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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십자화과에 속하는 maca(Lepidium meyenii)는 해발 3,700 ~ 

4,450m 사이의 고도에서 성장하는 안데스 지역의 고유 식물

이다. 약 B. C 3,800 년경 고 잉카 제국시 부터 재배되었고 

안데스 지역 인디언들과 원주민들의 주식으로 알려져 있다

[1]. Maca는 추위, 강풍, 가뭄 등 어려운 자연 환경에서 자라

기 때문에 생명력이 매우 강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

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2] sterol, alkaloid, glucosinolate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maca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은 다른 십자화과 작물의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고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더불어 

maca의 식물성 스테롤인 beta-sitosterol, campesterol, stigmas-

terol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부신, 갑상선 및 고환 등의 내

분비계를 자극하거나 조절하여 남녀 불임증 해소에 유용하다

고 한다[3].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maca의 유용한 약리적 효

과가 입증되어져왔으며, Zheng 등의 연구에서 maca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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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ca (Lepidium meyenii) belonging in Cruciferae, is a native plant of the Andes region 

growing at altitudes between 3,700 and 4,450 m. Maca contains a glucosinolate substance, which is 

known to regulate the immune system of the human body and to produce anti-cancer activity. 

Temporomandibular joint (TMJ) disorder is a symptom of the pain at temporomandibular joint or in other 

facial regions or the cephalus, disorder or incongruity of mandibular movement, and nois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in control effect of maca extract 

on inflammatory TMJ pain. Male Sprague-Dawley rats weighing 220∼260 g were us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divided into 5 groups based on the treatment method (n=5, each group): 

formalin (5%, 30 µl), formalin after distilled water (vehicle), and formalin after maca extract (per oral, 

25, 50, 100 mg/kg in 1ml, respectively). In order to induce TMJ pain, 30 μl of formalin was injected 

into the articular cavity under ether inhalation anesthesia. The number of noxious behavioral responses 

of scratching the facial region proximal to the injection site was recorded for 9 successive 5-min 

intervals following formalin injection. Oral administration of the maca extract in the TMJ pain model, 

reduced the nociceptive responses in the second phase (11-45 minutes). Also, a dose of 15 mg / 

kg of maca was most effective for pain alleviation. This study verified that oral administration of maca 

extract regulated the pain behavior in TMJ pain models. As a result, maca extract may be a potential 

therapeutic treatment for orofacial pain.

Key words: Formalin, Inflammatory Pain, Maca (Lepidium meyenii),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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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경구 투여가 쥐의 성기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를 

하였고[4], Rubio 등의 연구에서 수컷 쥐에 35일 동안 투여 

한 maca의 추출물은 모리스 미로 (Morris maze) 및 강압 회

피 테스트 결과, 스코폴라민으로 유발한 기억 손상을 현저하

게 개선시켰다고 보고하였다[5]. Sandoval 등은 maca 추출물

이 peroxynitrite에 의해 유도된 세포 사멸에 해 RAW 264.7 

세포를 보호하고 H2O2로 처리된 세포에서 ATP(adenosine tri-

phosphate) 생산을 증가시켜 maca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6]. 이와 같이 maca의 효과에 해서는 

체로 성 기능과 뇌 기능 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7], 일부 항산화에 관련된 연구는 있지만 염증조절 및 통증

조절, 특히 안면영역과 연관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측두하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이란 하악두와 하악

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과 관련된 고유의 관절로 인체

의 여러 관절 중에서도 구조가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한 관절

중의 하나로 구강의 개구 및 폐구, 저작, 발음, 연하 등의 역

할을 수행하며[8], 측두하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는 악관절부 또는 그 외의 안면, 두부의 통증과 하악

운동의 장애 및 부조화, 악관절의 잡음 등을 호소하는 증상으

로, 교합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 등 많은 원인에 의해 유

발이 되고[9], 또한 근막 통증과 저작 근육의 기능 장애 및 

감정적인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10]. 김 등의 조사에 의하

면, 인구의 1~75%가 1개 이상의 객관적인 측두하악장애 징

후를 보이고 5~33%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한다고 보고되었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병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며[11], 

일반적으로 이러한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

기 위해 염증반응의 주요 매개체를 억제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약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약물은 위장관 독성, 특히 장기간 복용 시 혈전

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12]. 따라서 최근에는 천연물 및 식품에 관심이 고조되

고 있는 추세이다[13].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측두하악관절에 염증을 유발하여 

발생된 통증조절에서 maca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효창 사이언스(Daegu, Korea)에서 공급받은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240~280g)를 사용하였다. 12시

간 주/야 순환주기와 23~25°C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였고 

물과 사료는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행동적인 억압 등에 의한 

실험 전 스트레스를 가능한 최소화 하였으며 본 연구는 의식

이 있는 동물의 실험에 관한 통증연구학회의 윤리적 규정에 

따라 수행 하였다.

2. 시약준비

Maca 추출물은 ㈜한국생활건강(서울, 한국)에서 판매하는 

안데스 maca 분말을 구매하였다. 투여용량은 제품의 음용방

법에 따라 성인평균체중 60kg을 실험동물의 체중에 적용하여 

1ml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각 실험군은 5% formal-

in 주입군, DW 투여 후 5% formalin 주입군, maca 추출물

(25, 50, 100mg/kg) 투여 후 5% formalin 주입군으로 분류하

였다. Maca 추출물 적용 30분 후 5% formalin을 측두하악관

절에 주입하여 통증행위반응을 관찰하였다.

3. 포르말린으로 유도한 측두하악관절 통증

실험 전 실험동물을 실험용 플라스틱 통에 10분 이상 적응

시켜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켰다. 관절강 내 포르말린 주입을 

위해 흡입마취 하였으며, 마취된 직후 관절강 내로 30 ㎕의 

포르말린을 주입하였다.포르말린 주입 후 실험동물이 수 초 

내에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포르말린 주입을 위

한 cannula는 폴리에틸렌 튜브 한쪽 끝에 30 gauge 주사바늘

을 연결하였고, 반쪽에는 인슐린 주사기(0.25 × 8 mm)를 연

결하여 사용하였다. 관골궁의 후하방 경계면과 하악과두의 

촉지에 의해 관절강의 위치를 유추하였고, 해당 부위에 주사

바늘이 관절낭을 뚫고 하악와의 닿는 부위를 관절강 내로 인

지하였다. 포르말린 주입 후 측두하악관절 부위를 문지르거

나 긁는 행위반응을 통증지표로 간주하여 5분 간격으로 45분

간 누적하여 기록하고, 1차 반응(0∼10분, first phase)과 2차 

반응(11∼45분, second phas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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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2.0K 

(SPSS Inc., Chicago, IL, USA)와 sigmaplot 2001 (SPSS Inc.)

이며, 다중 그룹에서 반복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과 least sig-

nificant difference (LSD) post-hoc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인 비교를 위해 통계적 유의성의 표준값은 p＜ 0.05로 설정

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 오차(standard error of mean)

로 표시하였다.

Ⅲ. 결과

1. 행위반응에서 maca의 측두하악관절 통증조절효과

실험동물의 관절강 내에 포르말린을 주입하여 유도 된 측

두하악관절 통증모델에서 maca의 경구 투여로 인한 통증행

위반응의 결과는 <Fig.1>과 같다. 관절강 내의 formalin의 주

입에 의한 통증행위 반응은 168.8±16.9회로 나타났으며, 용매

로 사용된 distilled water의 주입군 에서는 203.8±25.1회로 측

두하악관절 통증행위반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maca (25, 50 mg/kg)의 경구투여 후 관절강 내의 for-

malin 주입군 에서는 각 116.2±23.9, 103.2±20.2 회로 나타나 

통증행위반응을 감소시켰다. Maca 100mg/kg의 고농도 투여

군에서는 123.4±38.9회로 오히려 통증행위반응이 약간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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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maca extract on temporomandibular joint (TMJ) 
nociceptive behavior. The nociceptive responses were 
reduced in 2nd phase (11∼45 minutes), following admin-
istration of maca extract 30 minutes before formalin in-
jection (n=5 in each group). #<p, Veh + F vs Maca 25, 50, 
100 mg/kg + F

2. 시간경과에서 maca의 측두하악관절 통증조절효과

통증행위반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maca의 통증행위반응의 조절효과는 <Fig. 2>과 같다. formal-

in의 주입으로 인한 통증행위반응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30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분까지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되었다. Maca의 경구 투여에서는 50mg/kg의 농도에서 

통증반응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25mg/kg, 100mg/kg 순으

로 15∼40분에서 관절강 내 formalin 주입에 의해 증가된 통

증행위반응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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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response curve for number of scratches in formalin after 
adminstration of maca extract. Maca extract significantly 
reduced formalin-induced nociceptive response at 15∼40 
min.(n=5 in each group). *p＜0.05, *<p, F vs Maca + F;#<p, 
Veh + F vs Maca 25, 50, 100 mg/kg + F. 

Ⅳ. 고찰 및 결론

측두하악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

나로써, 섭식기능, 의사전달기능, 생리적 작용 등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관절이다. 현 인의 식습관, 생활습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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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한 노출이 증가함으로써 측

두하악관절장애의 빈도가 증가되는 추세이며[14] 측두하악관

절장애에 한 역학조사 결과, 전 인구 중 어떤 형태로든 턱

관절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50-60%로 상당히 높다고한

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3-7%를 차지하며 서양인의 75%

는 최소한 하나의 기능장애 징후(관절잡음, 압통 등) 를 가지

고 있고 33%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증상(안면통, 관절통 등) 

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5]. Korszum 등[16]의 연구에서 측두

하악관절장애로 인한 만성안면통증과 우울증을 조사한 결과,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28%가 우울증 진단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안면통증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측두하악

관절장애로 인한 안면통증과 심리적 고통은 삶의 질과 관련

이 있다고 하였으며[17], 또한 Fonder AC[18]는 턱관절은 뇌

신경 12개 중 9개가 지나가는 곳으로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

기면 턱관절을 비롯한 목 부위와 주위의 관련된 136개, 68쌍

의 근육의 밸런스를 깨트림으로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척추관

절 및 근골격계 등 전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각종 전신

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측두하악관절장애

는 상담, 약물치료, 행동조절, 장치치료, 물리 치료 등의 보존 

치료를 통해 약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여주지만 행동요인, 

생물학 요인, 환경요인, 사회 요인, 인지요인, 정서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이 관여되기 때문에 치료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정

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도 있다고 하였다[19]. 치료법 중에서도 약물요법인 진통제, 

근육이완제, 삼환계 항우울제 등의 투여는 측두하악관절장애

의 통증에 효용성이 있다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런 약물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중독, 부작용, 이전 약들과의 상

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20]. 따라서 최근에는 

식품 및 천연물 소재의 생체 방어증진 물질의 존재를 재조명

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과 복원력을 보완하

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식품의 기능성에 하여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추세이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의 관

절강에 포르말린을 주입하여 유도한 염증성 통증모델에서 측

두하악관절 통증의 발생과 조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aca 추출물 주입에 의해 측두하악관절장애의 통증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Maca는 성기능 증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운동능력 향상과 항피로 효과, 폐경 후 

증후군 완화 및 치료 효과, 류마티스 관절염, 호흡기질환 등

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있으며, 호르몬 분비 조

절 사촉진, 기억력 증진, 항우울증 효과, 빈혈, 백혈병, 

AIDS, 암, 알코올 중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기능성들 때문에 오래 전 부터 민간에서 약제로 활용

되어 왔고 최근에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생약 소재와 건강

기능식품 소재로의 잠재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21]. Maca

의 항염증에 관한 연구로 Gonzales 등[22] 의 연구에서는 

maca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관찰된 높은 건강 상태는 inter-

leukin-6 (IL-6)와 같은 inflamatory cytokine의 감소와 관련된

다고 보고하였다. IL-6는 단핵구, 림프구, 섬유모세포에서 생

산되며 IL-6의 작용은 PGE2 및 collagenase 생산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interleukin-1과 tumor necrosis factor-α(TNF-α)의 

효과를 증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3]. 또한 IL-6는 간접적으

로 염증반응에 관여하고 체액성 면역반응의 주 된 작용세포

인 B림프구의 분열을 촉진시키며 IL-6가 T림프구와 흉선세포

의 작용에 관여하여 골수에서 조혈모세포의 초기성장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IL-6는 면역과 염증반

응의 중요한 매개체이며 여러 염증반응에서 IL-6측정치가 증

가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24]. 신형식 등의 연구에서는 세

균내독소인 LPS를 투여한 치주인 세포에서 IL-6의 생산이 

증가됨을 보였으며, 한의학에서 항염증제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물 황련(rhizoma coptidis)에 의해 IL-6의 생산을 억제시

켜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로 보았을 때 염증과 관련된 IL-6의 억제 효과가 있

는 maca의 항염증 및 통증조절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포르말린으로 유도한 측두하악관절 통증모델에서 

maca의 투여가 측두하악관절장애의 통증발생과 조절에 효과

적임을 확인하였다. 

천연물은 오래 전부터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민간에서 장기간 사용됨으

로써 다소간의 효능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물은 용이

하게 현 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이다[25]. 

이번 연구 결과로 천연물인 maca가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인

한 통증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천연물 진통제 및 소염제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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