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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araxaci Herba on the Sex Hormon Changes and Lipid Metabolism 
in the Ovariectomized Rats

Ji-Eun Kim, Seung-Jeong Yang, Seong-Hee Cho, Kyung-Mi Park
Dept. of Oriental Gynecology,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Taraxaci Herba (TH) have been used in oriental medicine for many 
centuries as a heat-clearing, detoxifying and stimulating milk secretion dru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 on the sex hormone 
changes and lipid metabolism in the experimental model.

Methods: The experimental model of menopause was induced by bilateral ovariectomy 
in rats. We used TH extract with freeze-dried and 200±20 g female Sprague-dawley 
rats for this Study. The lev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serum triglyceride, serum 
HDL-cholesterol, serum total estrogen, serum progesterone, serum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and body weight were measur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obtained as follows;
1. Sample A and Sample B significantly decreased body weight and lev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and significantly increased level of serum total estrogen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2. Sample A decreased level of serum triglyceride, and was increased level of HDL- 

cholesterol, serum progesterone, serum FSH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3. Sample B significantly increased level of HDL-cholesterol, serum FSH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4. Sample B decreased level of serum triglyceride, and was increased level of 

serum progesteron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 could be applied effectively on the 
treatment of menopausal syndrome.

Key Words: Menopausal Syndrome, Taraxaci Herba, Sex Hormon Changes,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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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폐경(menopause)'은 생물학  개념으

로 ‘난포 기능의 소실로 인해 일어나는 

월경의 구 인 정지’를 의미하며, 그 

이  수년간과 그 이후의 수년간이 더욱 

큰 임상  의의를 갖는다. 폐경 후에는 

지질 사, 당 사, 골 사는 물론 인지기능 

등에도 변화가 오게 되므로 다양한 생물

학  지표 변화가 일어나는 기 으로 인식

할 수 있다
1)
.

폐경기 증상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성

장애는 운동신경증상, 신경⋅근증상, 

정신⋅신경증상으로 아 성 장애는 피부⋅

지각증상, 질 축증상, 방 요도 축증상, 

만성 장애는 고지 증, 골다공증, 심

질환의 험성 증 로 나  수 있다
1)
.

양방에서는 폐경후증후군은 난소기능의 

감퇴로 야기된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

의 기능실조를 원인으로 보고 치료는 주로 

에스트로겐 치 요법이 이용되고 있다3).

腎의 陰虛와 陽虛가 폐경후증후군의 기

본 인 병인, 병기이지만 폐경후증후군의 

증상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肝鬱, 心肝火

旺, 心腎不交, 心脾兩虛, 血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병인 병기들이다. 心腎不交형의 

경우 치법은 滋陰降火, 補腎寧心이고 坎

离旣濟丸, 甘麥大棗湯 合 桂枝加龍骨牡蠣

湯 등을 기본 처방으로 활용하며, 心脾兩

虛형의 경우 치법은 補心健脾이고 歸脾湯

을 기본 처방으로 활용하며, 肝鬱형의 경

우 치법은 疏肝解鬱이고 逍遙散을 기본 처

방으로 활용한다2). 

포공 은 국화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민들  는 동속 근연식물의 를 건조

한 것이다. 포공 의 성미는 苦甘 寒하고, 

효능과 주치는 淸熱解毒, 消腫散結, 利尿

通淋, 治疔瘡腫毒, 乳癰, 瘰癧, 目赤, 咽痛, 

肺癰, 腸癰, 濕熱黃疸, 熱淋澁痛이다4).

이외에 포공 은 항암제로 여성의 乳

房癌과 子宮癌 치료에 쓰이는 약제 의 

하나이며5), 포공 이 들어간 처방 에서 

景岳全書 婦人規 新因三十一에서 連翹金

貝煎6)은 心肝火旺으로 유발된 유방암이

나 폐경후 증후군 성증상에 용해 볼 

수 있는 처방이다. 

포공 에 한 연구로는 포공  추출물

이 자궁내막증 유발 백서에 미치는 향5), 

국산 5종 포공 의 항염 효과  성분함량 

비교연구7), 포공 의 자유라디칼 소거  

간세포 보호활성8) 등이 있었으나 폐경기 

비만이나 폐경기 성호르몬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자는 포공 을 탕 추출하고 

그 추출물을 이용하여 난소 출 흰쥐의 

cholesterol함량, total estrogen함량을 실

험군을 이용한 비교 측정을 통해 체 과 

청  성호르몬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찰하여 포공 이 갱년기 증후군 

병태모델의 체  감소 효과, 지질 사 개

선 효과 그리고 성호르몬 변화 등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재  료

1) 동  물

동물은 생후 8주령된 체  200±20 g의 

Spraque-Dawley계 雌性 흰쥐를 샘타코(주)

에서 공  받아 고형사료(등록성분량 : 조

단백질 22.1% 이상, 조지방 3.5% 이하, 조

섬유 5.0% 이하, 조회분 8.0% 이하,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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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상, 인 0.4% 이상, 항생제⋅삼양

리릭스-무첨가 1.3%)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서 1주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응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 약  물

실험에 이용된 蒲公英(Taraxaci Herba)9)

은 동신 학교 순천한방병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3) 기기  시약

실험에 사용한 기기와 시약은 다음과 

같다. 기기는 기 약탕기( 웅 기산업, 

Korea), 원심분리기(VS 6000CFN, Vision, 

Korea), rotary vaccum evaporator(EYELA, 

Japan), deep freezer(DF8514, Ilshin, Korea), 

freeze dryer(Ilshin, Korea), Balance(Ohaus, 

USA), Gamma counter-CobraⅡ(PACKARD, 

U.S.A), Basic(70VB0358, SECOMAM, France), 

HITACHI7600(Hitachi, Japan) 등을 사용

하 고, 시약은 Entobar(100 mg, HAN 

PHARM 80301, Korea), 세푸록심 나트륨

(SCV 704, 신세 주, Korea) 등을 사용

하 다.

2. 방  법

1) 검액의 조제

포공  74 g을 증류수 1,500 ml과 함께 

100℃에서 2시간 동안 煎湯한 다음 抽出

液을 3,000 rpm하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얻어진 상층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

고, 이를 -84℃ deep freezer에서 24시간

동안 방치 한 후 freeze dryer로 동결건

조한 결과 16.98 g의 건조분말을 획득하

다. 이 후 실험에 사용할 때는 증류수

를 이용하여 필요한 농도로 용해시켜 검

액으로 사용하 다.

2) 실험군  약물투여

동물을 신마취(Forane, ABBOTT LAB. 

LTD, 250 ml), 시킨 다음 하복부의 털을 

제거하고 70% 알코올로 수술부 를 소독

한 후, 무균조건하에서 양측 난소 출 수

술을 시행하 다. 항생제 투여는 세푸록심 

나트륨을 100배 희석시켜 0.1 ml를 1회 

근육주사 한 후 포비돈으로 수술부 를 

다시 소독하여 감염을 방지하 다. 실험군

은 각 군당 10마리를 기 으로 하여 개복

수술만을 시행한 Normal군, 개복수술 후 

양측 난소를 제거한 Control군, 개복수술 

후 양측 난소를 제거한 다음 포공  500 

mg/kg을 투여한 Sample A군, 포공 을 

1,000 mg/kg을 투여한 Sample B군으로 

나 었다.

약물투여는 난소 출 21일 후 매일 21

일간 oral zonde를 이용하여 Normal군과 

Control군에는 증류수 2.0 ml를, Sample 

A군과 B군에는 포공  건조분말 희석액 

2.0 ml을 동일한 방법으로 경구투여 하 다.

3) 체 의 측정

체 은 실험 개시일부터 일주일 간격

으로 실험종료 시까지 각 군별로 흰쥐의 

체 을 울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4) 채   청분석

실험종료 시 흰쥐를 우 탄으로 마취한 

다음 심장천자를 실시하여 5 ml의 액을 

1회용 주사기(5 ml)로 취하 다. 이 액

을 centrifuge tube에 넣은 다음 원심분리

기로 3,000 rpm하에서 40분 동안 원심분

리시켰다. 그 후 상층의 청을 serum 

separator에 취한 다음 total cholesterol 

함량, triglyceride 함량, HDL-cholesterol 

함량, total estrogen 함량, progesterone 

함량, FSH 함량 그리고 LH 함량을 측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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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 사에 한 측정

 (1)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측정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측정10)은 

cholesterol reagent를 이용, Fonio법에 

하여 Basic으로 측정하 다.

 (2) 청  triglyceride 함량 측정

청  triglyceride 함량 측정
10)
은 

cholesterol reagent를 이용, Fonio법에 

하여 Basic으로 측정하 다.

 (3) 청  HDL-cholesterol 함량 측정

청  HDL-cholesterol 함량 측정11)은 

HDL-CHO 시약과 HITACHI 7600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Enzymetric method 원

리로 측정하 다.

6) 성호르몬에 한 측정

 (1) 청  total estrogen 함량 측정

청  total estrogen의 함량 측정12)은 

ACTIVE total Estrogen 125I RIA KIT

시약과 Gamma counter-Cobra Ⅱ 측정기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청  progesterone 함량 측정

청  progesterone 의 함량 측정
13,14)

은 

ACTIVE Progesterone시약과 Gamma counter- 

Cobra Ⅱ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청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함량 측정

청  FSH의 함량 측정15)은 ACTIVE 

FSH IRMA 시약과 Gamma counter-Cobra Ⅱ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IRMA방법으로 측

정하 다.

 (4) 청  Luteinizing Hormone(LH) 

함량 측정

청  LH의 함량 측정15)은 ACTIVE 

LH IRMA 시약과 Gamma counter-Cobra Ⅱ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IRMA방법으로 측

정하 다.

3. 통계처리

실험 자료에 한 통계  분석은 통계 패

키지인 SAS(The SAS System for Windows, 

ver. 6.12, SAS Institute, U.S.A.)를 이용

하 다.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를 사

용하 고, p<0.05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정하 다.

Ⅲ. 결  과

1. 체 에 미치는 향

실험 개시 후 매주 측정한 체 은 Normal

군 218.1±4.0 g, 247.5±4.2 g, 250.5±4.1 g, 

258.7±4.0 g, 272.6±5.1 g, 279.3±4.1 g 실험

종료 시 265.7±4.8 g에 비해 Control군 216.6 

±3.3 g, 281.5±3.8 g, 289.5±4.2 g, 316.6±5.6 g, 

335.9±5.1 g, 352.5±6.6 g 실험종료 시 340.0 

±6.5 g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p>0.001) 

증가하 다. Sample A군은 217.4±2.8 g, 

268.6±5.0 g, 278.6±4.7 g, 302.2±5.6 g, 319.2 

±5.8 g, 338.3±6.6 g 실험종료 시 325.3±6.0 g

으로 Control군에 비해 실험개시 4주째 통

계 으로 유의하게(p<0.05) 감소하 다. 

Sample B군은 216.1±3.1 g, 267.6±4.7 g, 

278.7±3.2 g, 303.0±5.1 g, 318.5±4.6 g, 333.9 

±5.0 g 실험종료 시 321.1±4.5 g으로 Control

군에 비해 실험개시 1, 2, 4, 5, 6주째 통계

으로 유의하게(p<0.05) 감소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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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body weight in the ovariectomized 
rats. (Experiment period: 6weeks) 
Normal group were treated saline 2.0 ml to 
normal rats, Control group were treated 
saline 2.0 ml to ovariectomized rats, Sample 
A group were treated TH 500 mg/kg (2.0 
ml) to ovariectomized rats, Sample B group 
were treated TH 1,000 mg/kg (2.0 ml) to 
ovariectomized rats.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 ; p<0.05)

2. Total cholesterol 함량에 미치는 향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은 Normal

군 61.6±4.0 mg/dl에 비해, Control군 85.3 

±2.3 mg/dl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p>0.01) 

증가하 다. Sample A군은 77.4±2.7 mg/dl

로 Control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p<0.05) 감소하 다. Sample B군도 75.5± 

2.4 mg/dl로 Control군에 비해 통계 으

로 유의하게(p<0.01) 감소하 다(Fig. 2). 

Fig. 2.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lev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in the ovariectomized rats.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 ; p<0.05, ** ; p<0.01)

3. 청  triglyceride 함량에 미치는 

향

청  triglyceride 함량은 Normal군 

22.4±1.2 mg/dl인데 비해, Control군의 31.5 

±3.4 mg/dl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p<0.05) 

증가하 다. Sample A군은 28.3±1.9 mg/dl

로, Sample B군은 27.7±1.9 mg/dl로 Control

군보다 감소하 다(Fig. 3).

Fig. 3.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level of serum triglyceride in the 
ovariectomized rats.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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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  HDL-cholesterol 함량에 미

치는 향

청  HDL-cholesterol 함량은 Normal

군 17.7±0.8 mg/dl인데 비해, Control군은 

15.5±0.6 mg/dl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p<0.05) 증가하 다. Sample A군은 16.9±0.4 

mg/dl로 Control군에 비해 증가하 고, 

Sample B군은 17.1±0.4 mg/dl로 Control

군보다 유의하게(p<0.05) 증가하 다(Fig. 4).

Fig. 4.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level of serum HDL-cholesterol in 
the ovariectomized rats.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 ; 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 ; p<0.05)

5. 청  total estrogen 함량에 미치는 

향

청  total estrogen 함량은 Normal군 

118.89±5.4 pg/mL인데 비해, Control군은 

100.03±2.4 pg/mL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p<0.01) 감소하 다. Sample A군은 109.51 

±2.3 pg/mL로 Control군에 비해 유의하게

(p<0.05), Sample B군은 114.86±3.2 pg/mL

로 Control군보다 유의하게(p<0.01) 증가

하 다(Fig. 5).

Fig. 5.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level of serum total estrogen in 
the ovariectomized rats.
Legends are the same as Fig. 1.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 ; p<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 ; p<0.05, ** ; p<0.01)

6. 청  progesterone 함량에 미치는 

향

청  progesterone 함량은 Normal군 

32.89±2.5 ng/mL인데 비해, Control군은 

17.78±2.6 ng/mL로 Normal군보다 유의하게

(p<0.01) 감소하 다. Sample A군은 24.01 

±1.9 ng/mL로, Sample B군은 25.31±2.3 

ng/mL로 Control군보다 증가하 다(Fig. 6).

Fig. 6.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level of serum progesterone in 
the ovariectomized rats.
Legends are the same as Fig. 1.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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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  FSH 함량에 미치는 향

청  FSH 함량은 Normal군 2.08 

±0.1 mIU/mL인데 비해, Control군은 1.82 

±0.1 mIU/mL로 Normal군보다 유의하게

(p<0.05) 감소하 다. Sample A군은 1.86±0.1 

mIU/mL로 Control군에 비해 증가하

고, Sample B군은 1.87±0.1 mIU/mL로 

Control군보다 유의하게(p<0.05) 증가하

다(Fig. 7).

Fig. 7. Effects of Taraxaci Herba extract 
on the level of serum FSH in the 
ovariectomized rats.
Legends are the same as Fig. 1.
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E in 
10 rat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 ; 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 ; p<0.05)

Ⅳ. 고  찰

최근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학의 발

으로 한국여성의 평균 수명이 80.8세로 

연장되었으며, 한국 여성의 폐경 평균연

령은 략 50세(49.4±5.1세) 후로 이제 

일생의 1/3 이상의 기간을 폐경상태로 

지내게 되었다1,16,17). 폐경을 후한 일정

기간인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의 감소, 

사회⋅문화 인 환경요인, 심리요인 등으

로 인한 안면홍조⋅상기감⋅발한 등 다양

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장애를 경

험하는 여성의 25% 정도는 극 인 치

료가 요구된다16).

 지질 사와 상동맥질환 발생 

간의 상호 계는 잘 알려져 있다.  총 

cholesterol치의 증가와  LDL cholesterol

치의 증가는 심 질환의 험도를 증

가시킨다. 폐경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총 cholesterol  LDL cholesterol치

가 낮지만 폐경 후에는 남성보다 높다. 폐

경기 여성에 있어서 외부에서 에스트로겐

을 투여하면  지질 사에 유익한 변

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지질 사의 변화는 

에스트로겐 치요법이 상동맥질환 등 

심 질환 발생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기

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18)
.

폐경 이후 비만의 원인에 하여 아직

까지 명확하게 밝 진 내용은 없지만, 폐

경이 되면 노화로 인하여 활동량과 함께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하

여 제지방량과 기 사율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심성 비만은 갱년기 증후군의 

특징 인 증상 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

며19), 한 폐경 이후에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인 상이며
20)
, 갱년

기의 비만도 증가는 당뇨, 고 압, 골

염, 일정한 종류의 암 등의 유병률과 

상 성이 있어 갱년기의 요한 건강문

제로 두되고 있다21).

HRT(Hormone Replacement Treatment)

는 안면홍조, 정충, 불안 등의 갱년기 증상 

개선이나 골다공증을 한 요한 치료법

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7년간에 걸친 HRT

요법의 연구 결과 2002년 WHI는 HRT의 

용이 이득보다 해가 많은 것으로 입증

됨에 따라 10년 계획의 연구를 조기 종결

했다. 한, Bakken의 연구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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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용되는 estrogen-progesteron제제는 

45-65세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을 2배 증

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HRT는 단기간에 

증상이 심한 갱년기  폐경기 여성에게

만 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 다22).

한의학 문헌에서는 폐경후 장애에 한 

증후군이 직 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素問⋅上古天眞論≫23)에 “女子 

…七七歲 任脈虛 太衝脈衰  天癸竭 地

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라 하여 49세를 

후하여 腎氣-天癸-衝任脈軸의 생리  

衰 로 腎氣가 衰하면 精血이 不足해지

고 陰陽의 氣가 모두 衰하여 臟腑를 溫

陽하고 溫照시킬 수 없으므로 臟腑의 機

能喪失이 래되어 갱년기 장애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문헌

에서는 갱년기 장애에 하여 夏24)는 陰

虛證, 偏陽虛證, 兼來證으로, 洪25)은 腎

陰虛, 腎陽虛, 腎陰陽兩虛, 心腎不交, 肝

鬱, 心脾兩虛로 변증하 으며, 치법에 있

어서도 滋腎潛陽, 滋陰降火, 溫腎扶陽法을 

주로 하 다
26)
.

폐경후 증후군  성 장애는 안면홍

조, 상기감, 수족 냉증, 동계 숨참, 심계

항진 등의 운동신경증상과 신경⋅근

증상, 안 부 못함, 불안감, 불면, 무력

감, 등의 정신⋅신경증상 등이 있다1).

腎의 陰虛와 陽虛가 폐경후증후군의 

기본 인 병인, 병기이지만 폐경후증후군

의 증상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肝鬱, 心肝

火旺, 心腎不交, 心脾兩虛, 血  등도 고

려할 수 있는 병인 병기들이며 肝鬱형의 

경우 치법은 疏肝解鬱이고 逍遙散을 기본 

치방으로 활용한다
2)
. 肝鬱형, 心肝火旺형 

등은 폐경후 성 장애의 경우와 비슷하다.

포공 은 국화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민들  는 동속 근연식물의 를 건

조한 것이다. 포공 의 성미는 苦甘 寒하

고, 효능과 주치는 淸熱解毒, 消腫散結, 利

尿通淋, 治疔瘡腫毒, 乳癰, 瘰癧, 目赤, 咽

痛, 肺癰, 腸癰, 濕熱黃疸, 熱淋澁痛이다
4)
.

포공 은 한국에서는 항암제로 여성의 

乳房癌과 子宮癌 치료에 쓰이는 약제 의 

하나이며
7)
, 포공 이 들어간 처방  ≪景

岳全書≫에서 連翹金貝煎은 “治陽分癰毒 

或在臟腑肺膈胸之間  此方 佳 深  連

用數服 無有不愈
6)
”라 하 으므로 心肝火

旺으로 유발된 유방암이나 폐경후 증후군 

성증상에 용해 볼 수 있는 처방이다.

포공 에 한 연구로는 포공  추출물

이 자궁내막증 유발 백서에 미치는 향5)

에서는 포공  탕액이  estradiol의 

함량 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면서 자궁

내막조직의 뚜렷한 면  감소를 보 다는 

것이 있고, 국산 5종 포공 의 항염 효과 

 성분함량 비교연구
7)
에서는 국내 자생

하는 민들 는 종  부  에 따라 성분

함량의 차이는 있지만 지상부와 뿌리 모두 

유의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

었고, 포공 의 자유라디칼 소거  간세

포 보호활성8)에 한 연구에서는 포공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와 인간유래 각질

세포에 한 보호작용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폐경기 비만이나 폐경기 기간에 성

호르몬에 미치는 향 등의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자는 포공 이 폐경후 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객 으로 찰하고자 

포공 을 탕 추출하고 그 추출물을 이

용하여 난소 출 흰쥐에 Cholesterol 함

량과 total estrogen 함량의 실험군을 이

용한 비교 측정을 통해 체 과 청  

성호르몬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찰하여 포공 이 갱년기 증후군 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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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체  감소 효과, 지질 사 개선 

효과 그리고 성호르몬 변화 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자는 200 g 내외의 雌性 흰쥐 난

소를 출한 후 21일 동안 포공  500 

mg/kg과 1,000 mg/kg을 각각 투여한 후 

난소 출 흰쥐의 체  변화, 지질 사의 

변화 그리고 성호르몬의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Normal군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된 Control군의 체 은 포공 을 투여

함으로써 실험군 모두의 체 이 Control

군보다 유의성(p<0.05) 있게 감소하 다. 

이는 난소가 제거된 흰쥐의 체 이 증가

하고29,30), estrogen 투여가 체  증가를 

억제한다
31)
는 보고와 같이 난소가 출

된 흰쥐의 증가된 체 이 포공  투여로 

감소된 것이라 생각되고, 이는 포공 이 

지질 사와 성호르몬 변화에 향을 미

친 것으로 단된다.

過cholesterol 血症은 동맥경화증을 일

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여

성의 콜 스테롤 함량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데, 폐경기에는 같은 연령의 

남성과 비슷하나 폐경기 이후에는 히 

증가해 남성보다 많아지게 된다. 즉, 난소

출 수술을 받은 여성에서 過cholesterol

血症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29,30)

. 그리하여 

난소가 출된 흰쥐에 포공 을 투여한 후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을 측정한 결

과 실험군 모두의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은 Control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

하 고, 청  HDL-cholesterol 함량은 

실험군 B에서 Control군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이는 포공 이 過cholesterol

血症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다.

Triglyceride의 증가는 죽상동맥경화증

과 심 질환을 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45세 이후 여성에게서 청  

triglyceride 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폐경기 이후 뚜렷이 증가한다
30,31)

. 그리

하여 난소가 출된 흰쥐에 포공 을 투

여한 결과 실험군의 청  triglyceride 

함량이 조군보다 감소하 다.

이상과 같이 난소를 출한 흰쥐에게 

포공 을 투여한 후 체 ,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청  HDL-cholesterol 

함량 그리고 청  triglyceride 함량을 

측정한 결과 포공 이 폐경후 증후군에 

나타나는 체  변화와 지질 사 개선에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난소 제수술을 하게 되면 갑작스런 

난소 기능의 소실로 뇌하수체에서 음성 

되먹임 기 이 유발되어  estrogen의 

농도가 히 떨어지고, FSH와 LH 농

도가 수술 보다 상승되어 자연폐경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32,33). 

난소를 출한 흰쥐에 포공 을 투여한 

후 청  total estrogen 함량을 측정한 

결과 Control군의 청  total estrogen 

함량이 Normal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

하 고, 실험군의 청  total estrogen 

함량은 Control군보다 모두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그러나 청  FSH 함량은 

오히려 Control군에서 감소하 다가 포공

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

가하는데, 이는 폐경 후에 FSH 농도가 

증가한다는 보고
34)
와 상반된 것으로 흰

쥐가 난소 출로 격한 손상을 입음으

로써 흰쥐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내분

비선이 혼란을 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단된다. 그러나 감소되었던 청 

 total estrogen 함량은 유의성 있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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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포공 이 성호르몬의 개선과 함께 

estrogen 분비 감소로 인한 제반 증상 치

료에도 향을  것으로 단된다.

Progesterone은 난 의 생리기능과 

련이 있으며, 유선의 발육과 진, 임신

의 유지 등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폐경기를 후로 황체기능이 차 감소

하여 progesterone의 분비도 감소한다35). 

황체형성호르몬(LH)는 FSH와 함께 난

포를 성숙시키며, estrogen의 생성분비를 

진하고 다량의 LH가 갑자기 증가하여 

성숙난포를 배란시킨 후 황체를 형성 자

극하여 progesterone의 생성 분비를 진

한다35,36).

난소를 출한 흰쥐에 포공 을 투여한 

후 청  progesterone 함량을 측정한 결

과 Control군의 청  progesterone 함량

은 Normal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 

실험군의 청  progesterone 함량은 

Control군보다 증가하 다. 그러나 청 

 LH 함량은 실험군 모두 0.01 mIU/ml 

이하로 나타나 포공 이 LH 변화와는 

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청  

progesterone 함량은 증가하여 포공 이 

progesterone의 분비에 향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해서 볼 때, 포공

은 난소 출로 유발된 난소 기능의 감

퇴와 이로 인한 지질 사의 이상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약물로 생각되며, 따라서 

폐경후 나타나는 비만, 안면홍조, 수면장

애, 고지 증, 동맥경화성 장애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이에 한 포공 의 구체 인 작용기

은 더욱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포공 이 난소가 출된 흰쥐의 체 과 

청  성호르몬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난소가 출된 흰쥐의 체  변화에서, 

실험군의 체 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 특히 포공  1,000 mg/kg

을 투여한 실험군 B가 포공  500 mg/kg

을 투여한 실험군 A보다 유의성이 인정

되었다.

2. 난소가 출된 흰쥐의 청  지질

사 변화에서, 실험군의 청  cholesterol 

함량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

소하 고, 특히 실험군 B가 실험군 A

보다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실험군 

B의 청  HDL-cholesterol 함량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3. 난소가 출된 흰쥐의 청  성호르

몬 변화에서, 실험군의 청  total 

estrogen 함량은 조군에 비해 유의

성 있게 증가하 고, 특히 실험군 B가 

실험군 A보다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실험군 B의 청  progesterone 함

량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

하 다.

이상의 결과, 포공 은 갱년기 증후군 

병태모델의 체  감소 효과, 지질 사 

개선 효과 그리고 성호르몬 변화가 유의

하게 나타남으로써 임상상 폐경기에 나

타나는 비만, 안면홍조, 수면장애, 고지

증, 동맥경화성 장애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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