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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Methods :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istanches Herba herbal-acupuncture 

(CH-HA) at KI10 (Umgok) on osteoporosis induced by ovariectomy in mi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sults :  CH-HA at KI10 significantly inhibited the overgrowth of tibia, the elevation of serum osteocalcin 

level, the reduction of tibial Ca and P level, the increase of tibial osteoclast like cells, the reduction of tibial 

TBV (trabecular bone volume), the overgrowth of tibial GPL (growth plate length) in ovariectomized mice. 

NP at KI10 significantly inhibited the reduction of BMD (bone mineral density) in ovariectomized mice, but 

CH-HA did not.

Conclusion :  Taken together, CH-HA at KI10 has a protective or therapeutic effect for osteoporosis in 

ovariectomized mic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H-HA may be an useful therapeutics in clinical filed 

after further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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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다공증이란 낮은 골량과 골의 미세구조 

이상으로 골 에 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신성, 사성 골질환이다
1)
.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  폐경기 이후의 여성인구도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골다공증의 빈

도 한 증가하고 있다2,3).

한의학에서 골다공증은 ‘骨萎’, ‘骨痺’, ‘痺

證’, ‘虛勞’ 등의 범 에 속하며, 腎의 盛衰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 주

요 원인을 腎虛에 의한 骨髓의 不足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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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腎虛骨弱證’, ‘腎虛絡阻證’, ‘腎虛濕熱證’ 

등으로 변증하여 치료하고 있다
4-6)
.

육종용(Cistanches Herba)은 列當科(더부

살이과 Orobanchaeae)에 속한 다년생 기생

목으로, 性은 溫無毒하며, 味는 甘酸鹹하

다. 腎經과 大腸經에 들어가며, 補腎益精, 潤

燥滑腸하는 효능이 있다
7)
.

음곡(KI10)은 足 陰腎經의 合水穴로서, 

滋補肝腎의 效能이 있어 腎虛로 인한 각종 

증상을 主治한다
8)
. 

骨多孔症에 한 기존의 실험 연구로는 

獨活寄生湯9), 滋陰八味煎10), 歸腎丸11), 身痛

逐 湯
12)
 등의 한약복합처방을 이용한 연구

와, 加味獨活寄生湯과 志室․懸鐘 電鍼을 병

용한 연구13), 紅花子14), 人蔘15), 熟地黃16), 何

首烏
17)
, 巴戟

18)
, 接骨木

19)
 등의 單味劑를 이

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巴戟天
20)
, 紅花子․

鹿茸․紫河車21) 등의 약침이 골다공증 유발 

백서에 미치는 향에 한 보고가 있었다.

이에 자는 난소 출로 골다공증이 유발

된 생쥐의 음곡에 補腎益精, 潤燥滑腸하는 

효능을 지닌 육종용 약침을 시술하고 골다

공증과 련된 여러 인자들을 찰 분석하

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

다.

II. 실  험

1. 재료

1) 동물

4주령에 난소를 출한 7주령 암컷 ddY 

생쥐 (체  22±5g)를 (주) 앙실험동물(경기

도, 한국)로부터 공 받아, 실험당일까지 고

형사료(삼양사료,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

하고, 실온(22±2℃)을 유지하여 1주일간 실

험실 환경에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 방법

 1) 약침액의 제조  

유 등22)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사용

하여 약침액을 제조하 다. 분쇄기를 이용해

서 육종용 55 g을 분쇄하여 분말로 만들어, 

삼각 flask에 넣고 증류수 500 ㎖를 가하여 

3시간 동안 shaking water bath에서 유출한 

후, 유출액을 여과하 다. 여과액을 여과지

로 3회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에 감압

농축 하 다. 농축액에 95% ethyl alcohol 

30 ㎖를 가하여, 실온에서 교반한 후 방치하

여, 침 물이 생성되게 한 후 여과하 다. 

이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농축

한 후, 농축액을 다시 여과하 다. 이 여과

액에 85% ethyl alcohol 30 ㎖를 가하여 잠

시 교반 후 방치하여, 침 물이 생성되게 한 

후 여과하 다. 여과액에 75% ethyl alcohol 

30 ㎖를 가하고 교반한 후 방치하 다가 다

시 여과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하 다. 여과액

의 ethyl alcohol 성분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제거하고, 남은 농축액이 

20 ㎖가 되게 하 다. 1N NaOH를 이용하

여 농축액을 pH 6.8이 되도록 조 하고, 

4℃에서 12시간 방치한 후, 침 물을 제거하

기 해 syringe filter를 실시한 뒤, 총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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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20 ㎖가 되게 하 으며, 동결건조를 통

하여 1.931 g의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여

과된 농축액 1.25 ㎖에 PBS 48.75 ㎖를 첨

가하여 2.5%로 희석하여 약침액으로 사용하

다.

2) 세포독성 측정

정상 ddY 생쥐의 골세포 1×10
5
 cell/well

에 5%, 1%, 0.5%의 육종용 약침액을 처리

한 후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

률을 측정하 다.

3) 취

骨度分寸法에 의거하여 생쥐의 뒷다리에

서 인체의 음곡(Umgog; KI10)에 상응하는 

부 를 取하 다.

4) 실험군 분류  처치

ddY생쥐 9마리씩을 한 군으로 하여 

normal군(정상군), control군( 조군), N.P.군

(needle prick군), saline군(saline injection

군), CH-HA군(육종용약침군)의 5군으로 나

었다.

정상군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조군은 난소 출 이외의 처치는 하지 않았

다. Saline군은 난소 출 후 saline 0.2 ㎖를 

음곡(KI10) 상응부 에 注入하 다. N.P.군

은 난소 출 후, 음곡(KI10) 상응부 에 26 

gauge 주사기를 0.5 cm 정도 깊이로 자입

하고 즉시 제거하 다. 육종용약침군은 난소

출 후, 음곡(KI10) 상응부 에 2.5%의 육

종용약침액(CH-HAS) 0.2㎖를 자입하 다. 

N.P., saline 자입, 육종용약침 처치는 모두 

난소 출 4주 이후부터 8주간 주 3회 시행

하 고, N.P., saline 자입, 육종용약침 시술

은 실험동물의 後肢에서 음곡(KI10) 상응부

를 매 시술시마다 좌우 교 로 취하여 시

술하 다.  

5) 골다공증 평가

⑴ 체  측정

난소 출 4주 이후부터 실험 종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각 실험군의 실험동물의 체

을 측정하여 기록하 다.

⑵ 자궁 무게  자궁지수 측정

실험 종료 후, 각 실험군의 실험동물의 자

궁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 다. 자궁지수는 

실험동물의 몸무게에 한 자궁무게의 백분

율로 계산하 다.

uterus index =
uterus 무게 (g)

× 100
실험동물 체  (g)

⑶ 경골 길이  경골 회분 무게 측정

실험 종료 후, 각 실험동물의 경골을 출

하여 주  근육  연 조직을 제거한 다음 

경골의 길이를 측정하 다. 경골 회분의 무

게는 경골을 120℃에서 8시간 동안 건조시

킨 후, furnace (Lab companion, Korea)에

서 800℃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한 뒤 측정하

다.

⑷ 골 도 측정

실험 종료 후, 각 실험군의 실험동물의 경

골을 출하여 주  근육  연 조직을 제

거한 다음 24시간 동안 10%의 formalin에 

고정한다. 24시간 이후, 경골을 흐르는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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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은 후, PIXImus (Lunar meison,WI) 기기

를 사용하여 DEXA (dual-energy x-ray 

absorptionmetry)의 방법으로 골 도(bone 

mineral density, BMD)를 측정하 다. 

6) 청 분석

실험 종료 후, ethyl ether를 이용하여 실

험동물을 마취하고, 심장 채  법으로 액

을 채취하 다. 채 한 액에서 장을 분

리하여, (주)이원 임상검사센터( . 한국)

에 의뢰하여 청 ALP, calcium의 함량을 

측정하 다. 청  osteocalcin 함량은 

Mouse Osteocalcin ELISA Kit (Cat No. 

BT-470, Biomedical Tech. Inc., USA)와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ng/㎖의 단 로 

측정하 다.

7) 경골 내 Ca  P 함량 평가

경골을 출하여 주 의 근육조직들을 제

거한 다음, 경골을 120℃에서 8시간 동안 건

조시킨 후, furnace (Lab companion, 

Korea)에서 800℃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하여 

탄화시키고 HCl 500 ㎕에 완 히 용해시켰

다. 용해된 탄화 골 200 ㎕에 증류수를 10㎖ 

첨가하여 희석한 다음, 탄화 골의 단  무게 

당 칼슘과 인의 양을 측정하여 ㎎/g 단 로 

나타냈다. 칼슘과 인의 비율 Ca/P ratio (%)

은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Ca/P

ratio (%)
=  (

Calcium contents of tibia
)× 100

Phosphorus contents of tibia

8) 경골 내 osteoclast like cell 분석

각 군에서 취한 경골에서 골세포를 15 

㎖ tube에 모아, 차가운 PBS를 이용하여 세

척한 후 trypan blue를 사용하여 세포를 계

수한다. 계수한 골세포를 2×10
6
 cell/vial으로 

FACs 용 tube에 분주한다. 골세포  

osteoclast like cell의 비율을 확인하기 하

여 표식항체 MHC II 와 CD115를 반응시켜 

flow cytometry로 분석하 다.

9) 경골의 조직학  분석

(1) H&E 염색 분석

실험 종료 후, 각 군의 실험동물의 경골을 

취하여, 주변의 근육조직을 제거한 다음, 

10%의 formalin에 고정하고 paraffin에 박정

을 실시하 다. 박정한 조직을 (주)바이오톡

스텍(오창, 한국)에 의뢰하여 microtome을 

이용하여 5㎛으로 편하고 Hematoxylin 

and eosin염색을 실시하 다. 

(2) Histomorphometry

H&E 염색한 조직을 형 미경

(ECLIPSE E600, Nikon, Japan)을 이용하여 

찰한 후, digital camera (DXM 1200F, 

Nickon, Japan)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 하

고, ACT-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TBV (trabecular bone volume)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TBT 

(trabecular bone thickness)와 GPL 

(growth plate length)는 자동 조직분석 

로그램(I-solu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TBV 

(%)
= (

trabecular bone volume of sample section
)× 100

total bone volume of sampl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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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각 실험군에서 얻은 데

이터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PSS (14.0 KO)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군간 평균 비교를 하 다. 정상군과 조군

의 평균비교는 응 t-test를 사용하 으며, 

조군, N.P.군, saline군  육종용약침군의 

평균비교는 ANOVA test를 사용하 고, 사

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 다. 각 

실험군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신뢰도 95%이

상(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

하 다.

 III. 성  

1. 약침액의 세포 독성 

정상 생쥐로부터 얻은 골세포  조골세

포만을 취하여 육종용약침액을 여러 가지 

농도로 처리한 후 세포생존률을 확인하 다. 

육종용약침액을 처리한 경우 조군에 비하

여 조골세포의 생존율에 유의한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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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rat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H-HAS.

2. 골다공증 평가

1) 체  변화

실험동물의 몸무게를 주 1회 측정하 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몸무게가 

반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H-HA군에

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몸무게가 낮게 나

타났다(Fig. 2-A).

실험동물의 몸무게의 변화를 주간 단 로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

서 몸무게의 변화가 반 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CH-HA군에서는 normal군과 

control군에 비하여 몸무게의 변화가 게 

나타났다(Fig. 2-B).

A

27

29

31

33

35

37

39

41

1w 2w 3w 4w 5w 6w 7w 8w

B
o
d
y 

w
e
ig

h
t 
 (

g
)

Normal Control N.P. Saline CH-HA

B 

-3

-2

-1

0

1

2

3

4

1 2 3 4 5 6 7

B
o
d
y 

w
e
ig

h
t 
c
h
a
n
g
e
 (

g
)

Normal Control N.P. Saline CH-HA

Fig. 2. Effect of CH-HA on body weight 
increasing rate in ovariectomiz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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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 무게와 자궁 지수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자궁을 출하

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자궁 무게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NP군, saline군  CH-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자궁 무게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Fig. 3-A).

실험동물의 몸무게에 한 자궁 무게의 

백분율을 계산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자궁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NP군, saline군  CH-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자궁 지수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Fig. 3-B).

A

B

Fig. 3. Effect of CH-HA on the uterine weight 
and the uterus index in ovariectomized 
mice.

3) 경골 길이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경골을 출하

여 길이를 측정하 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경골 길이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CH-HA군에서 control군  saline군

에 비하여 경골길이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4).

Fig. 4. Effect of CH-HA on the tibial length in 
ovariectomized mice.

4) 경골 회분 무게

실험 종료 후, 실험 동물의 경골을 태워 

경골 내 회분 함량을 측정하 다. Control군

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회분함량이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CH-HA군

에서는 control군, NP.군  saline군에 비하

여 경골의 회분 함량이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Data not shown).

5) 골 도

실험 종료 후, 동물의 경골을 출하여, 

골 도를 측정하 다. Control군에서 normal

군에 비하여 골 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N.P.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골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CH-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골 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N.P.군에 비하여 골 도

가 유의하게 낮았다(Fig. 5).

Fig. 5. Effect of CH-HA on tibial BMD in 
ovariectomiz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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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 분석

각 실험동물에서 취한 청에서 alkaline 

phosphatase(ALP), osteocalcin, calcium의 

농도를 측정하 다. (Table 1).

Parame
ter

Norma
l Control N.P. Saline CH-HA

ALP
(IU/L)

187
±91.71
7

338.5
±57.651

317.5
±179.19
9

261.75
±153.048

196
±30.735

Osteoc
alin
(O.D.)

0.420
±0.12

0.586
±0.065

0.508
±0.06

0.646
±0.048

0.412
±0.074

†#

#

Calciu
m
(㎎/㎗)

7.35
±0.208

7.05
±0.835

7.9
±0.716

6.55
±0.719

7.5
±0.141

Table 1. Effect of CH-HA on various components 
in serum of ovariectomized mice.

1) Alkaline phosphatase (ALP)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청 

ALP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CH-HA군에

서 control군에 비하여 청 ALP가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Fig. 6).

Fig. 6. Effect of CH-HA on serum ALP level in 
ovariectomized mice.

2) Osteocalcin 

Osteocalcin의 농도는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

은 없었고, CH-HA군에서 control군  

saline군에 비해 청 osteocalcin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7).

Fig. 7. Effect of CH-HA on serum osteocalcin 
level in ovariectomized mice.

3) Calcium

각 실험군의 청 calcium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4. 경골 내 Ca  P 함량 평가

각 실험군의 경골을 회분하여 얻은 시료

를 이용하여 경골 내 Ca  P 함량과 Ca/P 

ratio를 측정하 다(Table 2).

Group
Levels in tibia (mg/g bone)

Ca/P ratio (%)
Ca levels  P levels

Normal 96.89±5.55 20.30±2.81 482.7±57.02

Control 74.56±10.61* 17.76±2.31 419.57±14.88

N.P. 89.62±5.64 20.09±1.19 446.14±12.64

Saline 122.12±3.13†††‡‡‡ 26.96±1.71†††‡‡ 465.38±32.86

CH-HA 104.49±6.11†††# 25.24±2.06†††‡ 418.28±22.75

Table 2. Effect of CH-HA on Ca, P, Ca/P ratio 
in tibia of ovariectomized mice.

1) Calcium

각 실험군에서 취한 경골을 회분한 뒤, 경

골 내 calcium의 함량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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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calcium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Saline군에서

는 control군  N.P.군에 비하여, CH-HA

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calcium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 8).

Fig. 8. Effect of CH-HA on tibial Ca level in 
ovariectomized mice.

2) Phosphorus

각 실험군에서 취한 경골을 회분한 뒤, 경

골 내 phosphorus의 함량을 측정하 다. 

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경골내 

phosphorus의 함량이 약간 감소하 으나 통

계  유의성은 없었다. Saline군에서는 

control군  N.P.군에 비하여, CH-HA군에

서는 control군  N.P.군에 비하여 경골내 

phosphorus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Fig. 9).

Fig. 9. Effect of CH-HA on tibial phosphorus level 
in ovariectomized mice.

3) Ca/P ratio

각 실험군에서 취한 경골을 회분한 뒤, 경

골 내에서 calcium과 phosphorus의 비율을 

측정하 다. 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하

여 Ca/P 비율이 약간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CH-HA군에서는 control

군에 비하여 Ca/P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Table 2).

5. 경골 내 osteoclast like cell 분석

경골 내 osteoclast like cell의 비율을 flo

w cytometry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Control군에서 MHCII+/CD115+세포의 비율

은 5.47±0.4로 나타나 normal군의 2±0.079에 

비하여 하게 증가하 으며, CH-HA군

에서는 2.42±0.52로 나타나 control군, N.P.

군  saline군에 비하여 감소하 다(Fig. 1

0).

Fig. 10. Effect of CH-HA on osteoclast like cell in 
tibia of ovariectomized mice.

경골 내 osteoclast like cell의 비율을 flo

w cytometry assay로 측정하여 군간 비교

한 결과, control군에서 osteoclast like cell 

비율은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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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CH-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11). 

Fig. 11. Effect of CH-HA on osteoclast like cell in 
tibia of ovariectomized mice.

6. 경골의 조직학  분석

1) H&E 염색 분석

실험동물의 경골조직을 편하여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실시

하 다. 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골 내부에 pore가 많이 나타났고, 지주골이 

게 분포하 다. CH-HA군에서는 control

군, N.P.군  saline군에 비하여 pore의 생

성이 감소되었으며, 지주골도 normal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Fig. 12).

Fig. 12. Histological analysis (H&E stain) of tibia  
in ovariectomized mice 

2) Histomorphometry

실험동물의 경골조직을 편하여 H&E 염

색을 한 후, 자동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주골량(TBV), 지주골의 두께(TBT), 성장

의 길이(GPL)를 측정하 다.

⑴ TBV (trabecular bone volume) 

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해 지주골량

(TBV)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CH-HA

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지주골량

(TBV)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 13).

Fig. 13. Effect of CH-HA on the trabecular bone 
volume of tibia in ovariectomized mice.

⑵ TBT (trabecular bone thickness)

 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TBT

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CH-HA군에서

는 control군에 비하여 TBT가 증가하 으

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Fig. 14).

Fig. 14. Effect of CH-HA on the trabecular bone 
thickness of tibia in ovariectomiz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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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PL (growth plate length) 

 Control군에서 normal군에 비해 성장

의 길이가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CH-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

여 성장 의 길이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15).

Fig. 15. Effect of CH-HA on growth plate length 
of tibia in ovariectomized mice.

IV. 고  찰

골다공증이란 낮은 골량과 골의 미세구조 

이상으로 골 에 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신성 골질환으로서, 사성 골질환  가장 

흔한 질환이다1).

골강도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골다공증

은 폐경기 여성에서 많지만 의 탈회

(demineralization)가 동반되는 질환 혹은 주

된 험인자가 있는 남성  여성에도 발생

한다23,24).

골다공증은 크게 일차성과 이차성 골다공

증으로 나 는데, 이차성 골다공증은 약물복

용이나 각종 내분비 질환에 의해 생기는 골

다공증이고, 일차성 골다공증은 폐경(1형 골

다공증, 폐경기 골다공증)과 노화(2형 골다

공증, 노인성 골다공증)에 의한 생리  골소

실  유 인 소인, 그릇된 생활습  등 

환경 인 요인과 호르몬의 부조화 등이 복

합 으로 작용하여 래되는 골다공증으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25). 

성인의 골 도는 태아에서 성장기에 걸쳐 

형성된 최 골량과 이후의 골소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성장기까지의 최  골량 

형성 과정과 골의 재형성 과정에서의 이상

은 골다공증의 유발 요인이 된다
27)
. 비록 유

인 요인이 최 골량 형성과 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8)
, 칼슘 

 비타민D 섭취, 육체  활동 등의 환경요

인도 요하다29).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는 기 질환의 처지 

 성기 골 의 치료가 포함된다. 골다공

증의 방을 해서는 우선 으로 운동, 

험인자 감소 등의 생활습 의 교정과 함께 

칼슘,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하며, 골다공

증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재 

골다공증의 치료  방에 사용되는 약제

는 골흡수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에스

트로겐, 선택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조

제, 칼시토닌이 있으며, 유일한 골합성 제제

인 부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다
23,30-32)

. 그러

나 이러한 약재들은 유방암, 뇌졸 ,  

색 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

갑상선 호르몬 제제의 경우 치료기간이나 

용량에 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

이다. 한, 치료 단시 골소실 정도가 시

간에 따라 치료 이 의 수 으로 되돌아가

는 등의 문제 들을 안고 있다30,33).

韓醫學 文獻上 骨多孔症이라는 病名은 없

으나, 골다공증은 骨의 脆弱한 상태를 나타

내는 ‘骨枯’, ‘骨極’ 등의 병명과 가장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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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6)
, ‘骨痿’, ‘骨痺’, ‘痺證’, ‘虛勞’ 등의 범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5)
.

骨多孔症은 五臟六腑 中 腎과 직 인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34,35)
. 

『素問․宣明五氣論』에서는 “腎主骨”이라 

하 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腎

主骨髓”라 하 으며, 『靈樞․經脈篇』에서

는 “人始生, 先成精, … 脈道以通, 血氣乃行”

이라 하 다. 즉, 腎이 骨髓를 主管하고 腎

精이 人體의 生長發育을 진시키므로, 腎精

이 充足하면 骨髓가 豊富해지고 骨格이 생

장하고 견실해 진다고 하여, 骨과 腎의 生理

를 하게 연 시키고 있다
36,37)
.

『東醫再活醫學科學』
4)
에서는 골다공증을 

腎陽虛型, 腎陰虛型, 氣血不足型, 風邪偏勝型

의 4가지로 분류하 다. 이  “腎主骨”의 

原理에 의하여 腎虛를 골다공증의 주요 원

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腎陽 는 腎陰의 

不足으로 구분하고, 그 외 肝․脾의 등의 虛

證을 兼하거나 氣血의 虛證을 兼하는 것으

로 보았다39).

이 등에 따르면, 骨多孔症과 有關한 骨疾

患의 치료에 다용된 경락으로는 足太陽膀胱

經, 足 陰腎經, 足 陽膽經 등이 있으며, 그 

 足 陰腎經은 직 으로 骨髓를 濡養하

는 작용을 수행하여 骨多孔症의 치료와 

방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39).

약침요법은 신침요법의 일종으로 주

사요법이라고도 하며, 경락학설과 약물이론

에 근거하여 환자의 질병에 상응하는 경

과 약물을 선택하고 약침액을 경 내에 자

입하여 경 과 약물이 질병에 해 종합

인 작용을 발휘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으로
40)
, 약물의 흡수가 빠르고,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처치할 수 있으며, 환처에 

처치할 수 있는 등의 장 이 있다8,41).

음곡(KI10)은 足 陰腎經의 經穴로 膝下

內輔骨後大筋下 筋上에 치한다. 足 陰

의 合水穴이며 自性穴로서, 滋補肝腎의 效能

이 있어 腎虛에 의한 骨髓의 不足으로 인한 

骨多孔症  股關節痛, 膝關節炎, 膝不能屈

伸, 膝股內側痛 등을 主治한다8).

육종용(Cistanches Herba)은 列當科(더부

살이과 Orobanchaeae)에 속한 다년생 기생

목인 육종용(Cistanches desertocola Y.

M)과 同屬 近緣植物인 肉質莖을 건조한 것

으로, 性은 溫無毒하며, 味는 甘酸鹹하고, 腎

經과 大腸經에 入하며, 補腎益精, 潤燥滑腸

하는 효능이 있어서 男子陽痿, 女子不孕, 帶

下, 崩漏, 腰膝冷痛, 血枯便閉 등을 치료한다
7). 腎은 骨을 主하므로 腎經으로 入하여 補

腎益精하는 육종용은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골다

공증 실험동물모델로는 크게 난소 출모델

과 신경 단에 의한 immobilization 모델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 corticosteroid 제제

로 유발시킨 모델도 사용되고 있다. 이  

난소 출에 의한 골다공증 모델은 형 인 

estrogen 결핍성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주

로 폐경기 후 래되는 여성의 골다공증에 

을 둔 치료제의 개발에 용된다
42,43)
.

이에 著 는 腎虛의 범주로 악할 수 있

는 骨多孔症에, 補腎益精의 효능이 있는 육

종용의 활용이 합하리라 생각되어, 卵巢摘

出로 estrogen 결핍성 골다공증이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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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鼠의 陰谷에 육종용 藥鍼을 시술한 후 골

다공증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정상 생쥐의 조골 세포에 육종용 약침액

을 여러 가지 농도로 처리한 후 세포생존률

을 확인한 결과, 육종용 약침액(CH-HAS)은 

조골세포의 생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Fig. 1).

Estrogen의 결핍과 체 과의 상 계에 

해서, Kalu 등44)은 난소를 제거한 생쥐의 

체 은 증가하고 estrogen의 투여는 체 증

가를 억제한다고 하 고, Yamazaki 등
45)

은 

白鼠의 난소를 제거하면 체 이 증가하는데 

체 증가의 부분은 체내지방질의 축 에 

기인한다고 하 다
46)
. 

본 연구에서, 실험기간동안 매주 실험동물

의 몸무게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찰한 결

과,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몸무게가 

반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육종용 약침군

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몸무게가 낮게 나

타났다(Fig. 2-A, B). 따라서 음곡 육종용 

약침은 estrogen의 투여와 마찬가지로, 난소

출 백서의 체 증가와 지방축 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子宮內膜  子宮筋은 estrogen에 의존

이고, estrogen은 난소에서 분비되므로 난소

가 제거되면 子宮萎縮現象이 발생하게 된다
47,48). 따라서 자궁 축은 난소 출술의 성

공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자

궁을 출하여 자궁무게를 측정하고 실험동

물의 몸무게에 한 자궁무게의 백분율을 

환산한 결과, 조군에서 정상군  수술

군에 비하여 자궁 무게와 자궁지수가 유의

하게 감소하여 난소 출로 인한 자궁의 구

조  퇴행이 유발되었음을 시사하 다. 육종

용 약침군의 자궁 무게  자궁지수는 모든 

실험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음곡 육종용 약침이 난소 출로 인한 

자궁의 퇴행을 억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Fig. 3).

난소를 제거한 후 나타나는 골소실은 

estrogen의 감소와 한 계가 있다. 보

고에 의하면 estrogen이 결핍된 생쥐에서는 

골형성의 감소, 골흡수의 증가, 해면골과 피

질골의 골량 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49).

본 실험에서 경골내 회분함량은, 조군에

서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고 육종용약침군에

서 모든 실험군에 비해 감소하 으나, 모두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경골의 골 도 측정 결과에서는, 조군에

서 정상군  수술군에 비해 골 도가 유

의하게 감소하여 난소 출로 인한 estrogen 

결핍으로 골소실이 증가하 음을 보여 주었

다. 육종용 약침군의 골 도는 조군에 비

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N.P.군의 골

도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 

즉, 음곡 자극이 난소 출 백서의 골소실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음곡이 

足 陰腎經의 合水穴로서 補肝腎 强筋骨하

는 효능을 지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ALP는 골아세포가 골형성을 하는 동안 

생성되어 그  일부가  에 분비되는 

효소이다. 이는 임상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

는 골형성 표지자로
49)
, 간담도계 질환, 골질

환 등에서 증가한다. 골질환으로 인한 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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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골신생이 있는 경우로, 주로 골

괴가 일어나는 질환 는 골 괴에 수반하

여 골신생이 일어나는 경우이다50). 한 난

소 제 후 ALP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1)
.

본 실험에서 청 ALP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에서 상승하고 육종용약침군에서 

조군에 비해 감소하 으나, 모두 통계  유

의성은 없었다(Fig. 6).

Osteocalcin은 bone Gla-containing(BGP)

으로도 알려진 γ-carboxyglutamic acid(Cla) 

2～3 잔기를 함유한 amino산 49개로 된 분

자량 약 5.9kDa인 peptide이다. 이는 골 

matrix의 비 collagen 단백으로 골  는 

에 존재한다. 단백  glutamic acid는 

Vit. K 의존성 carboylase의 작용으로 γ

-carboxyglutamic acid(γ-Cla)로 되어 Ca 

결합능이 있다. 최근 이  BGP는 골

사 회 의 지표, 특히 골형성의 생화학  지

표로 여러 가지 사성 골질환에서 측정되

고 있다. 골 사 회 이 항진되면  

level이 증가하며, 종래 골 사 marker로 사

용된  ALP나 요  hydroxyproline 보

다도 골 사회 을 정확하게 반 하는 지표

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加齡에 따라 

BGP는 태생기 골형성이 시작되면서 증가하

기 시작하여 소아에서는 높고 사춘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감소하여 성인 

이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 증가하는데, 이는 폐경 후 골조

송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골조

송증에서의  BGP에 해서는 기 범

에 있는 것, 고농도를 보이는 것, 반 로 

농도를 보이는 것 등 여러 가지 보고가 있

으나, Ⅰ형 골조송증이라고 알려진 폐경 후 

골조송증은 골 사회 이 빠른 고회 형

(high turnover)에 속하는 것으로, 청 

BGP의 농도가 높아진다
50)
. 폐경이 된 여성

을 아무 치료 없이 골 도를 측정하면서 

2～4년을 추  찰한 결과  

osteocalcin이 가장 좋은 골교체율의 생화학

 지표 다는 보고가 있었고52), 폐경 후 2

배 정도 증가된 osteocalcin 수치가 에스트

로겐을 투여하면 다시 폐경  수치로 회복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3), 폐경기 골감

소증 여성에게 에스트로겐 요법과 flucalcic 

effervescent 병합치료 후 osteocalcin이 감

소되었다는 보고도 있다54). 

본 실험에서 청 osteocalcin은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에서 농도가 증가하 으나 유

의성이 없었고, 육종용 약침군에서는 조군 

 saline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7). 따라서 음곡 육종용 약침이 난소

출 생쥐의 골다공증에서 골흡수과정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육종

용의 약리  작용을 통하여 발휘된 것으로 

사료된다.

Calcium(Ca)은 생체내 약 1kg 정도 존재

하는데 그  99.9%가 에, 나머지 0.1%는 

세포외액 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포내 Ca는 세포외액의 약 1/1000 정도를 

유지하며 세포상호작용, 액응고, 신경 달, 

근수축, hormone 자극 달 등의 요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50)
. 정상 으로 세포외액

의 칼슘농도는 매우 정 하게 조 되어 정

상수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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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포외 Ca의 농도가 감소하면 Ca를 분

비하고, 과량의 Ca는 다시 장하는 칼슘 

장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55). 

골의 격한 괴나 성 불용성 골 축의 

경우에 청 Ca이 증가하며
50)
, 난소 출 후

에도  Ca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56)
.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난소 출  

음곡 육종용 약침에 의한 청 calcium 농

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골격은 칼슘염의 침착에 의해 신장된 거

친 유기기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 으로 

경골은 30%의 기질과 70%의 염으로 이루

어져 있고 새로 형성된 골격의 경우는 염에 

비하여 기질의 함유량이 더욱 높다. 골격의 

유기기질은 90～95%가 collagen 섬유로 이

루어져 있고 그 나머지는 기반물질이라고 

불리어지는 균일한 젤라틴 성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골격의 유기기질에 침착하는 결정

성 염은 주로 Ca와 P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의 결정성 염은 수산화인회석이다. 

Ca의 경우는 상기한 것과 같이 인체 내 칼

슘의 거의 부분이 골격에 장된다. P 

(phosphorus)은 모든 세포의 요한 구성성

분이면서 에 지 사, 근수축, 조직으로의 

산소공  등에 여하며 건강성인의 체내 

총량은 500～800g 정도이며, 그  80～90%

는 골에, 15%가 근육에 존재한다
50)
. 

본 연구에서 경골내 Ca 함량이 조군에

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고, 

육종용 약침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증가하 다(Fig. 8). 한 경골내 P 함량

의 경우도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감소

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고, 육종용약

침군에서는 조군  N.P.군에 비하여 경

골내 phosphorus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 9). 따라서 음곡 육종용 약침이 난소 

출로 감소된 골내 Ca함량과 P함량을 회

복킨 것으로 사료된다.

골내 Ca/P ratio는  hypomineralization 

bone loss, aging 등에서 감소하며 한 섭

취하는 음식물에 따라 변할 수 있다55).

본 실험에서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경골내 Ca/P 비율이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고, 육종용 약침군에서는 조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0). 따라서 음곡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 생쥐의 골다공증에서 경골내 Ca/P 

ratio의 감소를 유의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격은 골아세포에 의하여 지속 인 침착

이 일어나고 골세포가 활성화된 부 에서

는 지속 인 흡수가 일어나는데, 성숙되는 

모든 골격에서 골아세포의 활성도는 지속

으로 유지되며, 성장 인 골격을 제외하고

는 골침착률과 골흡수률은 동등하여 골격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30～45세 

이후 이러한 균형은 깨지고 흡수가 침착을 

능가하게 된다. 과도한 골소실은 골세포의 

기능 증가와 혹은 조골세포의 기능 감소 때

문에 일어날 수 있다
55)
.

본 실험에서 경골 내 osteoclast like cell

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조군에서 정상군

에 비하여 osteoclast like cell 비율이 유의

하게 증하 다. 육종용약침군에서는 조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11).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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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음곡 육종용 약침이 난소 제에 따른 

골세포의 활성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은 조직학 으로 골피질이 얇아

지고 골지주(trabecula)의 수량과 크기가 감

소되며 하버시안 계(Haversian system, 

osteon)와 골수강이 넓어지는 소견을 보인다
1)
. 

본 실험에서 H&E 염색을 통해 찰한 백

서의 경골 조직 편에서는 조군이 정상

군에 비해 골 내부에 pore가 많이 나타나고 

지주골이 게 분포하 고, 육종용 약침군에

서는 조군, N.P.군  saline군에 비하여 p

ore의 생성이 감소되었으며, 지주골량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자동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골 내 TBV(지

주골량)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 고, 육종용 약침군에서는 조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 13). 

따라서 음곡 육종용 약침이 난소 출 생쥐

의 골다공증에서 골조직을 보호하고 지주골

량을 증가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Estrogen 등의 성호르몬은 남녀 모두에서 

사춘기 골단 폐쇄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2

6)
 난소 출로 인해 성호르몬이 억제된 생

쥐에서는 골의 길이 성장이 증가한다57).

본 실험에서 경골의 길이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고 육종용

약침군에서 조군  saline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감소하 다(Fig. 4). 자동분석 로그

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골 내 성장  길이

(GPL)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

하 으나 유의성이 없었고, 육종용 약침군에

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15). 즉, 음곡 육종용 약침이 경골의 

길이성장을 유의하게 억제하 고, 성장  길

이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난소 출에 따른 

성호르몬 결핍을 보상할 가능성을 시사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음곡 육종용 약침은 난

소 출로 골다공증이 유도된 백서의 경골내 

Ca 함량과 골 도, 경골조직내 지주골량을 

증가시켰으며,  osteocalcin을 감소시키

고, 경골내 성장 의 길이를 감소시켜, 난소

출로 인한 호르몬 부족을 보상하고 골손

상을 억제하며 골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여기에는 음곡의 경  특이성과 육

종용의 약리  특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기 에 해서는 향

후 더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V. 결론

음곡 육종용 약침이 난소 출로 유발된 

생쥐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

되는 경골의 과도한 성장을 유의하게 억

제하 다. 

2. 음곡 NP(needle prick)자극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되는 골 도의 감소를 유의

하게 억제하 다.

3.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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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osteocalcin의 증가를 유의하

게 억제하 다.

4.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

되는 경골 내 Ca 함량과 P 함량의 감소

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5.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

되는 경골내 osteoclast like cell의 증가

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6.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

되는 경골 내 지주골량의 감소를 유의하

게 억제시켰다. 

7.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에 의해서 유도

되는 경골 내 성장  길이의 증가를 유

의하게 억제시켰다.

이상의 결과, 음곡 육종용 약침은 난소

출 생쥐의 모델에서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일련의 증상들을 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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