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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s of ChondroT on arthral-
gia of the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in rats.
Methods Osteoarthritis was induced into rat by injecting Collagenase in its knee joint. 
Rats are divided into a total of 8 groups (n=6). Normal group was not induced for osteo-
arthritis whereas control groups were induced for osteoarthritis by Collagenase. Positive-A 
(Indomethacin) was injected with Collagenase and after 8 days, 2 mg/kg of Indomethacin 
was medicated. Positive-B (JOINS TAB) was injected with Collagenase and after 8 days, 20 
mg/kg of JOINS TAB was medicated. Experimental groups (Chondro T) at three dose levels 
(50, 100 and 200 mg/kg) were injected with Collagenase and after 8days they were medi-
cated with 10 ml/kg. Indomethacin, JOINS TAB and ChondroT were medicated each sub-
stances once a day for 10 days. Thereafter, the changes in plantar withdrawal response of 
osteoarthritis rats by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were observed and then RT-PCR 
analysis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 related proteins.
Results 1. ChondroT significantly decreased withdrawal response of mechanical allody-
nia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all of the experimental groups (ChondroT-A, 
ChondroT-B, ChondroT-C). 2. ChondroT significantly reduced Bax/Bcl-2 ratio in all of the 
experimental groups (ChondroT-A, ChondroT-B, ChondroT-C). 3. ChondroT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ression of INF-γ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group ChondroT-B, 
ChondroT-C.
Conclusions This results suggest that ChondroT may be meaningful for suppressing the 
pain of osteoarthritis.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duct a rigorous clinical research. (J 
Korean Med Rehabil 2016;26(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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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痺病의 병인병리와 임상 증상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각종 관절염과 근육 및 골격에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들과 

증상이 유사하다. 痺란 閉, 즉 막혀서 잘 통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痺病의 주요 임상증상은 통증이다. 이는 風寒

濕熱의 邪氣가 인체가 허약한 틈을 타고 관절에 응체됨으

로써 氣血 運行을 저해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관절에 疼

痛, 重着, 腫脹, 屈伸不利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관

절의 강직성 변형을 초래하는 병증의 하나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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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name Scientific name Family Rate Source

Osterici Radix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Umbelliferae 6 Korea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 Umbelliferae 4 Korea

Clematidis Radix Clematis manshurica Ruprecht Ranunculaceae 4 China

Lonicerae Folium Lonicera japonica Thunberg Caprifoliaceae 4 China

Phellodendri Cortex Phellodendrom amurense Ruprecht Rutaceae 3 China

Table I. Composition of ChondroT

골관절염은 점진적, 비가역적으로 관절연골이 소실되

어 통증과 변형이 초래되는 가장 흔한 관절염으로 주로 

체중부하를 받는 척추와 하지의 관절에서 발생한다2). 노

화, 관절 정렬의 이상, 외상, 과체중, 관절지지 근육의 약

화 등의 요인과 관련이 깊고 관절통, 압통, 경직, 잠김감, 

부종 등의 주증상과 함께 관절 염발음이나 근육경련이 동

반되기도 한다1). 관절염의 지속적인 통증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3).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여 만성적인 경과

를 밟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

에 병의 진행 과정이나 치료 방법, 관절을 보호하는 법칙 

등을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치

료의 목적은 변형의 예방과 교정, 기능의 보존 및 회복, 

통증의 완화에 있다4).

통증은 1994년 국제 통증 연구회에 의해 감각 및 판별 정

보 뿐 아니라 감정 및 인식정보를 포함하는 좋지 않은 개인

적 경험으로 정의되었다4). 통증에는 과통증(hyperalgesia), 

이질통(allodynia), 자발통(spontaneous pain) 등이 있고5), 

그 중 이질통(allodynia)은 정상적으로는 동통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최근 골관절염

에 대한 연구로 지6)는 MIA로 유발된 골관절염에 대한 선모

약침의 치료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이7)는 Papain으로 

유도된 골관절염에 작약감초부자탕을 투여하여 병리조직학

적 변화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였으며, 서8)는 Chollagenase

로 유발된 골관절염에 대한 봉독약침의 진통효과 및 항염

증작용에 대해 보고하였다.

ChondroT는 현재 관절질환 치료를 위해 보건산업진흥

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처방으

로 임상에서 동통에 다용되는 羌活除痛飮9)의 구성약재 

중 散寒, 祛風, 除濕, 止痛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羌活과 祛風除濕, 通經活絡, 止痛하는 威靈仙과 淸熱燥濕, 

瀉火解毒하는 黃栢10)과 活血止痛, 行血祛風 하는 當歸11)

에 항염증12-13), 세포보호14) 작용이 있는 金銀花를 加하여 

처방을 구성하였다.

이에 저자는 ChondroT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의 동통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자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시간 및 자극강도의 변화, 척

수에서 Bax, Bcl-2의 변화, Bax/Bcl-2 ratio, INF-γ 등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동물

체중이 약 170∼180 g의 Sprague Dawley계의 백서를 

항온항습 환경의 사육장(실내온도 24∼26oC, 습도 40∼

60%)내에서 고형사료(Pellet, GMO,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1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

에 사용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에도 물과 고형사료를 자

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승인(승인번호:2015-10-05)을 받아 동물윤리 준칙에 

의거하였다.

2) 약재

약재는 (주)옴니허브(대구, 한국)에서 구입하였고, 정우

신약(주)에서 제조하였다. 5가지 생약을 정선하여 원료약

품의 분량대로 각 생약을 달아 추출기에 넣고 8∼10 배량

의 정제수를 넣어 90∼100oC에서 3∼4시간 추출하여 추출

액을 여과하고 여액을 60oC 이하에서 감압농축하고, 감압

건조하여 건조엑스 얻었다. 수득률은 약 29.4%이며, 지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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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 of the four marker compounds and HPLC chromatogram of ChondroT.

tography (HPLC)를 통해 羌活 중 oxypeucedanin hydrate 

(C16H16O6 : 304.29), 金銀花 중 chlorogenic acid (C16H18O9 

: 354.31), 當歸 중 총 decursin [decursin (C19H20O5 : 328.36), 

decursinol angelate (C19H20O5 :328.36)], 黃柏 중 berber-

ine chloride (C20H18ClNO4 : 371.81)의 4 종 성분을 확인하

였다. ChondroT의 처방 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I).

2. 실험 방법

1) Collagenase 골관절염 유발

관절염 유발은 Collagenase (TypeVII : Sigma, USA)로 

1.5 KU 양을 0.9% sterile saline 600 μl에 용해하여 백

서의 왼쪽 무릎 관절강에 Sterile Hypodermic sylinge 

(Korea vaccine co, Korea)로 마리당 50 μl를 투여하였

으며, 유발시 부종 측정을 위해 백서의 왼쪽 발목 관절에 

25 μl을 투여하였다.

2) 군 분리

백서는 각각 정상군(Normal, n=6), 관절염을 유발시킨 

후 약물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n=6), 관절염

을 유발시킨 후 INDOMETHACIN 2 mg/kg을 구강투여한 

군(Positive-A, n=6), JOINS TAB 20 mg/kg을 구강투여한 

군(Positive-B, n=6), ChondroT 50 mg/kg을 구강투여한 

군(ChondroT-A, n=6), ChondroT 100 mg/kg을 구강투여

한 군(ChondroT-B, n=6), ChondroT 200 mg/kg을 구강

투여한 군(ChondroT-C, n=6)으로 나누었다.

3) 약물 투여

약물의 구강투여는 관절염 유발 후 8일째부터 시작하

였으며, 1일에 각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1회 

투여량 10 ml/kg을 구강 투여하였다.

4)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측정

Stimulator 자극에 의한 이질통 측정 방법은 실험 시작 

전, 유발 후, 약물투여 후 2일째, 약물투여 후 4일째, 약

물투여 후 6일째, 약물투여 후 8일째, 약물투여 후 10일

째에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UGO BASILE 

37450, Italy)를 이용하여, 각각 이에 대한 철회반응

(withdrawal response)을 망으로 된 cage에 옮겨 5분간 

안정시킨 후 관찰하였다.

Stimulator 자극에 의한 이질통 측정 방법은 0 g에서부

터 50 g 강도까지 환측 발바닥 부위를 자극하여 발의 철

회반응의 Reaction Time (Stimulator가 발바닥에 Contact

하여 다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Second)과 Force 

Intensity (실험체가 Stimulator를 피한 순간의 힘: gram)

를 얻었다.

5) Total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1) Total RNA 분리

Total RNA의 분리는 Spinal Cord 부위의 조직(60 mg)

을 800 μl TRIZOL reagent (Gibco-BRL, U.S.A.)로 균질

화하고 균질액에 대해 200 μl의 chloroform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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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U.S.A.)을 가하여 15초 동안 흔들어 잘 혼합한 후, 실온상

태에서 5분 방치하고 난 다음 세포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4oC, 14,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원심

분리로 얻어진 상층액과 500 μl의 isopropanol (sigma, 

USA)을 첨가하여 실온상태에서 5분 동안 방치한 후 RNA 

pellet을 얻기 위하여 4oC, 14,0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

리하고, 원심분리로 생긴 pellet에 냉장 보관된 70% etha-

nol과 함께 DEPC를 넣고 4oC, 7,5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 후 pellet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남은 ethanol은 실

온에서 5분간 방치시켜 건조시킨 다음 DEPC-treated wa-

ter에 녹여 spectrophotometer (Eppendorf, Germany)에

서 OD260 값을 읽어 RNA의 순도 및 농도를 정량하였다. 

이들 Spinal Cord 부위 조직의 total RNA는 사용 시까지 

–70oC에서 보관하였다.

(2)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리된 total RNA 5 μg과 2.5 μl Oligo (dT), DEPC- 

treated water를 RT premix (Bioneer, Korea)에 넣어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Germany)를 이용하

여 20 μl cDNA를 합성하여 PCR 증폭을 위한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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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reaction time at 
the 2nd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로 사용하였다. 이때 housekeeping 유전자인 glycer-

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sense 

primer: 5'-ACTCCATCACCATCTTCCAG-3', antisense pri-

mer: 5'-CCTGCTTTCACCACCTCCTTG-3')를 internal con-

trol로 사용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temperature cy-

cle은 42oC에서 1 시간 동안 cDNA synthesis, 94oC에서 5

분간 denature 그리고 4oC에서 5분간 cooling시키는 단계

를 거쳤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cDNA 10 pg, 

sense primer 10 pg, antisense primer, DEPC-treated wa-

ter를 PCR premix (Bioneer, Korea)에 넣었다. PCR tem-

perature cycle은 cDNA의 증폭을 위하여 95oC에서 300초 

동안 pre-denaturation, 94oC에서 40초 동안 melting, 

55oC에서 40초 동안 annealing, 72oC에서 90초 동안 ex-

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 수행하고 마지막 cycle에서 

72oC에서 600초 동안 extension 단계를 거쳐 INF-γ 유전

자증폭을 primer (forward primer: 5'-AACGCTACACACT 

GCAATCTTGG-3', reverse primer: 5'-CTCGGATGAGCT 

CATTGAATGC-3'), Bax 유전자증폭은 primer (for-

ward primer: 5'-CATCTTCTTCCAGATGGTGA-3', reverse 

primer: 5'-GTTTCATCCAGGATCGAGCAG-3'), Bcl2 유전

자증폭은 primer (forward primer: 5'-CGGTTCAGGTAC 

TCAGTCAT-3', reverse primer: 5'-ACTTTGCACAGATGT 

CCAGT-3')를 이용하여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Gernany)에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INF-γ, Bax, Bcl-2의 DNA를 Greenview 

nucleic acid gel stain (IO Rodeo, 1:10,000)를 포함한 

1.5% agarose gel상에서 0.5x TBE buffer (80 mM 

Tris-HCL, 80 mM boric acid, 2 mM EDTA, pH 8.3)로 100 

V에서 전기 영동시켜 관찰한 후 Image Station (Kodak, 

U.S.A)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Kodak MI Software 

(Koda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21.0 ver. for win-

dows를 사용하였다. 관절염 유발 후 용량별 투여에 따른 

각 군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One-Way ANOVA test를 시

행하였고 사후검정은 LSD 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의 분

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1. Plantar withdrawal response로 측정한 allody-

nia 효과

Collagenase로 관절염을 유발한 백서에 ChondroT 용

량별 투여가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 force intensity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투여 일수 

및 군간으로 비교 관찰하였다.

1) 투여 일수별 reaction time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 백서의 reaction time 변화에서 투여 후의 일간 변화

는 다음과 같다.

(1) 약물투여 2일째

2일째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7.0±0.24 Sec, 

대조군은 1.4±0.10 Sec, Positive-A군은 1.4±0.07 Sec, 

Positive-B군은 1.6±0.09 Sec, ChondroT-A군은 1.7±0.09 

Sec, ChondroT-B군은 1.9±0.18 Sec, ChondroT-C군은 

1.6±0.21 Sec를 각각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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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reaction time at 
the 4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5, ‡p＜.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5.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reaction time at 
the 8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Fig. 4.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reaction time at 
the 6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험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

(2) 약물투여 4일째

4일째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9±0.25 Sec, 

대조군은 1.5±0.12 Sec, Positive-A군은 2.0±0.10 Sec, 

Positive-B군은 1.8±0.10 Sec, ChondroT-A군은 2.2±0.12 

Sec, ChondroT-B군은 2.1±0.17 Sec, ChondroT-C군은 

2.3±0.13 Sec를 각각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ChondroT-B군, ChondroT-C군이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

다(Fig. 3).

(3) 약물투여 6일째

6일째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4±0.26 Sec, 

대조군은 1.8±0.14 Sec, Positive-A군은 3.5±0.27 Sec, 

Positive-B군은 3.0±0.15 Sec, ChondroT-A군은 3.1±0.11 

Sec, ChondroT-B군은 3.2±0.15 Sec, ChondroT-C군은 

3.4±0.22 Sec를 각각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

군, ChondroT-C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4).

(4) 약물투여 8일째

8일째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4±0.12 Sec, 

대조군은 2.3±0.25 Sec, Positive-A군은 4.0±0.33 Sec, 

Positive-B군은 4.2±0.13 Sec, ChondroT-A군은 3.8±0.31 

Sec, ChondroT-B군은 4.3±0.25 Sec, ChondroT-C군은 

4.3±0.24 Sec를 각각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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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force intensity at 
the 2nd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Fig. 6.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reaction time at 
the 10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Fig. 7.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reaction time of 
plantar withdrawal response at all group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p＜.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

군, ChondroT-C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5).

(5) 약물투여 10일째

10일째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5±0.40 Sec, 

대조군은 2.3±0.12 Sec, Positive-A군은 4.3±0.13 Sec, 

Positive-B군은 4.1±0.26 Sec, ChondroT-A군은 3.9±0.33 

Sec, ChondroT-B군은 4.4±0.16 Sec, ChondroT-C군은 

4.5±0.17 Sec를 각각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

군, ChondroT-C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6).

2) Reaction time에 대한 투여 일수 및 군간 비교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plantar withdrawal response

의 reaction time에 대하여 투여일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1∼5일째까지 모두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과 

Positive-B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A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

고, ChondroT-B군과 ChondroT-C군은 4∼10일째에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7).

3) 투여 일수별 force intensity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 백서의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투여 후의 일간 변

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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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force intensity at 
the 4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5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Fig. 11.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force intensity at
the 8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Fig. 10.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force intensity at
the 6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1) 약물투여 2일째 

2일째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8.9±1.32 g, 

대조군은 9.0±1.25 g, Positive-A군은 8.8±0.85 g, 

Positive-B군은 9.2±0.58 g, ChondroT-A군은 9.8±0.80 g, 

ChondroT-B군은 10.6±0.97 g, ChondroT-C군은 9.5± 

1.15 g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각 실험군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8).

(2) 약물투여 4일째

4일째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8.4±1.36 g, 

대조군은 9.3±0.96 g, Positive-A군은 11.2±1.50 g, 

Positive-B군은 10.2±0.80 g, ChondroT-A군은 12.6±0.61 

g, ChondroT-B군은 12.2±0.85 g, ChondroT-C군은 

13.3±0.73 g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ChondroT-C

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9).

(3) 약물투여 6일째

6일째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5.6±1.44 g, 

대조군은 10.6±0.78 g, Positive-A군은 19.9±1.83 g, 

Positive-B군은 17.2±0.69 g, ChondroT-A군은 20.9±2.29 

g, ChondroT-B군은 20.8±1.98 g, ChondroT-C군은 

21.0±0.64 g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

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0).

(4) 약물투여 8일째

8일째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5.7±0.6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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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force intensity of
plantar withdrawal response at all group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5, ‡p＜.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2.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force intensity at
the 10th day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
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대조군은 13.3±1.36 g, Positive-A군은 22.4±0.72 g, 

Positive-B군은 23.3±1.42 g, ChondroT-A군은 21.3±1.80 

g, ChondroT-B군은 23.8±0.90 g, ChondroT-C군은 

24.0±1.35 g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

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1).

(5) 약물투여 10일째

10일째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6.2±2.20 g, 

대조군은 13.3±0.64 g, Positive-A군은 25.0±1.22 g, 

Positive-B군은 25.3±1.48 g, ChondroT-A군은 22.4±0.80 g, 

ChondroT-B군은 23.6±0.63 g, ChondroT-C군은 25.4± 

0.97 g을 각각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2).

4) Force intensity에 대한 투여 일수 및 군간 비교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plantar withdrawal response

의 force intensity에 대하여 투여일수에 따라 비교한 결

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1∼5일째까지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과 

Positive-B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A군과 ChondroT-B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C군은 4∼10일째에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3).

2. Bax, Bcl-2, Bax/Bcl-2 ratio에 미치는 효과

1) Bax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절

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Bax의 변화로 관찰한 결과, 정상

군은 97.4±6.3 (×1,000 O.D), 대조군은 147.5±6.7 

(×1,000 O.D), Positive-A군은 145.8±6.2 (×1,000 O.D), 

Positive-B군은 109.0±7.5 (×1,000 O.D), ChondroT-A군

은 126.0±7.0 (×1,000 O.D), ChondroT-B군은 124.7±7.7 

(×1,000 O.D), ChondroT-C군은 118.0±6.3 (×1,000 

O.D)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B군과 

ChondroT-C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4). 

2) Bcl-2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절

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Bcl-2의 변화로 살펴본 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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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Bcl-2 level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Fig. 14.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bax level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5 compared with normal. †p＜.05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Fig. 16.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Bax/Bcl-2 ratio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p＜.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상군은 96.3±2.4 (×1,000 O.D), 대조군은 78.9±2.3 

(×1,000 O.D), Positive-A군은 103.2±3.6 (×1,000 O.D), 

Positive-B군은 126.1±3.9 (×1,000 O.D), ChondroT-A군

은 121.9±5.0 (×1,000 O.D), ChondroT-B군은 133.0±2.9 

(×1,000 O.D), ChondroT-C군은 140.1±2.8 (×1,000 

O.D)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

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5).

3) Bax/Bcl-2 ratio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Bax/B이-2 변화로 관찰한 결

과, 정상군은 1.01±0.07 (Index), 대조군은 1.88±0.14 

(Index), Positive-A군은 1.42±0.10 (Index), Positive-B군

은 0.87±0.07 (Index), ChondroT-A군은 0.90±0.07 

(Index), ChondroT-B군은 0.94±0.08 (Index), ChondroT-C

군은 0.98±0.09 (Index)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

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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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ChondroT treatment on the INF-γ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s in collagenase induced arthritis rats.
Normal: Normal rat group. Control: Collagenase-induced osteo-
arthritis rat group. Positive-A: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Indomethacin treated. Positive-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Joins Tab treated. ChondroT-A: Collagenase-
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50 mg/kg ChondroT treated. 
ChondroT-B: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rat and 100 
mg/kg ChondroT treated. ChntdroT-C: Collagenase-induced os-
teoarthritis rat and 200 mg/kg ChondroT treated. 
*p＜.01 compared with normal. †p＜.01 compared with con-
trol group.

3. INF-γ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절

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INF-γ의 변화로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93.5±3.4 (×1,000 O.D), 대조군은 141.4±4.3 

(×1,000 O.D), Positive-A군은 127.6±3.9 (×1,000 O.D), 

Positive-B군은 107.6±3.6 (×1,000 O.D), ChondroT-A군

은 125.7±3.9 (×1,000 O.D), ChondroT-B군은 111.7±3.6 

(×1,000 O.D), ChondroT-C군은 105.2±3.8 (×1,000 

O.D)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B군, 

ChondroT-B군, ChondroT-C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Fig. 17).

고찰»»»
골관절염은 관절연골이 소실되어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

고 통증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관절염으로1) 2010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과 함께 60세 이상 인

구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우리나라 50대 인구

에서는 5.7%의 유병률을 보이며, 60대에서는 50대 유병률

의 3배, 70대 이상에서는 5배로 급상승하고 있다15).

골관절염의 초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경도

의 통증으로 통증은 주로 휴식에 의해 완화되지만, 한밤

중에는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며1) 

휴식 시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는 관절염이 보다 더 심하

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4).

골관절염의 치료는 비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NSAID나 아스피린 등의 약물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corticosteroids)의 관절 내 주사를 병행하기도 하며2) 관

절 변형으로 운동 장애가 극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4). 하지만 아스피린과 NSAID는 신, 간, 위

장의 부작용이 흔하여2) 골관절염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치료 외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진통 작용 뿐 아니라 연골 보호 및 재생에도 효과적인 새

로운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관절염은 痺症 또는 歷節風, 鶴膝

風 등의 범주에 해당된다16). Chondro T는 “治風濕相搏, 

肢節腫痛, 不可屈伸”하는 大羌活湯과 “治濕熱脚氣腫痛諸

症”하는 淸熱瀉濕湯을 합방하여 白朮, 蘇葉, 檳榔, 枳殼, 

香附子를 去하고 燈心, 皂角刺, 金銀花, 蒲公英을 加한 후 

유전자정보처리(bio-informatics) 기법을 이용하여 선정한 

羌活, 威靈仙, 當歸, 黃柏, 金銀花 등 5개의 약재로 구성되

어 현재 관절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 중에 있는 처방이다17). 

羌活은 散寒祛風除濕止痛의 효능이 있어 관절을 通利

하여 痺證을 풀어주고 止痛하는 작용이 있다11). 威靈仙은 

祛風除濕, 通經活絡하여 止痛하는 작용으로 羌活과 함께 

關節疼痛 및 痺證에 많이 응용되는데11) 최근에 김 등18)에 

의해 羌活과 威靈仙이 배합되어 사용될 경우 항염증 활성

에 대해 상승작용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

다. 當歸는 甘溫한 성질로 風濕痺痛을 치료할 때에는 袪
風濕藥과 배합하여 사용되며10) 약리작용으로 항염증19) 및 

혈액순환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金銀花는 

解毒作用의 효능으로 소염작용을12,13), 黃柏은 淸熱燥濕, 

瀉火解毒하는 작용으로10) 관절염에서의 유의한 항염증 작

용이20) 있음이 보고되었다.

Chondro T와의 효능 비교를 위하여 양성 대조군으로 

설정된 Indomethacin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로 미국의 Merk Sharp & Dohme사의 Sharett 등21)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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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350종의 indole 화합물을 Winte 등22)이 screening하

여 발견하였으며, 항염증작용과 통증 완화 효과로 임상에

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급만성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JOINS TAB은 威靈仙, 瓜蔞根, 夏枯草로 구성된 약으로 

항염증 작용을 통하여 만성염증의 진행을 억제하며 면역 

조절 작용과 함께 관절조직의 허혈성 스트레스를 방지하

고 연골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기존 관절염 치료제에 비

해 부작용은 적으나 소화 장애, 심혈관계 이상, 신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이에 본 연구는 Chondero T가 Collagenase로 유발된 

백서의 관절염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군(Normal)과 관절염을 유발시킨 후 약물처치를 하지 않

은 대조군(Control), INDOMETHACIN 2 mg/kg을 구강투

여한 군(Positive-A), JOINS TAB 20 mg/kg을 구강투여한 

군(Positive-B), ChondroT 50 mg/kg을 구강투여한 군

(ChondroT-A), ChondroT 100 mg/kg을 구강투여한 군

(ChondroT-B), ChondroT 200 mg/kg을 구강투여한 군

(ChondroT-C)으로 나누어 dynamic plantar aesthesi-

ometer를 이용하여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시간 및 자극 

강도의 변화, 척수에서 Bax 및 Bcl-2의 발현, Bax/Bcl-2 

ratio의 변화, INF-γ의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는 0 g에서 50 g 강도

까지 점진적으로 힘을 증가시키며 기계적 이질통을 유발하

여 회피반응시의 reaction time과 force intensity를 측정할 

수 있다24). Reaction time은 stimulator가 발바닥에 contact

하여 다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force intensity는 실험체

가 stimulator를 피한 순간의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백서의 

관절염이 있는 쪽의 발바닥을 데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

하여 낮아진 신경역치에 대한 ChondroT의 작용에 대해 살

펴볼 수 있다. Plantar response의 reaction time에 대하여 

ChondroT를 용량별로 투여 일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 대조

군에 비하여 ChondroT-A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B군과 ChondroT-C군은 4∼10일

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force intensity에 있어

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ChondroT-A군과 ChondroT-B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C군은 

4∼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물리적 이질통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저용량군인 CondroT-A군에서도 나타

났으며, 대체로 고용량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ChondroT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절염 통

증 모델의 이질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용량 의존적인 경향이 있었다.

Bax는 신경세포사 기전에 관련된 단백질로서 미토콘드

리아 막을 탈분극시켜 cytochrome C, Apaf-1, AIF 등과 같

이 세포자멸사에 작용하는 물질들을 밖으로 유출시킨다. 

Bcl-2는 Bax의 작용을 억제하는 단백질로서 미토콘드리아 

막의 탈분극화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cytochrome C등의 유출을 억제한다25). 본 실험에서 Bax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ChondroT-C군은 유

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Bcl-2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

에 비하여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Bax/Bcl-2 ratio 변화를 관

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ChondroT-A군, ChondroT-B

군, ChondroT-C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Bax 변화

에 있어서 ChondroT-C군만 감소를 나타내어 용량 의존적

인 경향을 나타내었고, 모든 ChondroT군에서 Bcl-2의 증

가와 Bax/Bcl-2 ratio의 감소를 나타내어 이는 ChondroT

가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여 세포 생존을 유지, 촉진하는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NF-γ는 염증반응의 시작과 유지에 작용하는 cyto-

kine으로 관절염에서 염증의 국소적 매개채로 작용하며 

TNF-α와의 협조 작용으로 염증이 있는 곳에서 단핵구의 

수를 증가 시킨다26). INF-γ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

에 비하여 ChondroT-B군, ChondroT-C군은 유의한 감소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Collagenase로 유발된 관절

염 통증모델에 ChondroT가 물리적 이질통에 의한 회피

반응과 Bcl-2의 변화, Bax/Bcl-2 ratio에 있어 모든 

ChondroT군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Bax의 변화에서는 

ChondroT-C군, INF-γ 변화에서는 ChondroT-B군과 C군

이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ChondroT가 관절염 통증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세포 생존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ChondroT는 현재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한약제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처방으로 골관

절염을 유발한 동물실험에서 ChondroT의 진통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추후 약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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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연구, 표준화연구, 다른 실험적 모델에서의 유효성 

연구와 함께 임상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Collagenase로 유발된 골관

절염 백서에 미치는 영향을 plantar withdrawal response

의 reaction time, force intensity, Bax, Bcl-2, Bax/Bcl-2 

ratio의 변화, INF-γ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에 있

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과 Positive-B군은 6∼

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A군은 6∼

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B군과 

ChondroT-C군은 4∼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2.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force intensity에 있

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과 Positive-B군은 6∼

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A군과 

ChondroT-B군은 6∼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ChondroT-C군은 4∼10일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3. Bax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B군과 

ChondroT-C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4. Bcl-2의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A군, 

Positive-B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

군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5. Bax/Bcl-2 ratio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B

군, ChondroT-A군, ChondroT-B군, ChondroT-C군은 유의

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6. INF-γ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Positive-B군, 

ChondroT-B군, ChondroT-C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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