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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황과 가시오가피 복합추출물(OPB)이 난소 제 흰쥐의 

골 도  골 사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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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숙지황과 가시오가피 복합추출물 (OPB)이 난소 제 흰쥐의 골 도  골 사 변화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수행하 다. 13주된 20마리의 Sprague-Dawley 암컷 흰쥐를 조군과 실험군으로 나 었고, OPB의 골 도  골

사 변화에 한 효과를 찰하기 하여 난소 제 후 3일 후부터 OPB를 100 mg/kg씩 8주 동안 경구투여 하 다. pQCT 

방식으로 골 도, 골함유량, 골강도를 측정하 고, 청  CTx (C-telopeptide of type Ⅰ collagen)의 변화를 찰하 다. 

난소 제 후 조군의 골 도는 -29.8±3.0%로 히 감소하 으며, 이러한 감소는 OPB의 투여에 의해 -21.4±2.3%로 억제

되었다. 골강도의 변화에서는 anti-fracture 값과 anti-twisting 값이 조군에 비해 OPB 처리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한 청  골흡수 지표인 CTx 농도는 조군에 비해 OPB 처리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숙지황과 

가시오가피의 복합 추출물인 OPB가 난소를 제한 흰쥐에서 골 소실을 억제하므로 임상에서 난소 제 후 는 폐경 후 

골다공증의 개선제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주제어 : Bone mineral density, CTx (C-telopeptide of type Ⅰ collagen),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 Osteoporosis, 

        Rehmannia glutinosa Libosch 

1)Ⅰ. 서    론

  골다공증은 (osteoporosis)은 가장 일반 인 골의 

사성 질환으로 성별이나 연령층에 비하여 골 도

가 감소하고 골 의 감수성이 증가된 상태로 정의 할 

수 있으며
1)
, 낮은 골 도는 골다공증으로 발 될 수 

있는 가장 용한 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다2).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특히 빈발하며 

이는 에스트로젠의 분비 감소에 의하여 하게 골

량이 감소되는 질환이다. 골량의 감소는 개인차, 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 정도의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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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병 으로 과다하게 골량이 감소하여 일정치 이

하로 하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 이 생기게 된

다
3)
. 골다공증은 그 증세 자체보다는 골의 약화에 따

라 용이하게 래되는 각종 골 , 특히 퇴골 골  

는 척추골  등으로 장기간 활동을 제한하여 건강

한 생활을 할 수 없고, 결과 으로 노인층 사망의 

15%에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골세포의 활성에 의해 유발된 골질환의 치료나 

방의 목 으로 내인성 조 인자들 이외에도 여러 물

질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목 으로 재 사용되

고 있는 약물들은 일정한 약리작용을 나타내고 있으

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복용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

이 알려져 있어4-7), 새로운 작용  약물구조를 가지

면서 독성과 부작용이 으며 골다공증의 방 는 

치료에 효과 인 신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 이러한 신물질은 민간요법으로 로부터 사용되

어온 독성이 없는 천연물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연물로부터 신약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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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황 (Rehmannia glutinosa)은 삼과에 속한 약용

식물의 뿌리를 쪄서 말린 것으로 한방에서 약재로 사

용되고 있으며,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  증상이나 

월경이상, 어지럼증 등을 치료하고 각종 만성병  몸

이 허약하여 나타나는 내열 (內熱), 인후건조 (咽喉乾

燥), 갈증 등의 증상에 쓰여져 왔다. 한 지황은 약제

의 가공방법에 따라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으로 분

류된다. 즉, 지황의 근엽과 잔뿌리를 제거하고 흙을 깨

끗이 씻은 것을 생지황, 생지황을 말린 것을 건지황, 

생지황을 황주 는 백주에 넣고 구증구폭한 것을 숙

지황이라 분류하며, 이때 다른 성분이 분리되어 각각 

약리효과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8-10)

. 이 의 연구

에서 지황의 주요 성분으로 β-sitosterol, stigma-

sterol과 campesterol등을 포함하는 phytosteol류, 당

류, 아미노산, iridoid glycosides, inorganic elements, 

chryseoriol, luteoline, stachyose, verbascose, 

mannotriose, raffinose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11-13), 이 

 iridoid glycosides는 free radical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4-16).

  최근 연구결과 구기자와 숙지황 혼합 추출액이 간

암세포의 증식억제와 세포사멸을 (apoptosis) 유도하

다고 보고되었으며17), 숙지황 추출물이 superoxide 

radical, hydroxyl radical  hydrogen peroxide을 포

함하는 산소자유기에 한 제거효과를 가지며, 

cisplatin으로 유도된 HEI-OC1 auditory cells의 세포

손상을 억제함이 보고된 바 있다18). 한 지황, 참마 

(Dioscorea japonica THUNB),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 청미래덩쿨 (Smilax 

glabra ROXB),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질경이택사 (Alisma platago-aquatica var. orientale 

SAMUELS)와 자하거 (Hominis placenta) 등의 7가

지 생약제로 제조된 육미지황탕이 cyclooxygenase 

발  등을 조 함으로써 골흡수를 억제함이 보고되

었다19). 

  가시오가피 (Eleutherococcus senticosus)는 두릅

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오가피나무 (Acantho-

panas sessiliflorum Seeman)  그 동속 식물의 뿌리

와 기  가지의 껍질을 건조한 것으로,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오가피는 맛이 맵고 쓰며 따뜻

한 성질을 갖고 있고, 자양강장20), 강정, 진경  신진

사 활성작용이 있는 생약으로, 1960년  러시아의 

학자들이 자생식물인 가시오가피의 성분  약효 연

구를 시행하여 오가피나무  동속 식물의 연구가 활

발해졌다. 한 연구 결과 궤양의 억제
21)
, 항염작용 

22), 면역억제작용23-25)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 그 성분으로는 eleutherosides A-G로 동정된 화합

물이 주를 이루며
20)
, carotene, ligustrin, 7-methyl- 

6,8-dimethylcoumarineglycoside, galactoside, syrin-

garesinol di-o-beta-D-glucoside  caryophyllenol 

등 다종의 배당체와 chlorogenic acid, flavone, 정유, 

다당 등을 성분으로 함유하며, eleutheroside B 

(syringin)와 eleutheroside E (syringaresinol di-O-β

-D-glucoside; liriodendrin)가 오가피의 활성을 나타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26-28). 압에도 효과가 

있으며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삼과는 달

리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29)
. 최근에는 가

시오가피, Leuzea carthamoides, 홍경천 (Rhodiola 

rosea),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열매 등으로 

제조한 혼합 추출액이 화학치료를 받는 난소암환자에

서 하된 면역계를 증 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30).

  본 논문은 골흡수 억제  골형성 진 작용을 갖

는 물질을 찾고자 자생식물을 검색하던  두 종류의 

천연물 추출액을 혼합하는 경우 in vitro 실험으로 상

승효과를 확인하 으며 (출 비 ) 난소 제에 

의한 골다공증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정 혼합 비율

로 만들어진 두 천연물이 골 사에 련된 여러 인자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함으로써 골다공증에 한 

방  치료효과를 연구하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연구방법

1. 천연물의 추출  시료 조제

1) 천연물 원자재 구입

  본 연구에서는 숙지황과 가시오가피 두 종류의 천

연물을 실험에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숙지황은 

경북 안동의 풍산제약에서 제조한 숙지황을 구입하

여 지표물질인 5-HMF의 함량이 약 규격 (100 

mg/100 g)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가시오가피

는 국 동북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을 동 제약회사를 

통하여 편된 것을 구입 후 사용하 다.

2) 숙지황과 가시오가피 혼합추출물 (OPB) 제조방법

  숙지황과 가시오가피를 원재료 무게비 4 : 1(wt : 

wt) 비율로 200 g을 혼합하여 3 ℓ 추출기에 넣고 정

제수 10배수를 가하여 95 ～ 100℃에서 8시간 동안 

가열 추출하 다. 상기 추출액을 suction filter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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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과하여 진공감압 농축기로 40℃ 이하에서 농

축한 후 (수율 : 38.2%)을 얻어 냉장 보 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3) 품질 리방법 (지표물질 선정  확인)

  숙지황의 지표물질은 5-HMF(5-hydroxymethyl-2 

-furaldehyde)이고, 가시오가피의 지표물질은 Eleu-

theroside E이다. 지표물질 선정사유로는 숙지황은 

지황에 술을 가하여 증기로 어서 가공 처리한 약제

로서 가공과정에서 숙지황에 5-HMF가 생성되어 이 

생성된 물질의 함량으로 충분한 가공과정을 거친 지

표물질이 되므로 한약 에 숙지황의 지표물질로서 

규정되어 있다. 한 가시오가피는 Eleutheroside E

가 가시오가피의 표 인 약리성분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므로 Eleutheroside E를 OPB의 원료인 

가시오가피의 지표성분으로 선정하 다.

  HPLC를 이용한 지표물질 확인방법으로 숙지황과 

가시오가피의 HPLC 조건은 아래와 같다. 

∙숙지황

HPLC system (1515 Isocratic HPLC pump,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 Waters, Co., LTD, 

USA)

Column: Shim-pack VP-ODS (25 cm ⅹ 4.6 mm, 

5um), Shimadzu, Japan

Mobil Phase: 5% Acetonitrile (in DDW)

Flow rate: 1.2ml/min

Detected wave: 280nm

Retention Time: 11 min

Standard calibration Curve: Y = 110669X - 277.61 

(R2 =0.9999)

∙가시오가피

HPLC system (1515 Isocratic HPLC pump,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 Waters, Co., LTD, 

USA)

Column: Discovery C-18 column (15 cm ⅹ 4.6 

mm, 5um), Supelco, USA

Mobil Phase: 15% Acetonitrile (in DDW)

Flow rate: 1ml/min

Detected wave: 210nm

Retention Time: 7 min

Standard calibration Curve: Y = 139342X + 2417.1 

(R
2
 =1) 

(범  : 0.1ug～12.5ug/ml)

  따라서 숙지황의 지표성분은 5-HMF이며, 가시오

가피의 지표성분은 Eleutheroside E 

{(-)-Syringaresinol-4-4' -O-β-D-Diglucoside를 사

용하 으며, 최종 추출물의 지표성분 함량은 각각 

5-HMF 5.0 mg/g/dry weight와 Eleutheroside E는 

0.25 mg/g/dry weight 이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상

1) 실험동물  사육방법

  실험동물은 ㈜ 한바이오링크에서 구입한 생후 

13주된 몸무게 250 g 내외의 건강한 Sprague- 

Dawley 암컷 흰쥐 30 마리를 2주일간 동일 조건 (실

내온도 22℃±1, 상 습도 50±5%)하에 응시켜 사육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사료는 체 실험기간을 통

하여 rodent chow(5L79 rat & mouse 18% chow, 

manufactured for Charles River Laboratories; PMI 

Nutrition International Inc., USA)를 공 하 으며, 

사료와 물은 자유 섭취시켰다.

2) 골다공증 유발

  Ketamine (Keara 100 ㎎/㎏)과 2% Xylazine 

(Rompun 0.15 ㎖/kg)로 신마취 후 통법에 따라 제

모  술  무균처리 (10% povidone-iodine scrub 

followed by a 70% alcohol wipe)를 시행하 다. 흰쥐 

복측 앙에 1 ㎝ 가량의 개를 시행한 뒤 횡격막이

나 간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를 하며 자궁을 따라 난소를 확인하 다. 합용 실로 

난소를 결찰한 뒤 난소 제를 양측으로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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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제 후 각 장기를 복강 내로 재 치 시킨 후 

합용 실로 층별 합을 시행하 다. 수술 후 감염방지

를 해 항생제 (cefazolin 50 mg/kg)를 근육주사 하

다

3) 실험군 설정  약물투여

  실험동물 30마리는 난소 제  골 도를 측정하

여 20마리를 선택하고 골 도 평균이 유사한 10마리

를 2개 군으로 나 어 약물투여를 시행하 다. 난소 

제 수술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한 조군 (OVX)과 

난소 제 수술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한 후 OPB를 

100 mg/kg씩 존데를 이용하여 경구 투여한 실험군으

로 나 어 투여 하 다. 

3. 골 도 (BMD), 골함유량 (BMC), Bone 

strength index 측정

  골 도, 골함유량 그리고 Bone strength는 pQCT 

방식인 XCT Research SA. (Noland Stratec,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voxel size 0.1

mm x 0.1 mm x 1.0 mm로 먼  경골 (tibia)의 체 

모습을 scout scan하 으며 Scout scan을 통해 확인

된 경골의 이미지를 통해 성장 에서 2 mm 떨어진 

치에서 0.2 mm 간격으로 3개의 단면을 선택하여 

골 도 (trabecular bone density), 골함유량과 Bone 

strength를 측정하 다. 골 도 측정은 난소 제 , 

난소 제 후 1주, 2주, 4주 그리고 시료투여를 마친 8

주까지 동일 부 를 2회 이상 측정하 으면 골함유량

과 Bone strength 측정은 시료 투여를 마친 8주에 시

행하 다. 

4. 청  CTx (C-telopeptide of type Ⅰ 

collagen) 분석

  골 도 측정을 마친 8주째에 각 실험동물은 하룻밤

을 식시키고 CO2로 마취시킨 상태에서 복부를 

개하여 복  동맥에서 채 한 뒤 상온에서 30분간 방

치 하 다가 1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

은 청 (serum)을 분석 까지 냉동 보 하 다. 골

흡수 지표인 CTx 활성은 RatLaps ELISA kit 

(Nordic Bioscience Diagnostics A/S, OsteoPark, 

Denmark)으로 측정하 다.

5. 통계처리방법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각 실험군간의 평균치와 표

오차로 표시하 다. 각 군의 골 도 분석치는 수술

 분석치에 한 상  값으로 비교, 검증을 하 고 

2군간의 실험결과 분석은 Student’s t-test를 하여 유

의성 (p<0.05)을 검증하 다.

Ⅲ. 연구결과

1. 경골의 골 도 (bone mineral density)

  난소를 제한 후 8주간 각 군의 경골에서 골 도

를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냈다. 그 결과 조군 

(OVX)의 골 도는 1주부터 골 도가 계속 감소하여 

난소 제 이 에 비해 4주와 8주에 각각 -18.1±2.1%, 

-29.8±3.0%로 감소하 다. 난소 제 후 OPB 100 

mg/kg을 투여한 실험군은 4주와 8주에서 각각 

-14.7±2.2%, -21.4±2.3%로 감소하 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조군에 비해 골 도 감소가 억제됨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8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p<0.05). 

2. 골 함유량 (BMC; bone mineral Content)

  난소를 제한 8주 후에 pQCT를 이용하여 경골의 

골함유량을 측정하 다 (Table 1). OPB 군의 total 

BMC는 10.6±0.2 ㎎/㎜으로 조군의 10.1±0.1 ㎎/㎜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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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cancellous bone mineral density 

(BMD) in % measured pQCT following OVX 

and treatment with 100 mg/kg p.o of OPB. 

The values represent mean±S.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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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OVX OPB 100 mg/kg

Mean±S.E

Total bone

Bone area(mm2) 17.1 ± 0.2 17.7 ± 0.5

BMC(mg/mm) 10.1 ± 0.1 10.6 ± 0.2*

BMD(mg/cm3) 590.1 ± 5.6 600.1 ± 10.6

Cancellous bone

Bone area(mm2) 7.4 ± 0.2 7.4 ± 0.4

BMC(mg/mm) 1.7 ± 0.1 1.9 ± 0.1

BMD(mg/cm
3) 229.2 ± 14.2 252.6 ± 4.9

Cortical bone

Bone area(mm2) 6.4 ± 0.1 6.5 ± 0.1

BMC(mg/mm) 6.6 ± 0.2 6.7 ± 0.1

BMD(mg/cm
3) 1032.9 ± 4.8 1024.4 ± 6.5

Bone thickness (mm) 0.5 ± 0.0 0.5 ± 0.0

Periosteal circumstance (mm) 14.7 ± 0.1 14.9 ± 0.2

Endosteal circumstance (mm) 11.6 ± 0.1 11.8 ± 0.3

Bone strength index

Polar-axis(anti-twisting) 14.0 ± 0.6 16.2 ± 0.8
*

X-axis(anti-fracture) 8.1 ± 0.3 9.2 ± 0.5*

Y-axis(anti-compress) 7.9 ± 0.5 8.8 ± 0.3

Table 1. Effects of ovariectomy, OPB 100 mg/kg on 

pQCT densitometric parameter of the 

proximal tibia bone

  OPB군의 cancellous BMC는 1.9±0.1 ㎎/㎜으로 

조군의 1.7±0.1 ㎎/㎜에 비해 차이를 나타냈지만 통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OPB군의 cortical 

BMC 한 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3. Bone strength index

  난소 제 8주 후에 pQCT를 이용하여 bone strength

를 측정하 다 (Table 1). Anti-twisting index인 polar 

-axis는 OPB 처리군에서 16.2±0.8으로 조군의 

14.0±0.6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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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OPB on CTx in osteoporotic rats. 

The values represent mean±S.E.

  Anti-fracture index인 X-axis는 OPB군의 9.2±0.5

는 조군의 8.1±0.3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p<0.05), Anti compress index (Y-axis)

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4. 체  변화

  난소 제 이 부터 약물 투여 8주간 실험동물의 체

변화를 찰하 다 (Fig. 2). 약물투여 8주동안 

조군이 OPB 군에 비해 높은 체 증가를 보 지만,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CTx 분석

  청  CTx 농도는 Fig. 3에 나타냈다. CTx는 골

흡수 지표로 사성 골질환에서 골흡수 활동이 증가

될 때  농도가 증가한다.  CTx 농도는 조

군에 비해 OPB 군에서 낮게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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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   고찰

  골다공증은 골의 조성은 정상이나 골량이 비정상

으로 감소하여 병  골  (pathologic fracture)등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노화에 따른 골소실은 남녀 모두

에서 일어나지만 최  골량이 여성에서 고 폐경 후 

골 소실이 가속화됨에 따라 골다공증의 발생 빈도가 

여성에게 높게 나타난다. 폐경 후 골량의 감소로 발생

하는 골다공증의 정확한 기 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난소에서의 에스트로겐 생성의 감소로 골세포에 

의한 골흡수가 증가된 것이 하나의 원인 일 것으로 

추측된다31). 정상상태에서는 골형성과 골흡수가 균형

을 이루지만 골흡수가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하여 증

가되면 골소실이 발생하게 되며, 폐경 후 매년 총 골

량의 1～3%가 손실되어 수년 후에는 골  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32)
. 

  폐경기 골소실을 연구하기 해 실험동물이 갖추

어야 할 조건은 난소호르몬 결핍에 기인한 골소실이 

있어야 하고, 골 소실의 특징과 휴유증이 폐경기 여성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 흰쥐의 난소 제

술시 골 형성을 능가하는 골흡수 소견을 가진 골교체

율의 증가, 기에 속한 골소실이 있은 후 나 에 

완 한 골소실 시기가 따라온다는 이 폐경기 여성

의 골격반응과 유사한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의 골소실에 한 본 연구의 실험동물로는 난소 

제술을 시행한 흰쥐가 합하다고 할 수 있다33). 

한 폐경기 여성과 유사한 골격 특징을 가지기 해 

생후 13주 된 휜쥐를 선택하 다. 그러나 주령이 많은 

흰쥐는 난소 제 후 골 조직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장시간의 실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후 3개월이 

지난 성숙한 흰쥐로 실험을 하고 있으므로
34,35)

, 본 연

구에서도 생후 13주령이 지난 성숙한 흰쥐를 실험동

물로 선택하 다.

  본 연구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에서 보이는 부작

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은 자생식물인 숙지황과 가

시오가피를 4: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OPB를 난

소 제로 유발된 골다공증 동물인 흰쥐에 투여하여 

골의 흡수  형성 등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체 의 변화, 골 도의 변화, 골 함유량, bone 

strength, CTx의 변화를 측정하 다. 

  OPB가 체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

여, 각 군별로 8주간 체  변화를 측정하 으며, 조

군 비해 OPB 처리군에서 유의한 체  증가는 확인되

지 않았다. 따라서 OPB 처리가 흰쥐의 양 사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골

도에 미치는 향을 검사하기 하여 경골부 를 측

정하 으며, 조군의 골 도가 8주 동안 29% 골소

실이 있었고, 이는 pQCT를 이용한 Gasser
36)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숙지황과 가시오가피의 복합추출

물인 OPB를 투여한 경우 조군에 비하여 골 도 감

소를 유의하게 (p<0.05) 억제하 다.

  다음으로 골함유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OPB 투여 8주 후 경골에서 체 BMC, 해면골의 

BMC, 치 골의 BMC를 측정하 다. 본 연구결과 

체 BMC 에서 조군에 비해 OPB 처리군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해면골과 치

골의 BMC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골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pQCT에서 bone strength index를 경골에서 측정

하 다. OPB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anti-twisting 

index, anti-fracture index 모두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anti compress index

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

만, 조군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Bone 

strength index로 본 결과 OPB 처리가 골 도 뿐만 

아니라 골강도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골흡수 지표인 CTx 활성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난소 제 8주 후에  CTx 농도는 

조군과 OPB군에서 유의 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

다. 그러나 OPB 처리군에서 낮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아 OPB 투여로 인하여 골소실이 억제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in vitro 시험결과 OPB는 골세포의 

생성  활성을 조 하는 주요 단백질인 receptor 

activator of NF-kB ligand의 강력한 생리  억제제

로 알려진 osteoprotegerin 단백질의 분비량을 농도 

의존 으로 증가시켰으며, 골세포의 생성  활성

을 억제하 다
37)
. 한 본 연구에서 난소 제로 에스

트로겐 결핍에 기인하여 골 소실이 일어나는 실험동

물모델에서 OPB가 골 소실 감소를 억제 시키는 동일

한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 숙지황과 가시오가

피의 복합 추출물인 OPB가 난소를 제한 흰쥐에서 

골 소실을 억제하므로 임상에서 난소 제 후 는 폐

경 후 골다공증의 개선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 을 밝히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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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 of Herbal Formulation (OPB), Rehmannia Glutinosa Libosch and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 Extracts on Bone Density and Bone Biochemical Marker 

in Ovariectomized Rats

Jung-Keun Kim1, Se-Won Kim1, Byung-Eui Lee2, Hyeon-Hwan Hwang3, 

Jong-Seok Kwon
1, Seon-Yle K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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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venting effects of OPB (water extracts of Rehmannia glutinosa 

Libosch and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 on bone loss in ovariectomized rats. Twenty Sprague Dawley rats of 13 

week-ol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ontrol group (ovariectomized, OVX)) and experimental group (OVX + OPB). 

The preventing effects of OPB on bone loss, OPB were fed with 100 mg OPB/kg body weight from 3 days after 

ovariectomization. The duration of the treatment period was 8 weeks. All bone mineral density, bone mineral content 

indices and bone strength indices measured by peripheral quantitative computerized tomography (pQCT) and serum bone 

marker assessment were carried out at end of experiment. pQCT scanning showed that OVX indu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ancellous bone mineral density in the proximal tibia (-29.8 ± 3.0%). These decreases were significantly 

prevented by the administration of OPB 100 mg/kg (-21.4±2.3%. p<0.05). Bone strength indi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VX and OPB treated rats (anti-fracture, anti-twisting, p<0.05). These data suggest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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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of OPB inhibited the loss of bone in OVX rats. CTx level were lower than in the OPB-treated animals 

compared with OVX.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VX and OPB treated OVX rat. Our results 

suggest that OPB is effective in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bone loss induced by ovariectomy in rats.

Key words: Bone mineral density, CTx (C-telopeptide of type Ⅰ collagen),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 

            Osteoporosis, Rehmannia glutinosa Libos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