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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amultang in Formalin-induced Orofaci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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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multang has been used in treatments for ischemia cardiovascular and nervous 
system. The elements(Angelicae Gigantis Radix, paeoniae radix alba, Cnidii Rhizoman, 
Rahmanniae Radix Preparata) are also widely known for anti-inflammation, anti-oxidation and 
analgesic effect etc.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algesic effects of samultang 
extract(SMT) in formalin(5%, 50μL)-induced pain. The SMT-administrated group(1mL, 
intraperitoneal injection, n=6)  prior to formalin injection significantly attenuated  behavioral 
respons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n=6) in orofacial area. The activation of p38 MAPK is 
a key signaling step in pathway of pain transmission. SMT-administrated rats(n=6) significantly 
was reduced expression of p38 MAPK in adrenal tissue using Western blot analysis. Cortisol 
level, which is secreted adrenal gland, was reduced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ed that systemic administration of SMT is associated with pain regulation via p38 MAPK 
pathway in orofac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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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물탕은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4가지 한약제

로 구성된 천연약물로 허 성 심장질환과 신경계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국 《화제국방》에 처음 

기록되었고, 한국 《동의보감》, 《의문보감》, 《제

신편》등에 그 처방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부

작용을 나타내는 합성약물을 체하여 천연약물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한방 의료기 에서 높은 

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사물탕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물탕의 심

기능  액순환 개선효과, 빈 개선효과, 뇌 조

직  신경보호효과, 면역조 효과, 항암효과, 스트

스 억제효과, 방사선방호효과, 운동피로 회복, 염

증  알 르기 억제 효과, 항산화 효과 등이 보고

[1]되고 있다. 

정 등[2]은 사물탕이 glutamate에 의해 손상된 

HT22세포의 세포생존율의 유의한 증가와 함께 핵

의 응축과 DNA분  감소, ROS(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산소종)의 감소  해마세포 손상의 억

제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세포사멸 기 을 조 함

으로써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하 다. 사물탕이 cisplatin으로 처리된 실험동물의 

HEI-OC1세포에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세포 

내 H2O2  O2의 생성을 감소시켜 청각세포의 산

화  손상을 보호한다는 보고[3]가 있으며, 사물탕

으로 처리한 RAW264.7 cells에서 MAP kinases와 

NF-κB p65의 경로를 통해 RANKL에 의해 유발되

는 골세포의 분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4]도 있다. 한, 이 등[5]은 실험동물의 좌골신

경에 손상을 가한 후 사물탕을 주입한 실험동물에

서 재생 련 유도인자인 Cdc2(cell division cycle 2)

와 phospho-Erk1/2 증가를 확인하여 손상된 추

신경세포의 회복에 여함을 보고하 다. 이러한 결

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탕은 통증 도  다양

한 생리  활성을 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염증유발모델에서는 사용되는 물질로는 formalin, 

carrageenan, Complete Freund's Adjuvant [CFA], 

capsaicin, mustard oil 등 있으며, 이  formalin을 

주입한 통증 모델이 리 사용되고 있다. Formalin

을 측두하악 (TMJ)에 주입하 을 때 유의한 통

증행 반응의 증가가 나타나며[6], 박 등[7]은 말

성 NR2 길항제가 formalin으로 유도된 안면부 통증

행 반응을 경감시킨다고 밝혔다. 그리고 formalin

을 실험동물의 뒷발바닥[8], 입술과  부 [9]등에 

주입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통증반응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손상된 조직세포, 말 신경의 

말단 등에서는 bradykinin, histamine, 

prostaglandin, substance P 등의 염증성 물질들이 

유리되고 A-δ섬유와 C섬유 등의 유해수용기

(nociceptors)에 의해 감작된 흥분성 통각정보를 척

수에 달하여 척수 후각에서 일련의 처리 과정를 

통해 뇌 피질로 달된다[10]. 

MAPKs(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38, 

c-Jun N-terminal kinase(JNK)으로 구성되며, 그  

p38은 세포내 신호 달을 담당하는 세린/트 오닌

인산화효소의 일종[11]으로 염증성 통증 도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ormalin으로 유도한 

통증모델에서 Simvastatin의 복강투여는 microglial 

RhoA 와 p38 MAPK 억제를 통해 통증행 반응을 

감소시킨다[12]고 하 으며, 마찬가지로 formalin으

로 유도된 실험동물의 안면부 통증에 p38 MAPK 

억제제 주입은 삼차신경 꼬리핵(trigeminal caudal 

nucleus)에서 c-fos와 함께 P38과 발 을 억제하여 

통증행 반응을 감소시켰다고 보고[13]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외부 자극에 의한 조직손

상은 p38 MAPK 활성화를 래하고 통증신호 도

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외부자극에 의한 스트 스는 인체의 유해

한 생리  변화를 일으키며 이를 정상화시키기 

해 부신피질에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분비된다. 

Cortisol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일종으로 스트

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어 면역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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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에 지 사를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 기능

을 하며 cytokine을 포함한 염증성매개물

(inflammatory mediators)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

증 효과가 있다[14]고 밝 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동물의 안면부에 주입된 

formalin에 의해 유발된 통증 발생에 p38 MAPK 

활성과 부신에서의 cortisol 분비에 있어서 복강으로 

투여된 사물탕이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는 의식이 있는 동물의 실험에 한 통증

연구학회의 윤리  규정에 따라 수행하 다. 실험동

물은 수컷의 Sprague-Dawley계 흰쥐(240~280 g)를 

사용하 다. 12시간 주/야 순환주기  23-24℃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물과 사료는 자유로이 

공 하 다. 행동 인 억압 등에 의한 실험  스트

스를 가능한 최소화하 다. 

2. 사물탕시약

천연물 재료들은 (천궁, 당귀, 작약, 숙지황)은 부

산진 통약재시장(Busan, Korea)을 통해 구입하

다. 4개의 천연물 약 를 각 5g 씩을 울로 정확히 

달고 2,000ml 증류수와 혼합하여 3시간동안 Bio-150

을 이용하여 열수 추출하 다(DaeHanmedian, 

Korea). 총 추출양 200ml를 4℃ 냉장보  하여 실

험에 이용하 다. 

3. 안면부 통증유발

Formalin 반응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7]. 5% formalin을 실험동물

(n=6)의 오른쪽 수염부 피하에 주입 직후부터 5분단

로 하여 총 45분간 행 반응을 찰하 고, 

약물이 주입된 안면부를 문지르거나 는 행 를 

통증지표로 간주하 다. 

4. 사물탕 투여로 인한 행 반응 평가

Formalin으로 유도된 실험동물의 통증행  반응

에 사물탕이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조군(n=6)과 실험 군(n=6)은 실험동물의 왼쪽 아래

의 복부에 각각 saline 1mL과 사물탕 1mL를 복강

주사(Intraperitoneal injection)한 후 30분 경과시

에 오른쪽 안면부에 5% formalin 50μL를 주입하

다. 주입직후부터 5분 간격으로 45분 동안 통증 행

반응을 찰하 다.

5. 단백정량분석

출된 부신조직에서 단백질추출을 해 4℃에서

(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를 이용

하여 균질화하 다. 균질화 이후 1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 후 세포 꺼기는 제거하 고 상층 액을 

X-ma spectrophotometer (Human Cor. Korea)로 

단백질 흡 도를 측정하 다. 

단백질 농도는 표 으로 BSA(bovine serum 

albumin)로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 다. 측정된 단백질은 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nde gel 에 

18.5 ㎕로 로딩 후 런닝은 압을 조 하면서 총 4

시간 실시하 고 블러킹은 후 1차 Ab를 4℃에 48시

간 실시 후 2차 Ab 2시간 실온부착 후 발 은 ECL 

Prime(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분석단계마다 0.1% Tween 20(PBST)로 세척하 다. 

β-actin monoclonal antibody, (mAb),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anti-rabbit or 

anti-goat IgG antibodies (Santa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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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구매하여 

측정하 고, Phospho-p38 MAPK rabbit mAb, p38 

MAPK rabbit mAb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USA)를 이용하 다. Vision Works Image 

Software (UVP,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발

정도를 나타내었다.

6. 장 Cortisol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장 cortisol을 분석하

다. Rat Cortisol ELISA kit (Pierce 

Biotechnology, LA, USA)를 이용하여 Biotrak Ⅱ 

microplate reader (Biochrom Ltd., Vienna, Austria)

로 측정하 다.

7.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다  그룹에서 반복측정 

자료의 분산분석법과 LSD post-hoc test를 이용하

다. 통계 인 비교를 해 통계  유의성의 표  값

은 p<0.05로 설정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오차(SEM)로 표시하 다.

Ⅲ. 결과

1. 5% Formalin에 의한 안면부 통증행 반응

<Fig. 1>은 실험동물의 안면부에 주입한 5% 

formalin은 유의한 통증행 반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ormalin 주입군과는 달리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조군(Naive)과 formalin의 용매(saline)는 실

험동물의 통증행 반응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1> Effects of subcutaneous injection of formalin. Injection of 5% formlainsignificantly produced noxious 
behavioral responses. *P<0.05, formalin VS vehicle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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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탕의 안면부 통증조  효과

Formalin을 안면부에 주입하여 유발된 통증에 

한 사물탕의 작용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사물탕

의 용매인 saline을 투여한 조군에서의 통증 행

반응은 formalin 주입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물탕 1mL을 복강 투여한 실험군의 통증 행 반

응은 formalin에 의한 통증행 반응을 히 감소

하 다.

<Fig. 2> Effect of  SMT(1ml) Intraperitoneal on pain behavioral response formalin-induced. SMT-adiministrated 
group was significantly reduced behavioral responses as compared with formalin-treated *P<0.05, formalin VS 
samultang.

3. 부신에서의 p38 MAPK 활성

5% formalin 주입 후 부신에서의 p38 MAPK의 

발 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아무것도 처

치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formalin 주입군에서 

p38 MAPK의 발 이 증가하 고, 사물탕 1ml을 복

강 주사한 후 p38 MAPK의 발 이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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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MT(1ml) Intraperitoneal on expression of p38 MAPK in adrenal tissue, (a)A. naive B. vehicle 
C. SMT-adiministrated group,  SMT-adiministrated group significantly was reduced expression of p38(a,b) and 
p-p38(a) as compared with formalin-treated. #P<0.05, Naive VS. formalin *P<0.05, formalin VS samultang.

4. 장 cortisol

통증 스트 스로 인해 증가된 부신 cortisol level

은 <Fig. 4>에 나타내었다.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formalin 주입군에서 cortisol level이 

하게 증가하 다. 사물탕 1ml을 복강 주사한 

후 formalin 주입 군에 비해 cortisol level이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Fig. 4> Effects of administration of SMT(1ml) I.P(intraperitoneal injection) on Cortisol level in adrenal grand. 
SMT-adiministrated  was reduced cortisol level as compared with formalin-treated but not significant. *P<0.05, 
Naive VS form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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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등은 한방치료에 빈번

히 사용되는 천연물이며, 이들을 혼합한 사물탕은 

한국, 일본, 국 등에 동남아 국가에서 허증과 

병 등과 련된 질환에 두루 사용되고, 항염증, 

항암효과, 진통효과, 항산화효과 등에 해서도 알

려져 있다. 한 사물탕 재료의 단일성분만으로도 

각각의 독립 인 약리  효능이 밝 져 있다. 그  

당귀(Angelicae Gigantis Radix)의 성분에는 

decursin, decursinol, β-sitisterol, nodakenin, 

umbelliferon 등이 있으며[15], interleukin (IL)-6, 

IL-8, TNF-α 생성을 억제하고, Jun N-terminal 

kinase(JNK)와 NF-κB의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반응 

조 에 여한다는 보고[16]가 있다. 숙지황

(Rahmanniae Radix Preparata)의 주성분은 β

-sitosterol과 mannitol이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숙지

황 약침의 향으로 청 IgE, IL-2, IL-4 수치가 감

소하여 항알러지와 항염증작용에 하는 것으로 보

고[17]되고 있다. 실험동물의 뇌손상 모델에서 숙지

황의 복용에 의한 기억향상과 뇌와 해마에서에서 

glucose의 사가 향상되어 숙지황의 뇌신경세포보

호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18]도 있다. 작약

(paeoniae radix alba)의 성분에는 paeoniflorin, 

albiflorin, oxypaeoniflorin, benzoylpaeoniflorin, 

oxybenzoyl-paeoniflorin, paeoniflorigenone, 

lactiflorin, galloylpaeoniflorin, paeonin, paeonolide, 

and paeonol 등이 있으며 항산화효과, 진통, 항진균 

효과 등에 한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paeoniflorigenon이 macrophage에서 생성되는 

NO(Nitric oxide)를 농도의존 으로 히 감소시

켰으며, CFA에 유발된 족부종(염증)을 감소시켜 항

염증효과를 밝혔다[19]. 끝으로, 천궁(Cnidii 

Rhizoma)의 성분에는 ligustilide, 

butyldenephthalide, butylphthalide, cnidilide, 

neocnidilide, senkyunolide등이 있으며, 압강화, 

확장, 항균작용, 진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Acetic acid로 유발된 mouse의 통

증 모델에서 천궁추출물의 투여로 인해 통증행 반

응이 감소하 고, carrageenan으로 의한 부종이 농

도 의존 으로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다[21]. 이상

의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5% formalin을 주

입하 을 때 유발된 안면부 염증성 통증조 에 복

강으로 투여된 사물탕이 통증행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물탕의 구

성 한약재들이 안면부 통증조 에 효과 으로 작용

함을 나타낸다.

p38 MAPK는 흔히 세포의 스트 스와 친-염증 

사이토킨(pro-inflammatory cytokines)에 의해 활성

화되어 염증조 에 역할을 담당한다[22]고 알려져 

있다. 한 p38 MAPK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통증

조 에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p38 

MAPK 억제제를 신 혹은 척수강 내로 주입하면 

실험동물의 염에 의한 통증반응을 효과 으로 

경감시킨다는 보고[23]가 있고, 측두하악  내에 

주입된 CFA에 의한 안면부 연 통 조 에도 p38 

MAPK의 연 성에 한 보고[24]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5% formalin

를 안면부에 주입하 을 때 p38 MAPK 발 의 증

가를 찰하 으며, 사물탕에 의해 유의하게 경감되

었음을 나타내었다. 

심리  요인이나 통증과 같은 자극에 의해 인체

가 스트 스를 받게 되면 내분비기능에 향을 받

게 되는데, 스트 스 인자가 뇌피질에서 인지되어 

변연계(limbric system)와 시상(thalamus)으로 달

되어 시상하부 앞쪽에 코스티코트로핀 방출호르몬

(coticotropin releasing hormone;CRH)을 분비한다. 

이때 뇌하수체가 자극되어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adrenocorticortopic hormone;ACTH)의 방출되고 

부신피질을 활성화하여 cortisol이 분비된다. 정신 , 

물리  혹은 심리  스트 스뿐만 아니라, 구강악안

면 역에서의 통증과 질환은 이러한 내분비기능에 

여하여 cortisol분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25]. 그러나 아직까지 안면부 염증성 통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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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신의 cortisol의 상 계에 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의 안면부에 

formalin을 투여하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cortisol 

level의 변화를 찰하 다. 주입된 formalin은 아주 

높은 수 으로 cortisol level을 변화시켰으며, 유의

하지는 않지만 사물탕은 증가된 cortisol을 일부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사물탕은 formalin으로 유발된 cortisol 분비에 부분

으로는 연 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요약하면, 5% formalin을 

안면부에 주입하면 조군에 비해 히 증가된 

통증행 반응이 찰되었다. 이러한 통증반응이 사

물탕에 의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안면

부 통증조 에 p38 MAPK가 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들

을 기 로 하여 안면부 염증성 통증 환자의 치료 

 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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