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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oice disorders on changes in stress among people with

damaged larynxes. To accomplish this, physiological changes and reductions in the stress of Sprague-Dawley

rats whose larynx had been damaged were investigated after the laboratory animals were administered kudzu leaf

extracts with sedative effects. 

Methods: In the experiment, a total of 24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of six rats, including the normal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1, and experimental group 2. After orally administering to the subjects

a predetermined amount of the extract at a specific time (once per day over five weeks), changes in physiological

functions, internal organ weight, cortisol, estrogen, and progesterone in the subjects were examined, and an

immunological test was conducted on their brain tissues.

Result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opposed to the control group and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ormal group.

Conclusions: In consideration of these results, it is deemed that there are severe effects on stress due to voice

disorder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of kudzu leaf extracts results in improvement i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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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서 음성 장애와 변화를 호소하는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성 합병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와 더불어 치료에 대한 기대와 삶의 만

족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커지고 있다. 호르몬은

생체에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균형 있는 스트레스는 인체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데,1) 스트

레스를 감지한 후 신경세포들이 노르에피네프린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것에 의해 부신수질에서 에피

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게 되며 이물질들

은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져서 각장기와 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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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2,3) 음성을 변화시키는 후두 병변의

관찰에서부터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그 목적과 언어

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치료되고 있지만 음성호

전을 목적으로 그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관심에 대해선 아주 미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

이며 음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혀나 구강점막 및

생리기능의 변화로 생체리듬에 미치는 부작용이 발

생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4,5) 이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음성치료와 관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음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위하여 생리활성기능의

대응반응이 일어남으로 대뇌에서 지각되어 변연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 스트레스는 시상하부로 전달되

어 신경계통을 통한 시상하부, 자율신경계, 부신수질

축 및 내분비계를 통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부,

부신피질 축을 자극하여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6) 자

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심박동율의

증가, 혈당의 증가, 동공확장, 내장기관의 수축 및

뇌와 근육에서 혈류량의 증가 등이 발생되고 이에 따

른 위기대응반응으로 물질분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신경 흥분반응에 따라 부신피질이 활성화됨에 따라

에피네프린 및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혈류를 통

한 신체를 순환하여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부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어

진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인자(corticotropin-releasing

factor:CRF)에 의하여 활성화된 뇌하수체 전엽은 ACTH

를 분비하고 이는 혈류를 통하여 부신피질에 도착하

여 부신피질호르몬(coticoid)을 분비하게 한다.7) 이러

한 호르몬들은 세포 작용에 의하여 나트륨이온 및

칼륨이온의 균형을 이루려는 반응이 일어나며 콩팥,

침샘, 땀샘을 통하여 생리리듬을 조절하게 되고 당

류부신피질호르몬은 주로 코티졸과 코티코스테롤에

의하며 혈중 글루코스의 양을 조절한다.8,9) 

본 실험에 사용된 칡잎추출물은 타일랜드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주로 서식 하는 다년생의 콩과

덩굴 식물의 일종으로 호르몬 분비와 칡의 주요성분

인 카테킨이 많이 존재하는 폴리페놀류 물질로 강한

항산화 능과 진정작용 등이 있어 에스트로젠의 활성

을 증대시키는 phytoestrogen 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후두 손상된 사람들에서 목소리

장애 시 스트레스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Sprague-Dawley계 랫드에 후두손상을 유발시킨 후

실험동물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와 스트레스 인자

변화를 알아보고, 진정작용이 있는 칡잎추출물을 투

여 후의 변화를 보고, 후두 손상 시 심리적 안정제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기기

실험기기로 Laryngoscope(Olympus, Japan), Auto

biochemistry analyzer(Thermo, Konelab 20XT,

Finland),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BenchMark XT

automated immunostainer(Ventana Medical Systems,

USA), electronic balance(Sartorius, CP224S, Germany)

을 사용하였다. 생화학 분석시약은 Sigma사(USA)의

제품을, 마취제 Ketamine chloride(Korea), 항생제

Amoxycillin(Korea), 그 외 일반시약들은 특급품을

사용하였다. 

2. 시료 조제 

칡잎 600 g을 경북 영천의 한약 재료상에서 구입

하여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 6ℓ를 가하여 100oC

의 온도, 60분간 초고속 감압 저온추출기로 열수 추

출한 후 0.6ℓ로 농축하여 1일 투여량씩 진공 파우

치 포장 후, 냉장보관 하였다. 동결 건조로 측정한

칡잎추출물의 수율(yield rate)은 26.30%였다. 실험

군 시료는 동결 건조시킨 칡잎열수추출물을 용매

propyleneglycol: ethanol: water (5:3:2)에 2% 농도

로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3. 동물실험 과정 

5주령(200∼220 g)의 Sprague-Dawley계 수컷 랫드

를 대한바이오링크(주)에서 구입하여, 1주간 적응과

정을 거쳐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실 온도는 22±1oC,

습도는 50±5%, 명암주기 12시간 밤과 낮 단위로 조

절되는 표준사육 환경에서 사육하고 실험기간 동안

물과 사료(삼양사, 한국)의 양은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4. 실험동물의 후두 손상 모델 제작

실험동물은 4개 군으로 나누어 각 군마다 SD 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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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6마리씩을 임의로 배치하여 본 실험에서는 총 24

마리를 사용하였다.

모델제작은 랫드의 다리 근육에 동물용 마취제인

Ketamine chloride(유한, 서울, 한국, 1~3 uL/mL) 25 mg

(0.5 ml)를 주사하여 마취하였다. 랫드를 앞으로 눕힌

자세에서 목을 고정시킨 후 후두부 노출을 용이하게

하여 75% 알코올로 소독한 후 1 cm정도 절개 후 대

조군, 실험군 E1, E2 군에 후두를 손상하였다. 손상

직후부터 3일간 동물용 항생제인 Amoxycillin 0.1 mg

을 근육주사 하였으며, 1주 후 부터 실험군의 분류표

(Table 1)에 따라 경구 투여하여 실험하였다.

6. 처치 및 시료채취

생체 실험동물의 처치는 각 군마다 SD 랫드 6마

리씩 총 24마리를 일중 변동리듬을 감안하여 일정

한 시간에 실시하였다. 실험종료 12시간 전부터 절

식시킨 후, diethyl ether로 흡입 마취시키고 개복하

여 복부 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간장, 비장,

흉선 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간장 조직은

생리식염수로 간 문맥을 통하여 관류시켜 조직 내

혈액을 제거시킨 후 적출하였다.

7. 체중, 음수량 및 식이량, 식이효율 측정 

체중, 음수량 및 식이량, 식이효율 을 매주 1회 오

전의 일정한 시간대에 측정하였다. 

8. 생화학적 호르몬 분석

채혈된 혈액을 vacuum tube(Greiner, Austria)에 담

아 1시간 실온에 방치한 후 3,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혈청을 자동생화학분석기(Thermo,

Konelab 20XT, Finland)를 이용하여 코티졸, 에스트

로젠, 프로제스트로젠을 분석하였다.

9. 뇌 조직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관찰

절취한 뇌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12

시간 고정하고 흐르는 물에 수세한 다음 탈수, 투명,

침투과정을 거쳐 포매 하고 microtome을 이용하여

4 µm 두께의 절편을 제작하여 coating slide에 부착

탈파라핀 함수 후 BenchMark XT automated

immunostainer(Ventana Medical Systems, USA)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자동화 과정은 reaction buffer

로 2분간 세척하고 Cell conditioning의 standard ccl

60분 반응 후 일차항체 GFAP(Ventana, USA)을 32

분 반응시키고 reaction buffer로 자동 세척하였다.

이 후 biotin과 streptavidin에 각각 25분 반응시키고

DAB(Ventana Detection kit, USA)에 발색 후 대조

염색,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다음 영상분

석 소프트웨어(Image analysis software, USA)를 이

용하여 뇌 세포내 단백질 발현정도를 수치화(µm2)

하여 분석하였다.

10. 통계처리

통계적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SPSS Inc,

USA)를 이용하여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E1, E2)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검증하였다. 각 그룹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

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

은 p<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체중, 음수량 및 식이량, 식이효율 변화

체중, 식이량, 음수량 및 식이효율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2과 같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수량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10.9% 낮았으며 실험군

(E1, E2)은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이량은 대조군이 정상

군에 비하여 10.4%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E1, E2)은 약 11.3% 증가하여 통계적

Table 1.실험군의 분류

 군 분류  모델제작  처치물질  처치물질 용량

 N 아무처치하지 않음  Salin  0.25 ml/kg BW/day

 C  후두손상 시킴  Salin  0.25 ml/kg BW/day

 E1  후두손상 시킴  칡잎추출물(Kudzu)  0.25 ml (0.35 g/kg BW/day)

 E2  후두손상 시킴  칡잎추출물(Kudzu)  0.50 ml (0.70 g/kg B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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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볼 때 Heman-

Ackah는 후두 추출된 환자에서 일시적 체중 증감 현

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10) Simpson등은 성

대마비 환자에게서 생체 리듬변동 현상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 후두손상 시 체중증

가율, 식이효율이 낮게 나타난 점은 스트레스에 의

한 물질 대사에서 중심장기인 간장의 활성 등의 영

향이 미쳤을 것이며,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체

중증가율, 식이효율이 정상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후두손상을 완화시켜 정상에 가까운 물질대사

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투여 기간에 따라 대사율 및 관련 기전이 변

화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선 다른 연구들의 대사

에 관한 결과들이 상이한 것도10,12) 칡잎의 섭취형태,

용량 및 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 체내 기초대사에 영

향을 주었을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2. 장기의 무게 측정

적출한 장기의 간장, 비장 및 흉선의 무게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간장의 무게는 대조군에

서 정상군에 비하여 무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실험군(E1, E2)에서는

정상군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비장 및 흉선의 절대무게와 상대

무게에 있어서 모든 군에서 다소간의 증감작용은 있

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ehta 는 동물실험

Table 2. Water intake, food intake, body weight gain food and efficiency ratio of laryngoparalysis in rats treated with

Pueraria mirifica extracts

Group
Normal Control Experimental

N C E1 E2

Water intake (ml/day) 51.10±3.84a 45.24±3.02a 49.74±5.17a 49.16±2.44a

Food intake (g/day) 29.72±0.81b 26.98±1.32a 30.18±1.29b 30.62±0.69b

Body weight gain(g/day) 6.89±0.45b 5.65±0.42a 7.01±0.34b 7.08±0.48b

Food efficiency ratio1)(%) 23.45±1.21b 20.17±1.42a 23.33±1.40b 23.27±1.98b

Values are mean±SD of 6 rats.

N: saline (0.25 ml/kg BW/day) 

C: Laryngoparalysis + saline (0.25 ml/kg BW/day) 

E1: Laryngoparalysis + Kudzu 0.25 ml (0.35 g/kg BW/day) 

E2: Laryngoparalysis + Kudzu 0.5 ml (0.70 g/kg BW/day) 
1)Feed efficiency ratio(%) = (Body weight gain / Feed intake)×100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 of Pueraria mirifica extract on organ weight activity of laryngoparalysis inrats 

Group
Normal Control Experimental

N C E1 E2

Liver
12.09±1.29ab

2.86±0.22b

12.44±0.97b

2.92±0.15b

10.91±0.77a

2.58±0.15a

11.68±1.21ab

2.73±0.28ab

Spleen
0.84±0.18a

0.20±0.03a

0.81±0.13a

0.19±0.02a

0.90±0.11a

0.21±0.02a

0.87±0.16a

0.20±0.04a

Thymus
0.48±0.05a

0.11±0.01a

0.51±0.07a

0.12±0.01a

0.55±0.06a

0.13±0.02a

0.55±0.12a

0.13±0.03a

Values are mean±SD of 6 rats, unit: g.
1)Absolute weight: g. 
2)Relative weight: g/100 g body weight. 

N: saline (0.25 ml/kg BW/day) 

C: Laryngoparalysis + saline (0.25 ml/kg BW/day) 

E1: Laryngoparalysis + Kudzu 0.25 ml (0.35 g/kg BW/day) 

E2: Laryngoparalysis + Kudzu 0.5 ml (0.70 g/kg BW/day)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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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출물을 투여한 랫드의 간장, 비장, 신장의 장

기 무게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

으며,13) AL-Bekairi 등은 실험동물 랫드에서 장기 손

상 시 마늘추출물의 투여 후 심장, 폐, 간장, 신장,

비장의 무게측정에서 폐와 신장에서는 변화가 없었

으나 간장과 비장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1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칡잎

추출물은 장기의 무게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다소의

자극 및 경미한 작용은 있었지만 장기의 기능에 영

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3. 혈청의 코티졸, 에스트로젠, 프로제스트로젠 분석

스트레스 지표인자인 코티졸과 호르몬 지표인 에

스트로젠, 프로제스트로젠의 물질 변화는 Table 4과

같다.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코티졸 22.1%, 에

스트로젠 65.5%, 프로제스트로젠 38.0%,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분 변화를 보였다. 실험군(E1, E2)은 대

조군에 비하여 코티졸는 각각 18.8%, 15.9%, 에스

트로젠는 각각 66.2%, 56.3%, 프로제스트로젠는 각

각 35.9%, 23.8%, 정상군 수준으로 유의하게 변화

하여 스트레스인자 감소를 보였다.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해 스트레스 회복이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 하

였다. 후두손상으로 인한 음성변화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므로 정신적, 심리적 문제 등으로 더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스트레스물질이 더 심화되면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코티

졸은 스트레스성 반응에 따라 생리적 기능변화와 관

련성이 있는데, 혈청에 코티졸, 에스트로젠, 프로제

스트로젠 활성도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스트레스가

증가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혈청내 호르몬 변화를 보

면,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E1, E2)은 대조군에 비

하여 활성도가 정상군 수준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는데, 이는 선택한 추출물이 용량비의존형(반비례)으

로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후두 결찰로

인한 치료에서 심리치료와 병행 시 현저하게 회복됨

을 보고하였고,10) Yarcheski는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

변화에 대한 치료에서 Calcium- Vitamin 복용 시 개

선된다고 보고하였으며,16) 이러한 보고들로 볼 때 추

출물투여에 따른 호르몬의 분비, 생리기능의 활성화,

뇌 신경계의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으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표인 혈액내 호르몬성분 변

화에도 칡잎추출물투여로 인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과 후두손상인의 기능성식품의 가능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4. 뇌 조직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관찰

적출한 장기의 뇌 조직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측정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에 따르면 대조군의

뇌 조직 GFAP(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항체에

대한 신경조직 발현 부분에 비하여 정상군과 실험군

E1, E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염색성이 나나

났고 실험군간 E1, E2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

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신체의 각 기관들과 뇌 조직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은 95% 이상

이 신경계의 뇌와 척수에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중추, 말초신경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17) 최근의 연구

Table 4. Effect of Pueraria mirifica extract on the serum levels of Cortisol, ER, and PR activity of laryngoparalysis inrats

Group
Normal Control Experimental

N C E1 E2

 Cortisol 164.5±5.6a 200.4±8.1d 167.5±2.0ab 168.7±8.4bc

ER 42.4±3.7a 89.4±6.13d 41.9±2.69a 43.4±3.8ab

PR 248.0±26.4a 345.1±26.4d 255.8±16.6a 283.5±29.3b

Values are mean±SD of 6 rats, unit: IU. 

N: saline (0.25 ml/kg BW/day) 

C: Laryngoparalysis + saline (0.25 ml/kg BW/day) 

E1: Laryngoparalysis + Kudzu 0.25 ml (0.35 g/kg BW/day) 

E2: Laryngoparalysis + Kudzu 0.5 ml (0.70 g/kg BW/day)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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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추신경에도 신경줄기세포와 희소돌기아교세

포선조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경미한 신경계 질병을 앓는 경우나 심한스트

레스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치유 하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8) 그러나 신경줄

기세포나 희소돌기아교세포선조세포의 양이적기 때

문에 많은 양의 신경세포 손실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은 심각한 뇌 질병 및 인체의 각종 장기에

질병을 야기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

를 수도 있다.19)그러므로 자연 추출물을 이용한 신경

줄기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신경세포로의 분화,

신경성장인자의 분비촉진, 신경계세포의 기능유지 등

에 매우 효과 적절한 개선 방법으로 사용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5주령(200~220 g)의 Sprague-Dawley계

를 이용하여 후두손상을 유발시킨 후 칡잎추출물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에 나타나는 생리적 리듬과 스트

레스 인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정된 용량으로

1일 1회 일정한 시간대에 주 6회씩 5주간 경구투여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실험동물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

기 위하여 체중, 식이량, 음수량 및 식이효 율을 측

정한 결과, 음수량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낮

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이량, 체중증가량,

식이효율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

았으며 실험군은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적출한 장기의 간장, 비장 및 흉선의 무게를 측

정한 결과 간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무게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실험군(E1,

E2)은 정상군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비장 및 흉선의 절대무게와 상대무게

에 있어서 모든 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코티졸, 에스트로젠,

프로제스트로젠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분 변화를 보

였다. 실험군(E1, E2)은 대조군에 비하여 Cortisol,

에스트로젠, 프로제스트로젠 유 의하게 정상군 수준

으로 변화하여 스트레스 인자를 감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스트 레스 인자회복이 빠르게 나타남

을 확인 하였다.

4. 뇌조직의 면역조직화학적관찰 결과는 대조군의

뇌 조직 GFAP 항체에 대한 신경조직 발현 부분에

비하여 정상군과 실험군 E1, E2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성 있는 염색성이 나나났고 실험군간 E1, E2에서

는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칡잎추출물은 대

조군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칡잎추출물은 스트레스 개선제

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추가

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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