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타액은 입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저작, 소화, 연하작용, 

정상적인 pH 유지 및 발음 등의 기능을 하여 구강 및 치아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타액의 분비나 흐름성이 비정상일 경우엔 

충치 및 구강 감염 등의 구강건강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성분의 분비와 타액량이 필요

하다. 구강건조증은 타액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결핍되어 입이 

건조해지는 질환을 의미하고, 많은 의학적인 문제와 영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말하기, 삼키기 또는 먹기 어려

움, 미각 감소 또는 변경, 위축을 비롯한 많은 기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1]. 구강건조증의 근본 원인은 전신 질환과 국소

적 요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소적 요인은 두경부 

방사선 치료 및 생활 습관 요인 등을 포함하며[2] 전신 질환으로

는 고령화, 면역장애, 내분비질환, 감염성 및 육아종성 질환 등이 

있다[3]. 또 다른 요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발생되는 전신질

환의 인구 증가로 인한 약물 복용 종류의 증가 및 기간의 연장이

다.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파킨슨 질환, 고혈압 치료제의 장기적 

복용 등의 다양한 약물로 인한 항콜린작용을 비롯한 심리적 

상태, 알코올, 두경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타액선 손상, 생리학적 

변화 등의 다양한 기전으로 발생할 수 있다[4].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타액 분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대표적인 

타액의 역할인 구강점막의 항균작용, 구강 내 소화작용 및 세정작

용 등이 저하될 수 있다.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다양한 징후와 

증상을 야기하는데 저작과 연하장애, 발음 장애, 구강점막의 

통증 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증가, 구취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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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균성 기회감염의 증가로 인한 구강캔디다병 등의 구강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5],[6].

안면부 및 두부를 포함한 구강 내 모든 구조물과 연관이 

깊은 구강안면부통증(orofacial pain)은 측두하악관절 장애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를 비롯한 다양한 부위에

서 발현되는데 치과 시술, 감염, 구강건조증,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병 및 기능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신경혈관장애와 같은 원발성 두통부터 안면 편두통의 

경우와 같은 만성 구강 안면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

한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 최적의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통증 경감 관리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7].

구강건조증의 치료제인 세비멜린(Cevimeline) 및 필로카르핀

(Pilocarpine)은 타액 분비 촉진제로써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받은 대표적인 약물이다[8]. 세비멜린은 구강 내,외분비샘

에 분포하여 샘분비를 유발하는 M3 무스카린 수용체와 강한 

결합력을 갖는 타액선 자극제이며, 필로카르핀은 무스카린 수용

체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9]. 두 약물이 효능은 좋은 편이지만 

많은 부작용도 유발되고 있는데 피부혈관의 확장, 땀 분비의 

증가, 오심 및 구토, 기관지 축소, 증가된 빈뇨, 설사, 저혈압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0].

현재 의료계는 이러한 합성의약품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비단 

구강 건조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도 천연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피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진 식품으로 항산화 작용을 향상시키는 폴리페놀 성분

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항염, 항균 및 항암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데[11], 구취제거, 구강 

감염, 치통 등의 구강 건강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으며[12], 설사 

방지제, 강력한 항염제, 항응고제 및 각성제 등의 효과도 보고되

고 있다[13].

강황은 생강과(Zingiberaceae)의 강황속(Curcuma)에 포함되

는 약물로써 선행연구에서 주요성분인 curcumin이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비롯한 항암 효과 및 동맥경화 억제 등에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4].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강황 및 계피의 효능을 밝혀낸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구강건조증 및 구강안면통증과 연관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구강건조증을 유발시

킨 실험동물모델에서 안면부 염증성 통증 발생과 강황 및 계피 

추출물의 통증 경감 정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본 실험은 생후 6-7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 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균 체중은 160-180g 이였다. 실험동물

에게 자유롭게 실험동물용 사료와 물을 공급해주었으며 행동적

인 억압 등을 제한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켰다. 또한 23~26℃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된 동물준비실에서 12시간 주⋅야간 빛의 

순환주기를 주었으며 의식이 있는 실험동물에게 통증연구학회

에서 권고한 윤리적 규정을 준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시약 제조 및 투여방법

(1) 4-DAMP 투여한 구강건조증모델 구축

실험동물은 실험을 진행하기 직전까지 물과 사료의 섭취를 

금지하였고 플라스틱 통에 적응 되도록 30분간 안정시켰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기 위하여 시그마 알드리치사(Sigma-Aldrich Co., 

St. Luis, U.S.A)에서 구입한 4-DAMP (1mg/kg)를 1ml의 용량으로 

복강 투여(intraperitoneal) 하였다.

(2) 계피의 시약 조제

계피는 시그마 알드리치사(Sigma-Aldrich Co., St. Luis, U.S.A)

에서 구입한 약물을 사용하였으며, 구강건조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4-DAMP를 복강 투여하기 30분 전에 경구 투여

하였다. 20% DMSO에 용해한 계피는 distilled water (D.W)에 

각각 5, 25mg/kg (1ml)의 농도로 희석 하여 rat용 oral zonde (∅1.8 

(15 gauge)*80mm)를 사용하여 경구 투여 하였으며 30분 후에 

formalin을 통증 유발부위에 투여하고 통증행위반응을 관찰하였다.

(3) 강황의 시약 조제

㈜청운유통에서 구입한 강황(인도산)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그룹은 5% formalin 주입군, vehicle(veh)군, 5%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CMC-Na)에 희석한 12.5, 25mg/kg 농

도의 강황군(1ml)으로 구분하였다.

(4) 구강건조증 유발 후 안면부 통증 역치 변화

4-DAMP 복강 투여하고 30분 후 안면부 염증성 통증을 유발하

는 5% formalin을 흰 쥐의 오른쪽 수염부위에 50μL 주입하여 

4-DAMP를 투여로 유발된 구강건조증 모델에 통증역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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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다. 행위 반응은 45분간 5분 단위로 관찰하였으며 약물

이 주입된 부위를 긁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통증 지표로 간주하였

다. 또한 naïve군은 생리식염수 1mL를 복강 투여하고 30분이 경과

한 뒤에 동일하게 5% formalin 50μL를 투여하여 통증행위반응

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2. 자료분석(통계분석)

4-DAMP로 유도한 구강건조증으로 증가된 안면부 통증행위 

반응에 관한 실험결과는 IBM SPSS statistic ver. 22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그룹에서 반복 측정 

자료의 일원배치분산 분석과 LSD post-hoc test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으며, 결과는 평균 ± 표준 오차(SEM)로 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4-DAMP를 투여하여 구강건조증을 유발시킨 실험모델에서 

5% formalin을 안면부에 주입한 뒤 발생된 염증성 통증의 역치 

변화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naïve군은 33.00±8.14회였고 

formalin군은 323.3±37.23회였으며 formalin과 D.W를 투여한 

vehicle군에서는 393.3±11.46회였다. 이에 반하여 4-DAMP군에서는 

498.0±11.32회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시간에 따른 

변화는 2차 통증행위 반응인 20분에서 35분 경과 시점에서 통증 

행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계피 투여가 안면부 염증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우선 안면부 염증성 통증 행위반응 결과는 4-DAMP군 

498.00±11.32회, vehicle군 393.33±11.46회에 비하여 cinnamaldehyde 

(Cin) 5mg/kg군은 339.40±22.01회, cinnamaldehyde (Cin) 25mg/kg

군은 185.80±13.57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증행위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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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in orofacial inflammatory pain threshold 

after induction of xerost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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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cinnamon extract on the control of orofacial

pain behavior response after inducing xerost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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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행위반응의 

변화는 Cin 25mg/kg군의 20분~40분경과 되는 지점에서 4-DAMP

군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다(p<0.05).

Figure 3은 강황의 투여로 인한 안면부 부위의 통증행위반응

으로 1차 행위반응은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통증행위 2차 반응의 결과에서는 4-DAMP투여한 formalin군은 

498.00±11.32, vehicle군은 393.33±11.46회로 통증행위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12.5mg/ml의 강황 투여군은 365.60±10.40이었

으며, 25mg/ml의 강황 투여군에서는 187.00±11.05 로 나타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행위반응이 감소됨을 나타냈다(p<0.0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행위반응의 변화는 formalin의 투여로 

유도된 통증행위반응은 15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25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분까지 통증이 지속되다가 45분에 감소하였

다. 12.5 mg/ml의 강황 경구 투여군은 12.5mg/ml 및 25mg/ml에

서 모두 20~35분에 formalin으로 유도된 통증행위반응을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

계피 및 강황의 혼합 투여 시 통증행위반응의 결과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12.5mg/ml의 강황 투여군은 365.60±10.40이었

으며, 5mg/kg의 계피군은 339.40±22.01회로 감소된 것에 비하

여 계피 및 강황의 저농도 혼합 투여군에서는 239±22.61회로 

감소된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를 보았

을 때에도 혼합군에서 20~40분 상에서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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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s of curcumin extract on the control of orofacial

pain behavior response after inducing xerost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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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mixed administration of cinnamon and 

curcumin extract on the control of orofacial pain behavior 

response after induction of xerost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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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국제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건조증을 비롯한 안면부 

통증은 성인 인구의 약 10%에서 발생되며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15]. 본 실험연구는 

구강건조증 및 formalin으로 유도된 급성 안면부 염증성 통증 

실험모델을 통해 진행되었다. 급성 통증의 병인은 중추 신경계 

및 말초 신경계 기전을 포함하는데, 국소 염증 반응은 영향을 

받는 부위의 통각 수용체의 민감도와 활성을 증가시켜 일반적으

로 일시적인 중추 신경계의 과민증을 유발한다[16]. 치료는 보통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한 진통제 및 약학적 접근을 통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면부 통증 질환의 치료제로 보통 아세트아미

노펜 계열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가 처방되고 

있으며, NSAIDs는 통증, 염증 및 발열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

딘 형성을 담당하는 COX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통하여 효과를 

나타낸다[17]. 하지만 NSAIDs는 바람직하지 않은 지혈 장애, 

위십이지장병증, 상처 치유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량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처방 시 주의를 요한다[18]. 이러한 약물 처방은 구강 안면부 

통증의 근본적인 병태생리학을 표적으로 한 항염증제가 아니며 

환자의 급성 통증 완화 약물의 규칙적인 사용으로 약물 남용 

등의 전반적인 통증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치과분야에서 통증은 비교적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며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다. 약물 치료법, 

물리 치료법, 전기 치료법 이외에도 레이저치료법 등의 개발로 

진화된 치료 방법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부작용이 적으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천연약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임상적으로 활용 중인 천연 약물들

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20],[21].

Curcumin은 강황에 추출된 생강과 식물의 성분인데 선행연구

를 통해 항산화 물질로서의 효능이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제 및 항바이러스제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약물이다. 담배 

및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의 고온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에 중독된 실험모델에서 curcumin을 

50 및 100mg/kg 용량으로 4주 동안 경구 투여 한 결과 아크릴아

미드로 인한 체중 감소, 운동 기능 결손 및 뇌의 병리학적 변화가 

유의하게 개선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2]. 또한 패혈증 

실험 모델에서 curcumin을 맹장 천공 직후 및 천공 후 12시간에 

200mg/kg의 동일한 용량으로 복강 내 투여한 결과 간세포, 사구

체 및 세뇨관이 손상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손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간신장 손상에 대한 

커큐민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보여주었다[23]. 본 

연구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강황을 이용하여 안면부 

통증 조절 능력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formalin으로 유도하여 

유의하게 증가한 통증행위반응은 경구로 주입된 강황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formalin으로 

유발된 악안면 통증 발생에 강황이 조절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경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피를 사용하여 

구강건조증으로 향상된 안면부의 염증성 통증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계피를 안면부에 각각 Cin5, Cin25의 농도

로 투여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농도 의존적인 통증 경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계피의 염증 

조절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덱스트란 황산나트륨으로 유도된 대장염에

서 과당으로 대사 증후군을 유발한 BALB/c 흰 쥐 실험모델에서 

21일 동안 계피 추출물을 3회 투여한 결과 결장단축 억제와 

질병활성지수 수치 및 결장손상이 감소하였고, 염증성 사이토카

인 및 IL-1β, IL-6 및 TNF-α의 mRNA 농도뿐만 아니라 골수과

산화효소(MPO) 활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2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병원체 관련 및 손상된 분자 패턴을 모두 감지할 

수 있으며 활성화 시 IL-1β 및 종양 괴사 인자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발시키는 HEK-TLR2 및 HEK-TLR4 

리포터 세포에서 cinnamaldehyde 성분을 투여한 결과, THP-1 

단핵구에서 LPS 의존성 IL-8 분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cinnamaldehyde군에서 항염증 효과가 관찰되었다[25]. 선행 연구

를 통해 계피로 인한 염증의 신호 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화학적 매커니즘을 확인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도 

formalin으로 유도된 안면부 통증행위반응에서 cinnamaldehyde

의 경구 투여에 의해 통증이 유의하게 경감되어 선행연구와의 

유사한 cinnamaldehyde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cinnamaldehyde

가 안면부 염증성 통증 발생과 조절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효능이 낮았던 계피 및 강황 두 가지 추출물의 

저농도 혼합 투여군에서는 각각의 약물과 비교하여 더 높은 

통증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계피 

및 강황 추출물의 저농도 병용 투여군에서는 각각 고농도 투여군

과 유사한 통증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계피 및 강황이 염증성 안면부 통증과 구강건조증의 전달 매개 

물질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실험 결과를 보아 계피 및 강황이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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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 및 안면부 염증성 통증의 생태병리학적인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계피 및 강황의 항진통 및 

항염증 효과가 안면부 염증성 통증 조절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4-DAMP를 사용하여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고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안면부 역치 변화를 관찰하였고, 구강건조

증 유도에 앞서 경구 투여한 계피 및 강황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1. 4-DAMP를 투여하여 구강건조증을 유발시킨 후 5% 

formalin을 안면부에 주입한 결과 통증행위반응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계피의 투여로 인하여 통증 행위반응이 5, 25 mg/kg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Formalin에 의해 유도된 실험동물의 안면부 통증에서 강황 

12.5, 25 mg/ml 농도의 경구 투여는 2차 통증행위반응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통증행위반응을 감소시켰다.

4. Formalin에 의해 유도된 실험동물의 안면부 통증에서 저농

도의 계피 및 강황의 혼합 투여군은 각각의 저농도 투여군에 

비하여 통증행위반응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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