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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gesic Effect of Poria cocos Extract on a Rat Model of
Adjuvant-induced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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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a cocos is a natural substance known to have anticancer,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nalgesic effects of Poria cocos extract (PCE). We evaluated the analgesic effects of PCE
using adjuvant induced arthritis rat model. Male SD rats were administered intra-orally with PCE according to prescribed
dosage, during 6 days. After 6 days later, serum TNF-α, IL-1β, and IL-6 levels were measured by ELISA. In our
experiment, administration of PCE decreased TNF-α, IL-1β, IL-6 and PGE2 level in serum.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llodynia was relieved in evaluation of pain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administration of PCE reduces
nociceptive pain by reducing nociceptive stimuli by acting as an anti-inflammatory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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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ase (COX)라는 효소에 의하여 대사되어 prostaglandin

서

론

(PG)를 형성한다(Pardutz and Schoenen, 2010). 이 과정에서
손상 부위의 유해수용체에는 감작(sensitization)이 일어나

통증은 신체조직이 손상될 때 마다 생체의 이상을 알

역치가 낮아지고 과도한 흥분을 만든다. 따라서, 침해성

리는 경고신호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이다. 통

통증 완화 방법으로는 염증반응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자

증은 작용 기전에 따라 침해성 통증(nociceptive pain), 염

를 조절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며, Steroids 계열 소염제

증성 통증(inflammatory pain),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은 PLA 작용을 억제하고,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pain)으로 구분되며, 이 중 침해성 통증은 유해수용체

drugs (NSAIDs)는 COX-2의 작용을 억제하여 결국 PG의

(nociceptor)가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민감해지면 느끼는

생성을 막아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할 수

통증으로 기계적 통각수용체, 온도 통각수용체, 다형 통

있다(Hunt and Mantyh, 2001).

각수용체 등에 의하여 조절된다(Woolf, 2011).

버섯류에 속하는 진균류의 일종인 복령(Wolfiporia ex-

유해한 자극(기계적 자극, 열 등)에 의해 손상된 조직에

tensa)은 소나무를 절제한 후 3~5년이 경과한 뿌리 주변

서는 세포막이 phospholipase A (PLA)의 작용에 의해 분해

에 부정형의 균핵을 형성하는 기생균의 일종으로 알려져

되어 arachidonic acid (AA)를 형성하며, AA는 cyclooxy-

있다(Choi et al., 2016). 복령은 균핵의 내부 색깔에 따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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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견고한 백복령과 연하고 부드러운 적복령으로 구분

6 (IL-6, ab234570, Abcam, rat)를 사용하였다. Incomplete

된다. 백복령(Poria cocos Wolf.)의 주요성분은 탄수화물, 무

Freund's adjuvant와 Mycobacteriun butyricum은 Diffo (Detroiot,

기질, 섬유질, 미량의 단백질이며(Shin et al., 2009), 항산화

MI, USA)에서 구입하였다.

효과(Wang et al., 2016), 항암효과(RuiDian et al., 2010), 항
염증효과(Lee et al., 2017), 항우울효과(Zhang et al., 2018)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백복령은 collagenase 활성

DPPH (2,2 diphenyl 1-picryl hydrazyl) free radical 소거
활성

을 저해함으로 피부주름 개선에 효능이 있어 화장품 천

전자공여능은 Molyneux (Molyneux, 2004)의 방법을 수정

연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용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2×104 M DPPH 500 mL와 백봉령 추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Jang and Lee, 2015).

물(0.01 mg/mL, 0.05 mg/mL, 0.5 mg/mL, 1.0 mg/mL, 3.0 mg/

백복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 백복령

mL)을 각각 혼합한 후 30분 동안 차광하여 반응한 다음

의 통증 완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이에 대한

517 nm에서 흡광도를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

자료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쥐의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실험은 5회 반복하였으며, 전자공

침해성 통증 동물모델에서 백복령의 진통효과를 확인하

여능은 100 - [(시료혼합군의 흡광도/무혼합군의 흡광도)

고자 한다.

× 100]으로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 butylated hydroxyanisole (BHA)를 0.1 mg/mL의 농도로 하여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Xanthine oxidase (XO) 저해 활성 측정

실험동물

Xanthine oxidase 활성은 Newaz 방법(Newaz and Adeeb,

실험동물은 수컷 흰쥐(Sprague-Dawley)를 효창 사이언

1998)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0.1 M potassium phosphate

스(Daegu, Korea)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20~24℃ 온도

완충액(pH 7.5)에 xanthine 2 mM을 녹인 기질액 1 mL에

와 주/야 순환주기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물과 사

XO (0.25 U/mL) 100 μL와 농도 별 시료 100 μL를 첨가하

료는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자유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

고, 대조군에는 시료액 대신 증류수를 100 μL를 첨가하여

여 실험 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였다. 동의대학교 동물윤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20% trichloroacetic acid (TCA)

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A2020-008) 실시하였다.

1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3,500 rpm에서 15분
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생성된 uric acid의 흡

추출물의 제조

광도를 290 nm에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백복령은 경상남도 김해시 농협조합
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백복령의 추출 방법은 분말

Reducing power 측정

로 파쇄하기의 방법으로 70% ethanol 용매를 시료 중량의

Oyaizu의 방법(Oyaizu and dietetics, 1986)에 따라 시료액

10배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침지하여 상층액과

1 mL에 200 mM 인산 완충액(pH 6.6) 및 1% potassium

침전물을 분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하였

ferricyanide 각 1 mL를 차례로 가한 다음 50℃의 수욕 상

다. 천연 추출물을 원심분리 및 여과, 농축(rotary vaccum

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CA 용액을 1 mL

evaporator, HS-10SP, Hanshin, Korea)하여 동결(FD5525,

가하여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은 상층액

Korea) 건조하였고 이때 수득율은 0.35 %였다.

1 mL에 증류수 및 0.1%의 ferric chloride 각 1 mL를 가하
여 혼합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시약준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환원력은 흡

DPPH (2,2 diphenyl 1-picryl hydrazyl), N-1-naphthyl 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potassium ferricyanide, sulfanilamide,
Xanthine oxidase, butylated hydroxyanisole과 Griess regent는

광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관절염 모델의 유도와 통증행동검사

Sigma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ELISA kit는

관절염 동물모델은 Kim의 방법(Kim and Lee, 2012)을

rat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ab100785, Abcam, rat),

수정하여 실행하였다. Enflurane로 동물을 마취상태한 후

rat interleukin 1 beta (IL-1β, ab255730, Abcam, rat), interleukin

오른쪽 발바닥 관절 내로 100 μL의 Complete Freund's ad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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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 (CFA) 4 mL을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발시켰다. CFA는
incomplete Freund's adjuvant에 Mycobacteriun butyricum
16 mg을 용해시킨 후 생리식염수 4 mL와 혼합하여 만들
었다.
각 동물군은 정상대조군, 대조군, 실험군(백복령 추출물
투여량 0.05 mg/kg, 백복령 투여량 0.2 mg/kg, 백복령 투
여량 0.8 mg/kg)으로 각각 쥐 7마리로 구성하였다. 동물의
휴식기간 후 안정된 쥐를 대상으로 물질 투여 전 3일 동
안 실험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후 6일 동안 백복
령 추출물(Poria cocos extract, PCE) 투여한 후 30분 후에
기계적 자극, 냉자극, 열자극, 그리고 전기자극에 대한 통
증행동평가를 10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6일 후 통증행
동평가 이후 마취 후 동물을 희생시켰으며 혈액과 발바
닥 조직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혈액은 원심분리 후 혈장
과 혈청으로 조직과 함께 -70℃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
from PCE. The total experiment was repeated 5 times, and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was expressed as 100 - [(absorbance of
the sample mixed group/absorbance of the unmixed group) ×
100]. As a positive control,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was
used.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5).

각각의 통증행동검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
적 자극에 대한 통증회피반응은 밑바닥이 철망인 통(10

결

×10×20 cm)에 쥐를 넣고, 검사 전 한 시간 동안 동물을
안정시켰다. von Frey Hair (0.40, 0.70, 1.20, 2.00, 5.50, 8.50)
을 이용하여 철망 사이로 Lambert (Lambert et al., 2009)의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 결과

up & down 방법으로 발바닥 자극 가한 후 50% 회피 역치
를 측정하였다.

과

복령 추출물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복령
추출물이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각각

냉자극에 대한 통증회피반응은 위와 같이 한 시간 동

0.01 mg/mL에서는 21.25±0.50%, 0.05 mg/mL에서는 45.31

안의 안정시간을 가진 후, 99% 아세톤을 쥐 발바닥에 한

±0.81%, 0.5 mg/mL에서는 67.34±2.13%, 1.0 mg/mL에서는

방울 묻힌 후 통증회피가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를 측

82.58±2.57%, 3.0 mg/mL에서는 87.62±1.82%의 활성을 보

정하였다.

였다. 3 mg/mL의 농도에서 양성대조군인 BHA와 유사한
소거 활성(93.02±2.30%)을 보였다(Fig. 1).

전염증성 cytokine의 분석
혈액의 전염증성 cytokine (TNF-α: 25, IL-1β, IL-6)의 농도

Xanthine oxidase (XO) 저해 활성 측정 결과

를 ELISA kit의 매뉴얼에 따라 실험을 시행하여 측정하였

복령 추출물을 각각 0.01 mg/mL, 0.05 mg/mL, 0.5 mg/mL,

다. 원심분리를 한 혈청을 검체로 이용하였으며 검사 직

1.0 mg/mL, 3.0 m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xanthine oxidase

전까지 -70℃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XO)의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2), 3 mg/mL의 고농
도에서 복령 추출물의 저해율이 67.12±0.89%으로 가장

통계 처리

높았으며, 양성대조군인 BHA (72.59±1.20%)와 유사한 수

본 실험 결과들은 평균(mean)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고 실험군 간 평균 차이는 Kruskall
Wallis test로 유의성을 확인한 후 Mann Whiteny U-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의 여

치를 보였다. 아질산염(Nitric oxide, NO) 소거능은 농도의
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Reducing power 측정 결과

부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

Fig. 3은 복령 추출물을 각각 0.01 mg/mL, 0.05 mg/mL,

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8.0 프로그램(SPSS Inc.,

0.5 mg/mL, 1.0 mg/mL, 3.0 m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환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환원력은 각각의 처리농도에서
5.62±0.12%, 11.21±0.18%, 22.51±0.59%, 48.2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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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0.77%이었으며, 양성대조군에서는 91.56±0.59%의

Table 2는 냉자극에 대한 쥐의 반응에 대한 결과이다.

환원력을 보였다. 3.0 mg/mL의 농도로 처리 후의 값이 양

CFA군에 비교하여 복령 추출물 0.05 mg/kg 경구 투여군

성대조군과 가장 유사하였다.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복령 추
출물 0.2 mg/kg과 0.8 mg/kg군은 CFA군과 비교하여 각각

통증행동검사 결과

3일째부터 2일째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계적인 자극에 대한 통증행동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염증성 cytokine 측정 결과

Table 1과 같다. CFA를 주입한 모든 동물은 관절염 유발
확인을 위하여 육안검사, 걷기평가, 통증평가를 실시하여

혈액에서 IL-1β, TNF-α, IL-6를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통과한 개체만 실험에 이용하였다(data not shown). CFA

측정하였다(Fig. 4). CFA군의 IL-1β, TNF-α, IL-6 농도는 각

로 관절염만 유발한 CFA군에서 6일 동안 비슷한 양상의

각 153.28±8.91 pg/mL, 146.21±8.09 pg/mL, 76.52±3.81 pg/

Withdrawal threshold (g) 값을 가졌다. 복령 추출물 0.05 mg

mL이였으며,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되어 있

/kg 경구 투여군은 3일차부터 CFA군과 통계적으로 유의

음을 알 수 있다. IL-1β인 경우 PCE 0.05 mg/kg군, PCE

한 차이를 보였으며, 0.8 mg/kg 경구 투여군인 경우는 1일

0.2 mg/kg군, 그리고 PCE 0.8 mg/kg군의 농도가 각각 87.52

차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3.68 pg/mL, 58.68±2.65 pg/mL, 31.88±1.55 pg/mL이였으

Fig. 2. Xanthine oxidase inhibition rate of ethanol extract from
PCE. At the concentration of 3 mg/mL, the inhibition rate of PCE
was the highest, and the nitrite scavenging ability tended to increase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5).

Fig. 3. Reducing power of ethanol extract from PCE. These are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reducing power of the PCE at concentrations of 0.01 mg/mL, 0.05 mg/mL, 0.5 mg/mL, 1.0 mg/mL, and
3.0 mg/mL, respectively.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5).

Table 1. Effects of PCE on mechanical allodynia in adjuvant-induced SD rats
Experimental
groups
Control (n=7)

Withdrawal threshold (g)
0 day

1 days

2 days

3 days

4 days

5 days

6 days

18.25±4.77

17.38±3.45

18.41±3.34

17.29±3.07

17.41±3.97

17.61±3.88

17.59±3.91

CFA (n=7)

7.18±0.82

7.58±0.57

7.21±0.97

7.01±0.57

6.58±0.40

5.58±0.32

5.61±0.44

CFA+PCE (n=7)
0.05 mg/kg

7.32±0.91

8.17±1.06

8.58±2.57

10.58±2.10

9.87±1.99

11.11±1.50**

10.98±0.87**

CFA+PCE (n=7)
0.2 mg/kg

7.40±0.56

8.69±1.20

10.44±1.07*

12.58±0.97**

13.58±1.28**

14.78±2.02**

15.08±1.50**

CFA+PCE (n=7)
0.8 mg/kg

7.28±0.44

9.40±0.68*

12.40±0.82**

14.40±1.52**

15.40±1.82**

16.40±2.55**

17.70±3.62**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P < 0.05, **P<0.01 compared with the CF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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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PCE on cold and heat allodynia in adjuvant-induced SD rats
Duration of withdrawal responses (sec)

Experimental
groups

0 day

1 days

2 days

3 days

4 days

5 days

6 days

Control (n=7)

83.10±3.87

CFA (n=7)

67.58±4.52

84.05±4.11

82.09±4.55

84.29±5.03

85.20±6.10

87.00±6.12

83.17±4.89

67.08±3.88

65.09±4.70

67.05±5.05

66.19±4.40

65.89±5.12

65.60±5.71

CFA+PCE (n=7)
0.05 mg/kg

67.20±3.90

69.77±4.14

70.89±2.08

69.58±5.54

69.07±3.8

71.74±3.20

70.98±5.01

CFA+PCE (n=7)
0.2 mg/kg

68.19±4.00

68.60±3.03

71.04±3.07

74.01±2.08*

73.88±3.01

74.00±2.52*

75.11±1.99**

CFA+PCE (n=7)
0.8 mg/kg

69.10±5.62

69.01±1.66

73.80±1.19*

75.77±1.08*

74.81±0.91*

74.40±4.10*

77.05±2.02**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P < 0.05, **P<0.01 compared with the CFA group

감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DPPH는 짙은 보라색을 띄는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Proton-radical scavenger에 의하여 탈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활성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Kedare et al.,
2011). 또한 다양한 천연 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전
자공여능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때 전자
공여능은 인체의 free radical을 제거하여 노화를 억제하
는 작용을 한다(Embuscado et al., 2015). 그리고 free radical
의 제거는 인체 내 산화스트레스를 줄여 주어 염증과 관
련된 질환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Mittal et
Fig. 4. Pro-inflammatory cytokines level in serum. Pro-inflammatory
cytokine in treat group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FA group. *P<0.05, **P<0.01, compared with the CFA group)

al., 2014). 본 연구에서 백복령의 radical scavenger 제거능
은 3.0 mg/mL군에서 양성대조군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
으며 이는 과거 연구들(Wu et al., 2004)과 일맥상통한다.
Xanthine oxidase는 purin, pyrimidine, heterocyclic compound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대사산물인 xanthine, hypoxanthine

며, 농도 의존적으로 줄어들었다. TNF-α는 PCE 0.05 mg/

에서 uric acid, oxygen free radical를 형성한다. 이때 형성된

kg군(91.56±4.51 pg/mL), PCE 0.2 mg/kg군(77.68±4.12 pg

oxygen free radical는 체내 주요 물질의 산화적 손상을 유

/mL), 그리고 PCE 0.8 mg/kg군(57.18±2.08 pg/mL) 농도로

발하며 노화,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George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IL-6 역시

and Struthers, 2009). 이 효소는 산소분자를 수소수용체로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용하므로 이를 저해하면 free radical 생성이 억제되어

PCE 0.8 mg/kg군(36.06±1.59 pg/mL)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ong

의한 차이를 보였다.

et al., 2003; Sabán-Ruiz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은 복령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증

고

찰

가하였으며 이로 토대로 항산화를 통한 항염증효과를 예
상할 수 있다. Ferreira (Ferreira et al., 2007) 등에 따르면 환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백복령의 통증

원력은 potassium ferricyanide reduction method를 사용한

완화제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실행하였으며, 실험

화합물의 환원력을 평가하며, 흡광도는 시료의 환원력을

결과 관절염 통증동물모델에서 백복령 추출물의 경구 투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reductone의 존재와 연관이 있는 것

여는 유해자극에 의한 통증을 염증반응을 저해하므로 경

으로 보고되고 있다. KS (KS et al., 2010) 등은 환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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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radical 소거능은 매우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와 cytokine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들은 유해감수기의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은

활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IL-1β는 BK의 수용체를 증가

활성을 보였던 백복령의 환원력 0.8 mg/mL의 농도에서도

시키고 BK의 활성 대사산물을 증가시키며 이 대사산물

대조군인 BSA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높은 항

은 다시 IL-1β의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킨다(Ferreira et al.,

산화능을 보여 같은 결과를 보였다.

1993; Schaible and Richter, 2004). 따라서 BK와 cytokine의

CFA 유도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평가하기 위

상호작용이 염증성 통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여 자주 쓰이는 모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바닥 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 변화

절에 이를 주입하여 염증성 통증을 유발하여 통증 역치에

를 추적하여 염증반응에 있어서 백복령의 역할을 설명하

대한 평가를 하였다. 실험적으로 유발된 통증의 치료효과

고자 하였다(Fig. 4). 실험 결과 3개의 사이토카인이 백복

를 관찰하는데 이질통(allodynia)과 통각과민(hyperalgesia)

령 추출물 경구 투여군에서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을 알

의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Sandkuhler, 2009). 이질통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통증경감 효과의 경향과 동일

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통증을 유발할 수 없는 자극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복령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한

로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von

과거 연구들(Chen et al., 2004; Jeong et al., 2014; Wu et al.,

Frey filament를 사용하여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을 측정하

2018)에서의 백복령 항염증 실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였다. 이질통은 열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되기 때문에 아세

있었다.

톤을 이용한 냉각자극을 가하여 회피반응 또한 측정하였

본 연구는 백복령의 통증경감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

다. 기계적 이질통 검사 결과, 유발 전에는 모든 실험군에

하여 설계되었으며, 백복령의 항산화와 항염증효과를 기

서 von Frey filament의 높은 역치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

반으로 유해성 자극에 대한 경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data not shown) 유발 후에는 모든 실험군에서 filament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다. 현재 만성통증에 의한 우울

의 역치 값이 급격히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

증의 효능에 대한 동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유는 발바닥의 염증과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발바닥의

고려해 볼 때 백복령 추출물의 만성염증과 우울증의 동

민감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백

시효과에 대한 검증이 향후 남겨진 과제이다.

복령 추출물 경구 투여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발바닥의 역
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염증과 통증반응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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