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8(12), 1718～1723(2009)  DOI: 10.3746/jkfn.2009.38.12.1718

Phenylhydrazine으로 유도한 용 성 빈  흰쥐에 한 녹용 추출물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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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tection of the extracts from four parts of deer antler in an anemia model 
induced by intravenous injection of phenylhydrazine·HCl (PHZ) at 10 mg/kg for 4 days. After PHZ injection, 
female Sprague-Dawley rats were administrated partial deer antler extract (200 mg/kg/day, p.o.) daily for 1 
week. Results showed that sever hemolysis was induced by PHZ. For antler extract-treated groups, the 
concentration of hemoglobin, hematocrit and red blood cells number increased much more significantly than 
PHZ-treated group. Upper antler extract-treated group was more remarkable than other parts in suppressing 
the increase of reticulocyte in whole blood. Moreover, antler extract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improved serum 
erythropoietin concentration. The activity of δ-aminolevulinic acid dehydrates (ALAD) in liver homogenate was 
increased in antler extract-treated groups, especially middle and base extract-treated group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These results could be concluded that the deer antler extract improved anemia induced by PHZ 
injection through improving hematological values, serum EPO value, ALAD enzym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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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녹용은 매화록(Cervus nippon Temminck) 는 마록

(Cervus elaphus L)  동속 근연동물의 털이 생되고 골질

화 되지 않은 어린 뿔을 일컬으며, 국을 비롯하여 우리나

라에서는 한의약에서 가장 진귀한 보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다(1). 녹용의 주요 성분은 여러 유리 아미노산과, 다당류, 

glycosaminoglycans, hyaluronic acid, keratin, sialic acid, 

cholesterol, 지방산, 인지질, 무기질 성분 등을 함유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 녹용의 부 별 유효성분의 분포를 살펴

보면, 화학성분의 지표인 콜라겐, 회분, 칼슘을 비롯한 무기

질 성분은 녹용의 하 부 로 내려갈수록 그 함량이 증가되

고, 단백질, 지방, glycosaminoglycans, sialic acid, uronic 

acid 등의 활성성분 함량은 감소한다(3,4). 한 녹용은 빈 , 

염, 국소화상, 불면증,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압 강하, 

항당뇨, 항노화, 항염증, 면역강화, 조 작용, 항암효과 등 

여러 생리학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5-7).

빈 은 순환 구의 결핍 는 구 내 헤모 로빈 

양의 감소로 산소운반 능력이 감소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순

환 액 내 구수(RBC), 색소량(hemoglobin) 는 

구 용 (hemotocrit)이 정상 이하로 감소된다(8). 발생 원

인에 따라 출 성 빈 (hemorrhagic anemia), 색소 감소

성 빈 (hypochromic anemia), 재생 불량성 빈 (aplastic 

anemia), 용 성 빈 (hemolytic anemia) 등으로 분류된다

(9). 빈 동물 모델은  철분 식이, 비타민 B12  엽산 결핍

과 같은 식이성 요인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유도시

간이 소요되므로 일반 으로 항암제로 사용되는 cyclo-

phosphamide(CYP)나 phenylhydrazine(PHZ)을 이용하여 

빈 을 유도하고 있다(10,11). PHZ은 강한 산화제로, 자동산

화로 생성된 ROS와 phenyldiazene, phenylhydrazyl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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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diazonium ions 등의 PHZ 사물은 구의 단백

질과 인지질 막에 산화  손상을 일으키고, 헤모 로빈을 

산화시켜 심각한 용 성 빈 을 일으킨다(12-14). 일반 으

로 빈  치료는 수  는 합성된 recombinant human er-

ythropoietin(rHuEPO)이 사용되고 있으며, 약물의 투여로 

구증가  증세 호 의 효과는 기 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일시 이어서 근본 인 질환의 호 은 기 할 수 없다(15). 

빈  치료  조 효과에 한 녹용의 실험  연구는 Kim 

등 외 많은 연구를 통하여 구수 회복과 조 인자의 활성 

증가에 한 녹용의 조 작용 기 을 어느 정도 밝힌 바 있

으나(16-18), 녹용의 부 별 효능에 한 비교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HZ으로 빈 을 유발한 실

험동물에 한 부 별 녹용 추출물의 조 작용을 비교하고

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4 주령의 암컷 Sprague-Dawley계 흰쥐를 ㈜ 한바이오

링크(음성군, 한민국)에서 구입하여 표 사료와 물을 충

분히 공 하면서 항온항습 환경인 온도 20±2oC, 습도 

50±5%, 12시간 주기로(08:00～20:00) 명암을 자동 조 하

여 실험실 환경에 응시켰다. 

부 별 녹용 추출물 제조

엘크 녹용을 낙각 후 85일 후에 각하여 즉시 냉동시킨 

녹용의 부 별 편을 농장에서 구입하 다. 분골, 상 , 

, 하 의 부 별 녹용 편 100 g에 1.5 L의 증류수를 가하

여 3시간 동안 끓인 후 여과하여 여과액이 100 mL가 될 때까

지 농축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빈 유발  약물투여

실험군은 조군, PHZ 처치 빈  조군, PHZ 처치 약물

투여군 즉, PHZ 처치 후 각 부 별(분골, 상 , , 하 ) 

녹용 추출물 200 mg/kg을 투여한 군으로 하여 6군으로 나

었다. PHZ 처치군은 생리식염수에 녹인 PHZ을 10 mg/kg의 

농도로 흰쥐의 꼬리정맥에 4 일간 주사하 으며, 부 별 녹

용 추출물은 PHZ 투여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경구투여 

하 다. 

식이효율

모든 실험동물의 식이와 물의 공 은 자유 섭취 방법으로 

하 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 고, 체

은 2일 간격으로 측정하 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실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총 실험 기간 

동안의 체 증가량을 식이섭취량으로 나 어 산출하 다. 

액분석

항응고제인 EDTA가 코 되어 있는 vacutainner에 액

을 채취하 다. (whole blood)은 구수(red blood 

cell, RBC), 색소(hemoglobin, Hb), 구 용 (hematocrit, 

Hct), 평균 구 용 (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 구 색소 농도(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등을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ADVIA 120, Bayer, Tarrytown, NY, USA)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Erythropoietin(EPO) 측정

청 EPO 농도 측정은 EPO-TracTM 1251 RIA kit 

(DiaSorin, Stillwater, USA)를 이용하여 RIA 방법(Radio-

immunoassay)으로 분석하 다(COBRA 5010 II, Quantum, 

Packard, Meriden, USA).

간조직의 δ-aminolevulinic acid dehydrates(ALAD) 

활성 

Russell과 Coleman의 방법(19)을 변형하여 10% 간 조직

액을 사용하 다. 0.3 M glutathione 50 μL와 0.1 M phos-

phate buffer(pH 6.8) 400 μL를 함유한 tube에 150 μL의 간조

직액을 가하여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기질용

액인 0.1 M δ-aminolevulinic acid 150 μL를 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10% 1.5 mL TCA(0.1 M HgCl2 함유)을 넣어 

반응을 종결시켰다.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0.5 mL 상등액에 5% TCA 1.5 mL와 1.5 mL Ehrlich 시약을 

넣고 10분간 정치한 후 55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통계 package program(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4.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고, 처리군 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

하 다. 

결과  고찰

실험동물의 식이효율

실험종료 후 최종 체 과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최종 체   체  증가량은 PHZ을 

투여한 빈  유발군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녹

용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조군과 비슷한 증가량을 보 고, 

녹용 부   상  추출물 투여군에서 체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PHZ군의 체 감소와 식이효

율 감소는 화학 약물인 cyclophosphamide로 빈 을 유발한 

실험에서 체  감소와  식이효율을 보인 Han 등의 연구

(20)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한 강한 산화제인 PHZ의 

자동산화 결과 생성된 활성산소와 여러 라디칼의 반응으로 

조직의 산화  손상을 일으켜 양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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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experimental animals

Groups
1)

Control PHZ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Final weight (g)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FER2)

118.50±6.193)ab4)
  5.50±0.65ab
 11.99±1.18a
  0.46±0.06b

115.26±4.13b
  5.18±0.74b
 11.37±0.26ab
  0.46±0.06b

119.25±4.53ab
  5.65±0.31ab
 10.24±0.85cd
  0.55±0.03a

122.33±4.32a
  6.20±0.31a
 10.85±0.45bc
  0.58±0.03a**

116.45±3.90ab
  5.19±0.36b
  9.55±0.72d**
  0.55±0.06a

119.47±5.21ab
  5.66±0.73ab
 10.64±0.55bc
  0.53±0.07a

1)Control: untreated group, PHZ: phenylhydrazine·HCl (10 mg/kg, i.v.) treated for 4 days,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extract (200 mg/kg, p.o.) were administrated after PHZ injection for 1 week. 
2)FER: food efficiency ratio=weight gain/food intake.
3)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6). 
4)Values with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versus PHZ group.

식이섭취량은 PHZ 투여군과 조군이 차이가 없었으며, 

녹용 추출물 투여군은 조군보다 섭취량이 유의 으로 낮

았다. 녹용 추출물 투여군은 낮은 식이 섭취에도 불구하고 

식이효율이 증가하 고, 그  상  추출물 투여군의 식이효

율이 유의 으로 가장 높았다(p<0.01).

Hemoglobin 함량  Hematocrit 치

Fig. 1은 항응고제를 처리한 에서 헤모 로빈과 헤마

토크리트 수치를 측정한 결과이다. 헤모 로빈 농도는 PHZ

Fig. 1. Effect of antler extracts on hemoglobin and hema-
tocrit in whole blood PHZ-induced hemolytic anemia rats. 
Control: untreated group, PHZ: phenylhydrazine·HCl (10 mg/kg, 
i.v.) treated group for 4 days,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extract (200 mg/kg, p.o.) were administrated after 
PHZ injection for 1 week.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6). 

**
p<0.01, 

***
p<0.001 versus PHZ group. 

##
p<0.01 versus 

control group.

을 4일간 투여하여 용 성 빈 을 유도한 PHZ군에서 조

군 13.87±1.06 g/dL 농도의 91.58% 수 인 12.70±0.97 
g/dL로 감소하여 빈 이 정상 으로 유발되었음을 확인하

다. PHZ으로 빈 을 유발한 후 부 별 녹용 추출물을 투

여한 결과, 분골 추출물은 조군 비 106.55%(14.77±0.87 
g/dL), 상  추출물은 103.93%(14.40±0.59 g/dL),  추출

물은 111.08%(15.41±1.33 g/dL)로 PHZ군보다 헤모 로빈 

수치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1). 하  추출물 투여

군은 13.68±0.58 g/dL로 PHZ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서 구가 차지하는 용 을 백분율로 나타낸 헤

마토크리티 수치는 PHZ 처리군이 37.24±1.25%로 조군 

40.57±2.37%보다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1). 반면, 

부 별 녹용 처리군은 모든 군에서 PHZ 처리군보다 헤마토

크리티 수치가 유의 으로 증가하 고, 녹용 부   분골과 

상  추출물 투여군의 구 용 비가 가장 높았다

(p<0.001). PHZ으로 유도한 용 성 빈 에 한 녹용 추출

물 투여는 헤모 로빈 함량과 헤마토크리티 수치를 정상

으로 회복시켜 뛰어난 빈 치료  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용의 조 기능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

며(22-24), 최근 Ran과 Li(25)의 연구는 녹용을 임계 추출

법으로 추출하 을 때, in vitro 실험에서 hydroxyl radical 

소거와 지단백질의 지질과산화 억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녹용의 강한 항산화 활성은 PHZ

에 의한 구 막단백질의 산화와 장막의 지질과산화를 

막아 구의 손상을 억제하여 정상 인 조 작용이 이루어

지도록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액학  분석

항응고제를 처리한 의 액학  지표에 한 측정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PHZ 투여군의 구수

는 조군보다 약 16% 감소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p<0.05). 구 감소로 인한 헤모 로빈 양과 헤마토크리

트 수치의 감소 상은 Fig.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분골과 

상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구수가 PHZ군보다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와 하  추출물 투여군에서

는 통계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PHZ군보다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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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antler extracts on hematological indices in PHZ-induced hemolytic anemia in rats

Group1)

Items2) Control PHZ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RBC (×10
6 mm3)

WBC (×10
3 mm3)

Reticulocyte (%)
MCH (pg)
MCV (fL)
MCHC (g/dL)

 7.21±0.583)a4)
 4.85±1.20
 6.85±1.20c
19.87±0.62
69.10±2.17
28.75±0.48

 6.21±0.33c
 6.01±1.78
11.14±1.54a
20.22±0.63
69.62±2.13
29.05±1.36

 6.78±0.14ab
 4.77±1.41
 9.54±1.01ab
19.73±0.45
67.77±1.79
27.72±1.16

 6.85±0.48ab
 4.92±2.01
 8.35±2.25bc**
19.60±0.76
69.43±3.12
28.25±0.63

 6.55±0.36bc
 5.35±1.71
 9.45±1.03ab
20.22±0.56
68.77±1.90
29.40±0.79

 6.48±0.09bc
 5.51±2.37
 9.47±1.20ab
20.18±0.52
70.93±0.90
28.48±0.78

1)Control: untreated group, PHZ: phenylhydrazine·HCl (10 mg/kg, i.v.) treated group for 4 days,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extract (200 mg/kg, p.o.) were administrated after PHZ injection for 1 week. 
2)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3)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6). 
4)Values with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versus PHZ group.

Table 3. Effect of antler extracts on δ-aminolevulinic acid dehydrates of liver homogenates in PHZ-induced hemolytic anemia 
rats

Group1) Control PHZ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OD value/mg protein2) 0.395±0.031a3) 0.311±0.013c 0.328±0.026bc 0.336±0.023bc 0.368±0.038ab** 0.374±0.035ab**
1)Control: untreated group, PHZ: phenylhydrazine·HCl (10 mg/kg, i.v.) treated group for 4 days,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extract (200 mg/kg, p.o.) were administrated after PHZ injection for 1 week. 
2)The values are the mean optical density/mg protein±SD.
3)Values with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versus PHZ group.

경향을 보여주었다.

백 구수는 PHZ 투여로 정상 조군보다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녹용 추출물 투여는 PHZ군에서보

다 백 구 수치의 증가가 었으며, 분골과 상  추출물 투

여군은 정상 조군과 비슷한 수치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망상 구는 일반 으로 실 성 빈 이나 용 성 빈

로 인한 만성  헤모 로빈 감소가 있을 때 그 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26). PHZ으로 빈 을 유발한 본 연구에

서의 망상 구수는 정상 조군 6.85%보다 1.6배 증가한 

11.14%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부 별 녹용 추

출물을 투여하 을 때의 망상 구수는 PHZ투여군보다 

유의 으로 감소하여 정상 으로 회복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고, 녹용부   상  추출물 투여군이 망상 구수 

증가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p<0.01). 그 외의 평균 

구 색소(MCH)와 평균 구 부피(MCV), 평균 구 

헤모 로빈 농도(MCHC)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rythropoietin(EPO) 함량

빈  시에는 구  헤모 로빈이 감소하여 동맥 증 

산소분압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신장에서 erythropoietin이 

증가되어 골수에서의 구 생산을 진하게 된다(27). 

청 EPO 함량에 한 녹용 추출물의 효과는 Fig. 2에 나타내

었다. PHZ 투여로 용 성 빈 을 유도한 PHZ군의 청 

EPO 함량은 41.54±2.71 mU/mL로 정상 조군 36.78±1.69 
mU/mL보다 13% 증가하 다(p<0.01). PHZ 투여로 구 

Fig. 2. Effect of antler extracts on erythropoietin in PHZ-in-
duced hemolytic anemia rats. Control: untreated group, PHZ: 
phenylhydrazine·HCl (10 mg/kg, i.v.) treated group for 4 days, 
PHZ＋Antler extract: tip, upper, middle, base extract (200 mg/kg, 
p.o.) were administrated after PHZ injection for 1 week.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6). **p<0.01, ***p<0.001 versus 
PHZ group. 

##
p<0.01 versus control group.

조 인자인 erythropoietin의 증가는 골수의 구 생성을 

증가시켜 망상 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Table 2의 

결과와 일치한다. 용 성 빈 에 한 녹용 추출물의 청 

EPO 증가 억제효과는 상 (32.20±2.28 mU/mL), 
(32.40±2.61 mU/mL), 분골(33.48±3.11 mU/mL), 하  추

출물(36.23±1.80 mU/mL) 순으로 청 EPO 함량을 정상 

조군의 수치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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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Aminolevulinic acid dehydrates(ALAD) 활성

δ-Aminolevulinic acid dehydrates는 색소의 합성 기 

과정인 δ-aminolevulinic acid로부터 porphobilinogen이 합

성되는 경로를 매하는 효소이다. 구 용 로 인한 빈

은 헤모 로빈 합성에 여하는 δ-aminolevulinic acid de-

hydrates(ALAD)의 활성을 해하여 aminolevulinic acid 

(ALA)의 요  배설을 증가시켜 조 작용을 해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28). PHZ으로 유발한 용 성 빈 에 한 부

별 녹용 추출물의 효과는 Table 3과 같다. PHZ 처리군의 

ALAD활성의 흡 도 값은 정상 조군보다 22% 감소하

다. 반면 녹용 추출물 투여 시 ALAD 효소 활성이 증가하

으며, 분골이나 상  추출물보다 와 하  추출물 투여군

의 ALAD 활성이 PHZ군의 활성보다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1).

요   약

본 연구는 부 별 녹용 추출물이 PHZ 투여로 용 성 빈

을 유도한 흰쥐의 조 작용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4주령의 암컷 Sprague-Dawley 흰쥐에 PHZ 10 mg/kg

을 4일간 미정맥 주사하여 용 성 빈 을 유발한 후 각 부

별 녹용 추출물 200 mg/kg을 일주일간 경구투여 하 다. 

용 성 빈  유발군인 PHZ군은 hemoglobin, hematocrit치, 

구수가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고, 망상

구수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 반면, 녹용 추출물 군에서

는 hemoglobin, hematocrit치, 구수가 PHZ 투여군보다 

증가하 다. 특히 분골, 상 ,  추출물 투여 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상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망상 구수 

증가가 유의 으로 억제되었다. PHZ 투여로 증가된 청 

EPO 함량은 녹용 추출물 투여군에서 모두 정상 으로 회복

되었다. Hemoglobin 합성에 여하는 δ-ALAD 활성은 녹

용 추출물 투여군에서 활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녹용 추출물은 PHZ으로 유도한 용 성 빈 에 한 

바람직한 조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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