 20%가 감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조성물이다. 인산디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hosphodiesterase5, PDE5)는
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cGMP)의 가수 분해를 촉진하여 발기를 억제하는 물질로, nitric oxide(NO)가
음경해면체 평활근에서 Guanosine-5'-triphosphate(GTP)로부터 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cGMP)를 활성
화시키는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Ca2+의 유입을 차단 시키지 못하여 평활근을 수축시킨다. 실험에서 신기환을 먹
인 군에 비해 가미신기환을 먹인 군에서 인산디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 (phosphodiesterase5, PDE5) 양성반응이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 <도 3 참조>. 즉, 가미신기환은 신기환보다 phosphodiesterases5(PDE5)의 활성을 더욱 저
해함으로써 Guanosine-5'-triphosphate(GTP)로부터 guanosine monophosphate(cGMP)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촉
진하여 칼슘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음경 발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PDE-5 양성 반응은 신기환
을 먹인 쥐가 PE 군에 비해 62% 감소하였으나 가미신기환을 먹인 쥐는 PE 군에 비해 84 %가 감소되었다 <표

3

참조>.
[0038]

본 발명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이다. 또한, 본 발명은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조성물을 포함
한다.

[0039]

상기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조성물은 음경 발기능 개선을 위한 식
품 및 음료 등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0040]

상세하게는,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조성물에서, 가미신기환 추출
물은 건강 기능성 음료 조성물의 지시된 비율로 필수 성분으로서 상기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함유하는 외에는 다
른 성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통상의 음료와 같이 여러 가지 향미제 또는 천연 탄수화물 등을 추가성분으
로서 함유할 수 있다. 상술한 천연 탄수화물의 예는 모노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포도당, 과당 등; 디사카라이
드, 예를 들어 말토스, 슈크로스 등; 및 폴리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등과 같은 통상
적인 당, 및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트리톨 등의 당알콜이다. 상술한 것 이외의 향미제로서 천연 향미제 (타
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 예를 들어 레바우디오시드 A, 글리시르히진 등) 및 합성 향미제(사카린, 아스파르탐
등)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은 본 발명의 조성물 100㎖당 일반적으로 약 1 내지
20g,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12g이다.

[0041]

상기 외에 본 발명의 가미신기환 추출물은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광물(전해질), 합성 풍미제 및 천연 풍미
제 등의 풍미제, 착색제 및 중진제(치즈, 초콜릿 등),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콜, 탄산 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그 밖에 본 발명의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천연 과일 쥬스 및 과일 쥬스 음료 및 야채 음료의 제조를 위
한 과육에 함유할 수 있다.

[0042]

본 발명은 상기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품은 캔디류의 각종 식품류, 음료, 껌, 차, 비타
민 복합제, 또는 건강보조 식품류인 식품을 포함 할 수도 있다.

[0043]

따라서, 상기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조성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
품으로는, 각종 식품류, 예를 들어, 음료, 껌, 차, 비타민 복합제, 강보조 식품류 등이 있으며, 환제, 분말, 과
립, 침제, 정제, 캡슐 또는 음료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식품 또는 음료 중의 상기 가미신기환 추출물
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조성물의 양은, 통상적으로 건강식품 조성물의 경우 전체 식
품 중량의 0.01 내지 15 중량%로 가할 수 있으며, 건강 음료 조성물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0.02 내지 10g,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1g의 비율로 가할 수 있다.

[0044]

본 발명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오미자, 택사, 목단피 및 백복령을 포함하는 신기환에 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및 구기자를 용매로 추출한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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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를 포함한다.
[004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첨가제, 예를
들어 향미제, 풍미제, 착색제, 충진제, 안정화제 등을 포함한다.

[0046]

상기 가미신기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음경 발기능 개선 식품첨가제는 식품 및 음료에 그대로 첨가
하거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성분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유
효 성분의 혼합량은 그의 사용 목적인 음경 발기능 개선용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
식품 중의 상기 화합물의 양은 전체 식품 중량의 0.01 내지 15중량%,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 중량%로 가할 수
있으며 건강음료 조성물에는 100을 기준으로 0.01 내지 5.0g,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0 g의 비율로 첨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의 섭취의 경우에는 상기 양은 상기 범위 이하일 수 있으며,
안전성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효성분은 상기 범위 이상의 양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0047]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의하여 보다 더 잘 이해 될 수 있으며,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 목적을 위
한 것이며,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한정되는 보호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0049]
[0050]

실험예 1 : 실험 동물의 준비
체중 2 kg 정도의 뉴질랜드산 흰쥐(New zealand white, 수컷 토끼, 샘타코, 한국)와 10주령의 International
Cancer Research (ICR)계 수컷 쥐(샘타코, 한국)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사료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면
서 1주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0051]
[0052]

실험예 2 : 음경해면체 이완효과 측정

[0053]

해면체절편의 제작

[0054]

토끼를 urethane(0.6 g/㎏, 정맥주사)로 마취한 후 음경을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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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경 절편을 제
작하였다.

[0056]

실험예 3 : 등장성 수축 측정

[0057]

혼합가스(95%의 O2와 5%의 CO2)로 포화된 37 ℃의 modified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을 연동 펌프
(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3 ㎖/min의 용량으로 organ bath(용량 1.5 ㎖)에 주입하였다. 음경절편의 한쪽
끝은

organ

bath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힘

변환기(force

transducer)에

연결한

다음

생리기록장치

(physiograph, PowerLab, Australia)를 이용하여 장력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0058]

실험 전 음경절편을 1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미세조작법 (micromanipulator, Narishige N2, Japan)로 피동장력
1.5 g을 가하였다. 다시 1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속되는 실험인 경우 다른 처치 전에 다
시 1시간 안정시킨 후 실험을 시행하였다.

[0060]

신기환 및 개별약물(두충, 익지인, 백강잠, 오가피, 복분자, 구기자)의 음경해면체 이완효과와 작용기전 검증

[0061]

음경절편을 phenylephrine(PE, 10 M)으로 수축시키고 신기환 및 개별약물 추출물을 농도별(0.01, 0.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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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3 ㎎/㎖)로 투여하여 수축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0063]

실험예 4 : 음경해면체 조직학적 변화 측정

[0064]

음경해면체 조직표본 제작

[0065]

흰쥐를 에테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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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담았다. 음경 주위의 지방을 제거하고 2 ㎜ 두께의 음경 절편을 제작한 후 정상인 대조군과 PE(10 M)만 처리한
-6

PE군, PE(10 M)와 가미신기환(3 ㎎/㎖)을 동시에 처리한 GS군으로 구분하였다. 제작된 표본은 실온에서 10%
NBF (Neutral bufferedformalin)에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파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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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ffin)에 고정 한 다음 3 ㎛ 두께의 연속 절편으로 제작하였다.
[0067]

실험예 5 : 음경해면체 조직화학

[0068]

음경해면체에

분포하는

평활근과

아교섬유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Masson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50~60℃의 Bouin 용액에서 1시간동안 매염 처리한 후 70% 에탄올에서 picric acid를 제거하였
다. Weigert iron hematoxylin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켜 핵을 염색하고, Biebrich scalet-acid fuchsin와
phosphomolybdic-phosphotungstic acid에서 각각 15분간, aniline blue에 5분간 처리하여 평활근(적색)과 아교
섬유(청색)를 염색하였다. 광학현미경(BX50. Olympus, Japan)이용한 영상분석을 통하여 음경해면체 내 아교섬유
에 대한 평활근의 분포비율을 계산하였다.
[0070]

실험예 6 : 음경해면체 면역조직화학

[0071]

음경해면체의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s(eNOS)와 phosphodiesterase5(PDE5)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 음경절편을 proteinase K(20 ㎍/㎖)에서 5분 동안 단백질 가수분해
(proteolysis) 과정을 거친 다음 blocking seru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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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PDE5(1:100, Santa Cruz Biotec)에 7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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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0.05% 3,3'-diaminobenzidine과 0.01% HCl이 포함된 0.05M tris-HCl 완충
용액 (pH 7.4)에서 발색 시킨 후,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였다. 음경해면체 내 eNOS와 PDE5의 양성반응 정
도를 영상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표 1
[0073]

Objective

Group

S.M./C.F

Control

PE

PE+SGH

PE+GS

0.071

0.034

0.113

0.305

표 2
[0075]

Objective
Control
eNOS

Group(image analysis for 100,000,000 pixel cells)
PE
PE+SGH

25,599±1182

18,250±,9816

255,675±9,816

*

PE+GS

488,400±10,789

*

표 3
[0077]

Objective
Control
PDE-5

352,232±11,743

Group(image analysis for 100,000,000 pixel cells)
PE
PE+SGH
419,428±17,787

159,261±12,527

*

PE+GS

67,139±2,309

*

표 4
[0079]

두충 (EC, Eucomiae Cortex extract)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 유의성 있는 이완효
과 (Values are means ± SD(n=9),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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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traction(g)

Relaxation(%)

PE

1.28±0.31

0

PE + EC 0.01

1.23±0.31

4.3±3.6

PE + EC 0.03

1.20±0.30

6.6±3.5

PE + EC 0.10

1.16±0.31

10.0±4.2

PE + EC 0.30

1.02±0.27

PE + EC 1.00

0.90±0.25

PE + EC 3.00

0.52±0.18

*

20.1±6.7

**

29.8±8.1

***

49.3±8.0

표 5
[0081]

익지인 (AOF, Alpiniae Oxyphyllae Fructus extract)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 유
의성 있는 이완효과 (Values are means ± SD(n=9), p<0.05, ** p<0.01, *** p<0.001)
Treatment

Contraction(g)

Relaxation(%)

PE

1.11±0.32

0

PE + AOF 0.01

1.03±0.28

6.6±4.0

PE + AOF 0.03

0.94±0.26

14.7±5.8

PE + AOF 0.10

0.80±0.24

27.9±8.0

PE + AOF 0.30
PE + AOF 1.00
PE + AOF 3.00

0.68±0.22
0.52±0.19
0.23±0.13

*

39.0±9.5

**

53.5±9.4

***

80.4±9.2

표 6
[0083]

오가피 (AC,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 유의성 있
는 이완효과 (Values are means ± SD(n=9),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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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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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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0085]

복분자 (RC, Rubus coreanus extract) 추출물의 농도별(0.01, 0.03, 0.1, 0.3, 1, 3 ㎎/㎖) 유의성 있는 이완
효과 (Values are means ± SD(n=9), p<0.05, ** p<0.01, *** p<0.001)
Treatment

Strength of Contraction(g)

Relative Contraction(%)

PE

0.68 ± 0.20

100.0 ± 0.0

PE + RC 0.01

0.62 ± 0.19

90.9 ± 3.5

PE + RC 0.03

0.59 ± 0.19

85.6 ± 4.4

PE + RC 0.10

0.56 ± 0.18

82.5 ± 6.5

PE + RC 0.30

0.46 ± 0.18

79.5 ± 8.9

PE + RC 1.00
PE + RC 3.00

0.31 ± 0.13
0.11 ± 0.06

**

43.3 ± 8.4

***

16.3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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