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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rbal composition and fermented Cervi 

Pantotrichum Cornu on the growth of longitudinal bone in the adolescent male rats.

Methods： Longitudinal bone growth was measured by fluorescence microscopy. To examine the effects on 

the growth plate metabolism, the total height of growth plate and the induction of local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2) were measured. 

Results： The herbal composition treatment enhanced longitudinal bone growth and total heght of growth 

plate and promoted the induction of local IGF-1 and BMP-2 of growth plate.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herbal composition have the effect of bone growth in adolescent 

rats and might be used for the growth delayed adolescent and inherent growth failur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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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  이 에 사회 인 가장 큰 이슈는 식량문제

으나 생산 기술이 비약 으로 발달함에 따라 차 으

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른 경제 

발 으로 인해 1980년  이후에는 식량난이 거의 사라

지게 되었다. 식생활이 풍족해지고 양상태가 개선됨

에 따라 국민의 平均 身長은 매년 조 씩 늘어나 재

는 서구의 그것과 거의 동등해지는 수 에 이르고 있

다. 한민국 19세 남성의 平均 身長은 174.0 cm로 미

국 19세 남성 176.7 cm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 이런 추세에 따라 이상 인 身長

에 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서구화 되어서 큰 키에 

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身

長의 발달이 집 으로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체격 성

장에 한 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큰 키에 

한 선호가 사회 인 심미 으로 확립되면서 비록 병리

이지는 않지만 상 으로 작은 신장은 성장기 청소년

들의 스트 스와 소외감의 원인이 되는 바 이에 한 해

결 욕구 한 증가하고 있다. 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

장장애에 한 치료가 비단 人症(Homunculus) 같은 

극단 인 사례뿐만 아니라 평균에 비해 미약한 發育不

振이나 成長不振 등의 경미한 증상에 을 맞추고 

있다는 이 이를 반증한다. 

서양의학 인 에서 청소년기의 成長은 2차 성

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性的인 成熟과 더불어 골격과 

장기의 폭발 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데 이는 해부

학 이고 형태학 인 변화뿐만 아니라 생리학 인 변

화도 수반하게 된다. 한편 한의학 인 에서 청소

년기의 成長은 先天之精과 後天之精의 조화로 이야기 

된다. 先天之精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腎臟이 

그 근본이 되고(腎爲先天之本), 後天之精은 호흡과 섭

식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脾臟이 그 근본이 된다(脾爲

後天之本)
3)
. 腎과 脾는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요소

로서 虛損하게 되면 성장부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

며 표 으로 五遲, 五軟, 疳症 등이 그 이다
4)
. 이들 

증상은 모두 虛症으로 분류되어 이에 한 치료도 虛

를 補하는 개념으로 진행되었다. 상용하는 약물도 

부분 補益法을 주로 구성되게 된다
5)
. 

본 연구는 成長促進 韓藥混合製劑와 鹿茸醱酵抽出

物이 成長期 흰쥐의 長骨 길이 成長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계획되었다. 長骨 길이 成長에 한 

향을 찰하기 하여 長骨 成長 길이와 成長板 체 

높이를 측정하 으며, 면역 화학  조직 염색을 통한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과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2)의 成長板내 발  정도를 찰하고, 

 IGF-1 농도를 측정하 다. 상기의 연구 활동에서 

소정의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80 ± 10 g의 Sprague- Dawley

계 수컷 흰쥐(3주령)를 한실험동물로부터 구입하여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서 1주간 실험환경에 

응시킨 다음 조군과 실험군으로 나 어 실험에 사용

하 다(n = 10). 실험에 사용된 황기(Astragali Radix), 백

출(Atractylodis Rhizoma Alba), 백복령(Hoelen), 진피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맥아(Hordei Fructus 

Germinatus), 당귀(Angelicae Gigantis Radix), 산사

(Crataegi Fructus)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 으며, 鹿

茸은 시 에 유통 인 뉴질랜드산 붉은 사슴(Cervus 

elaphus)의 未骨化된 幼角을 사용하 다. 

2. 방법

1) 시료의 조제

실험에 사용된 한약혼합제제와 녹용발효추출물은 

다음의 공정으로 만들어진 것을 주식회사 아모 퍼시

픽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 다. 한약혼합제제는 황

기 26.8%, 백출 13.3%, 백복령 13.3%, 진피 13.3%, 맥

아 13.35%, 당귀 10%, 산사 10%를 혼합한 후 원료 

량의 5-10배 양의 물을 넣고 95℃에서 4시간 추출하

다. 추출물을 1 μm 필터로 여과한 후 50 brix가 되도

록 6시간 동안 감압농축하 다(샘  A). 녹용발효추출

물은 녹용을 분쇄하여 량의 5-10배 양의 물을 넣고 

100℃에서 2시간 추출하 다. 추출액을 1 um 필터로 여

과한 후 바실러스 균주(Bacillus sp.)를 첨가하여 37℃

에서 30시간 동안 발효시킨다. 발효 종료 후 0.25 μm 

필터로 여과한 다음, 여액을 30 brix가 되도록 감압농

축하 다(샘  B). 샘  A와 샘  B를 1 : 1로 혼합하

다(샘  C).   

2) 시료의 투여와 실험군의 설정

흰쥐의 골성장에 한 샘  A, B, C의 효능을 찰

하기 하여 골성장 측정을 해 Hansson이 처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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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방법을 사용하 다
6)
. 이는 정상 인 골 사를 

찰하기 한 방법으로 형 인자가 칼슘과 킬 이트결

합을 통해 골에 침착되는 상을 이용한 것이다. 골생

성이 가장 활발한 성장기에 골성장  하부의 골신생부

에 가장 많이 침착하여 선을 형성하는데 이를 이용하

여 일정기간을 두고 투여하여 각 선 사이의 길이를 형

미경으로 찰하여 성장한 길이를 측정하 다.  

투여된 약물은 성장 에 도달하여 작용을 미치는 시간

이 최소 12시간이 걸리므로
7)
, 본 실험에서는 충분한 

약효의 발 을 해 부검 4일 부터 하루 1회 시료를 

투여하기로 결정하 다. 

조군(증류수투여군)은 증류수를 경구투여하 고, 

샘  A, B, C 투여군은 각각 2개 농도(40  200 

mg/kg, p.o.)로 실험개시일(1일)부터 5일간 매일 1회 

투여하 다. 모든 실험군에 같이 실험개시 후 4일에 

칼세인(calcein: 10 mg/kg, i.p.: Sigma, USA)을 투여하

다. 

3) 체   사료 섭취량

실험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같은 시각 체 을 

측정하 다. 한 실험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같

은 시각 사료섭취량을 측정하여 24시간 동안 섭취된 

사료의 양을 데이터로 활용하 다. 

4) 조직표본제작

형 인자 투여 1일 후에 흰쥐를 chloral hydrate(純

正化學, Japan, 35.0 mg/kg, i.p.)로 마취시켜 개흉한 다

음, 우심이를 개하고 needle (No. 18)을 좌심실에 주

입한 후 헤 린처리된 5% sodium nitrite (Sigma, 

USA) 생리식염수를 심장에 류시키고, 이어서 0.1 M 

phosphate buffer에 녹인 pH 7.4의 4.0% formalin 고정

액으로 류시켰다. 그 후 흰쥐의 좌우 족경골(tibia)을 

떼어내어 2시간 동안 0.1 M phosphate buffered 

formalin 고정액에 후고정 시킨 다음, 50 mM EDTA

에 2-3일 동안 방치하여 탈회 후, 동결에 한 보호를 

해 30% sucrose에 담가 4℃에서 하룻밤 동안 유지

하 다. 고정된 골조직을 동결한 후 sliding microtome 

(HM440E, Zeiss, Germany)을 사용하여 족경골(tibia) 

근 (proximal part)부의 시상 편(sagital section)을 

매 40 μm씩 수집하 다.

5) 골성장 측정  성장  찰

매 40 μm로 수집된 족경골 근 부 시상 편을 슬라

이드 라스 에 올리고 건조한 후 형 미경을 이

용하여 골 조직 내 형 인자의 침착으로 형성된 선과 

성장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2일간의 골 성장 지표

로 사용하 다. 

길이 측정 후 cresyl violet 염색한 다음 성장 내의 

휴지부, 증식부  비 부의 연골세포를 찰하고, 

체 높이를 측정하 다. 

6) 면역조직화학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IGF-1과 BMP-2의 성장

내 발 을 찰하고자 하 다. 상기와 같이 40 μm로 

비된 조직 편을 사용하 다. 면역염색에 사용된 1

차 항체는 각각 IGF-1 antibody (Santa Cruz Biotech., 

USA)와 BMP-2 antibody (Santa Cruz Biotech., USA)

를 사용하 다. IGF-1의 2차 항체로는 anti-rabbit 

antibody (Vector Lab, USA)를 사용하 고, BMP-2의 

2차 항체로는 anti-goat antibody (Vector Lab, USA)

를 사용하 다. 한 Vectastatin elite ABC kit 

(Vector Lab, USA)를 사용하 다. 실험방법은 조직 

편들을 0.1 M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pH 

7.2)에 5분 동안 담그고, Triton-X 100 용액(Sigma, 

USA)에서 15분간 2회, 0.1 M PBS + 0.5% BSA 

(Bovine Serum Albumin, Sigma, USA)에서 15분간 2

회 씻어낸 다음, 1차 항체와 함께 상온에서 하룻밤 동

안 반응시켰다. 다음날 15분간 2회 0.1 M PBS + 0.5% 

BSA에서 헹군 다음 그 section을 60분간 secondary 

antibody와 함께 반응시키고, 다시 0.1 M PBS + 0.5% 

BSA로 15분간 2회 헹군 후 60분 동안 ABC (avidin- 

biotin-peroxidase) 복합체를 1 : 50의 농도로 첨가하여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각 조직 편들을 0.1 M PB로 15

분간 2회 수세한 다음 최종 으로 0.05%의 DAB (3,3- 

diaminobenzidine, Sigma, USA)과 0.03% 과산화수소

가 있는 0.1 M PB에 반응시켰다. 발색된 후 새 0.1 M 

PB에 각 조직 편을 넣어 반응을 지한 뒤 슬라이드

표본으로 제작하여 찰하 다.

7)  IGF-1의 농도

부검시 액을 채취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3,000 rpm, 10분)하여 청을 취하 다. 

Rat/Mouse IGF-1 ELISA Kit (IDS Ltd, UK)을 사용

하여  IGF-1의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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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방법

약물의 효과를 정하기 해 one way ANOVA 

test를 이용하 고 사후검정을 해 조군과 비교하는 

Dunnett’s post hoc test를 사용하 다. 통계학  유의

성은 p < 0.05 이하인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체  변화

조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4.3 ± 2.0 g, 100.6 ± 2.2 g, 

108.6 ± 2.5 g, 116.1 ± 2.8 g, 123.6 ± 3.0 g이었다. 샘

 A 고농도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2.7 ± 1.4 g, 98.3 ± 1.8 g, 

106.0 ± 1.8 g, 113.2 ± 1.9 g, 119.8 ± 2.2 g이었다. 샘

 A 농도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2.6 ± 1.4 g, 98.8 ± 1.6 g, 

107.4 ± 1.8 g, 113.8 ± 1.6 g, 121.0 ± 1.8 g이었다. 샘

 B 고농도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2.4 ± 1.4 g, 98.3 ± 1.7 g, 

106.3 ± 1.7 g, 112.3 ± 2.0 g, 119.0 ± 2.0 g이었다. 샘

 B 농도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2.2 ± 1.7 g, 97.9 ± 2.1 g, 

105.9 ± 2.2 g, 111.8 ± 2.6 g, 118.0 ± 2.9 g이었다. 샘

 C 고농도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1.8 ± 1.4 g, 97.3 ± 1.4 g,  

Fig. 1. Daily body weight change for five days in 

adolescent male rats 
Normal :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welve animals. 

Fig. 2. Weight gain for a day whil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from 4th day to 5th day in adolescent male rats
Normal :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welve animals.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105.1 ± 1.6 g, 112.3 ± 1.7 g, 118.5 ± 1.7 g이었다. 샘

 C 농도군의 체 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각각 91.8 ± 1.3 g, 97.6 ± 1.6 g, 

105.1 ± 1.8 g, 111.9 ± 2.1 g, 118.6 ± 2.3 g이었다. 

조군  샘  A 고농도군, 샘  A 농도군, 샘  B 

고농도군, 샘  B 농도군, 샘  C 고농도군, 샘  C 

농도군의 체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찰

되지 않았다(Fig. 1).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1일간) 체 변화를 찰한 

결과 조군은 7.5 ± 0.4 g의 체 변화가 찰되었고, 

샘  A 고농도군에서는 6.7 ± 0.4 g의 체 변화가 

찰되었고, 샘  A 농도군에서는 7.3 ± 0.6 g의 체

변화가 찰되었고 , 샘  B 고농도군에서는 7.5 ± 0.5 

g의 체 변화가 찰되었고, 샘  B 농도군에서는 

6.3 ± 0.4 g의 체 변화가 찰되었고, 샘  C 고농도

군에서는 6.2 ± 0.5 g의 체 변화가 찰되었고, 샘  

C 농도군에서는 6.7 ± 0.4 g의 체 변화가 찰되었

다(Fig. 2). 

2. 사료섭취량 변화

조군의 사료섭취량은 첫째 날-둘째 날(24시간), 

둘째 날-세째 날(24시간), 셋째 날-네째 날(24시간), 넷

째 날-다섯째 날(24시간)은 각각 38.8 ± 1.0 g, 38.0 ± 

1.2 g, 43.0 ± 0.5 g, 42.3 ± 0.7 g이었다. 샘  A 고농

도군의 사료섭취량은 첫째 날-둘째 날(24시간), 둘째 날-

세째 날(24시간), 셋째 날-네째 날(24시간), 넷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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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ily food intake for five days in adolescent 

male rats
Normal :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welve animals. 

Fig. 4. Food intake for two days whil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from 3rd day to 5th day in adolescent 

male rats
Normal :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welve  animals. 

다섯째 날(24시간)은 각각 36.5 ± 1.5 g, 38.5 ± 1.2 g, 

40.8 ± 0.3 g, 41.3 ± 0.7 g이었다. 샘  A 농도군의 

사료섭취량은 첫째 날-둘째 날(24시간), 둘째 날-세째 

날(24시간), 셋째 날-네째 날(24시간), 넷째 날-다섯째 

날(24시간)은 각각 37.8 ± 0.9 g, 40.0 ± 0.5 g, 40.8 ± 

0.8 g, 42.3 ± 1.0 g이었다. 샘  B 고농도군의 사료섭

취량은 첫째 날-둘째 날(24시간), 둘째 날-세째 날(24

시간), 셋째 날-네째 날(24시간), 넷째 날-다섯째 날(24

시간)은 각각 35.8 ± 0.6 g, 40.5 ± 0.7 g, 40.5 ± 0.7 g, 

42.0 ± 0.0 g이었다. 샘  B 농도군의 사료섭취량은 

첫째 날-둘째 날(24시간), 둘째 날-세째 날(24시간), 셋

째 날-네째 날(24시간), 넷째 날-다섯째 날(24시간)은  

각각 35.3 ± 0.3 g, 37.0 ± 2.1 g, 39.5 ± 1.5 g, 41.5 ± 

0.7 g이었다. 샘  C 고농도군의 사료섭취량은 첫째 날-

둘째 날(24시간), 둘째 날-세째 날(24시간), 셋째 날-네

째 날(24시간), 넷째 날-다섯째 날(24시간)은 각각 35.0 

± 0.9 g, 39.5 ± 1.5 g, 41.0 ± 0.5 g, 40.5 ± 0.7 g이었

다. 샘  C 농도군의 사료섭취량은 첫째 날-둘째 날

(24시간), 둘째 날-세째 날(24시간), 셋째 날-네째 날

(24시간), 넷째 날-다섯째 날(24시간)은 각각 34.8 ± 

0.7 g, 38.8 ± 1.2 g, 40.8 ± 1.0 g, 41.8 ± 1.4 g이었다 

(Fig. 3). 

넷째 날-다섯째 날(1일간) 사료섭취량을 다시 정리

하면, 조군은 42.3 ± 0.7 g의 사료섭취량이 찰되었

고, 샘  A 고농도군에서는 41.3 ± 0.7 g의 사료섭취량

이 찰되었고, 샘  A 농도군에서는 42.3 ± 1.0 g의 

사료섭취량이 찰되었고, 샘  B 고농도군에서는 42.0 

± 0.0 g의 사료섭취량이 찰되었고, 샘  B 농도군

에서는 41.5 ± 0.7 g의 사료섭취량이 찰되었고, 샘  

C 고농도군에서는 40.5 ± 0.7 g의 사료섭취량이 찰

되었고, 샘  C 농도군에서는 41.8 ± 1.4 g의 사료섭

취량이 찰되었다(Fig. 4). 

3. 장골 길이성장에 한 효과 

칼슘과 결합하는 형 물질인 칼세인을 1회 투여하

고 24시간 후에 은 사진을 보면, 증류수를 투여한 

조군(Fig. 5A)에 비해 샘  A, B, C 투여군(Fig. 5B, 

표 으로 샘  C만 그림)은 성장 과 의 경계부

로부터 형 표식인자까지의 거리가 더 증가됨을 찰

할 수가 있다. 이 거리가 바로 1일간 성장한 길이이다. 

흰쥐의 장골 길이성장을 측정한 결과 조군에서 

379.4 ± 7.6 μm의 길이성장을 나타내었고, 샘  A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426.5 ± 10.1 μm 

 412.7 ± 10.2 μm의 길이성장을 나타내었고, 샘  B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461.3 ± 15.7 μm 

 407.3 ± 5.3 μm의 길이성장을 나타내었으며, 샘  

C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426.5 ± 11.2 μ

m  402.2 ± 7.5 μm의 길이성장을 나타내었다. 

정리하면, 샘  A, B, C 투여군에서 모두 골성장 

진효과를 나타내었다. 샘  A (200 mg/kg) 투여군  

샘  B (200mg/kg) 투여군에서는 p < 0.001의 통계

인 유의성을 보 고, 샘  C (200 mg/kg) 투여군에서

는 p < 0.05의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 샘  A, B, 

C 농도군(40 mg/kg)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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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uorescence photomicrograph of a longitudinal 

section of the proximal tibia 
The fluorescent line correspond to the injection of calcein 
(10 mg/kg). 
A : Fluorescence photomicrograph of longitudinal bone 
growth in normal group.
B : Fluorescence photomicrograph of longitudinal bone 
growth in Sample C administrated group (200 mg/kg). 
Upper arrows mean the line between the growth plate and 
bone. Lower arrows mean the line formed by calcein injection. 
Scale bar = 500 μm. 

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6).

이들 샘  A, B, C 투여군을 비교해보면, 농도군

(40 mg/kg)에서는 서로 비슷한 성장효과를 나타내었다. 

고농도군(200 mg/kg)에서는 샘  B 투여군의 성장효과

가 샘  A, B, C 투여군 가운데 가장 우수하 고, 샘  

A와 샘  C 투여군의 성장효과는 서로 비슷하 다. 

결론 으로 요약하면, A 시료와 B 시료는 모두 유

의한 골성장 진 효능이 있었으며, 이 둘을 섞어 모두 

투여한 C 시료도 역시 유의한 골성장 진 효능이 있

었다. 그러나 C 시료의 골성장 진 효능이 A 시료와  

비슷하고 B 시료보다는 낮게 나온 것은 Fig. 2의 1일 

체 의 증가량 그래 와 Fig. 4의 사료 섭취량 그래

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다소 소화장애가 나타나 사료섭

취와 체 증가의 하가 나타난 것으로 단되고, 이것

이 골 길이성장의 해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C 시료는 A 시료와 B 시료를 함께 투여한 것이므

로 어디로부터 소화장애가 발생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A 시료 투여군과 B 시료 투여군의 체증 증가량, 사료 

섭취량을 확인하 다. 그 결과 A 시료 고농도 투여군

에서도 체  증가량, 사료 섭취량이 하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C 시료투여군의 소화장애는 

A 시료에서 기인한 소화장애로 단된다(Fig. 2, 4 참

조). 따라서 본 시험의 A 시료는 생체 투여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단되어 그 양을 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여겨진다. 투여농도와 소화장애, 성장 진 효능 등

확실한 검증을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Fig. 6. Effects of Sample A, B, C on the longitudinal 

bone growth in adolescent male rats 
Norma l :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welve animals.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01.

로 보인다.

4. 성장  연골세포 사에 미치는 향

증류수를 투여한 조군(Fig. 7A)에 비해 샘  A, 

B, C 투여군(Fig. 7B, 표 으로 샘  C만 그림)은 연

골세포 사를 진하여 성장 의 체 높이를 증가시

켰다. 특히 증식부(proliferative zone; PZ)와 비 부

(hypertrophic zone; HZ)의 높이를 증가시켰으며 휴지

부(resting zone; RZ)의 변화는 상 으로 었다. 그

리고 골화부(ossification zone; OZ)는 비 부와 분명하

게 구분되지 않았다(Fig. 7). 

Fig. 7. Photographs of growth plates in a proximal tibia. 

Sections were stained with cresyl violet
A : Photomicrograph of cresyl violet-stained chondrocytes 
in the growth plate of normal group.
B : Photomicrograph of cresyl violet-stained chondrocytes in 
the growth plate of Sample C administrated group (200 mg/kg).
The growth plate is located between upper and lower 
arrows. Scale bar = 200 μ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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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longitudinal height of growth plate. Normal: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Twelve animals were treated for each group. 
Values are means ± SEM.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01.

체 성장 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조군에서 

552.3 ± 9.3 μm의 성장을 나타내었고, 샘  A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629.0 ± 8.8 μm  610.2 

± 11.6 μm의 성장을 나타내었고, 샘  B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642.4 ± 16.9 μm  589.8 ± 

8.1 μm의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샘  C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613.0 ± 9.6 μm  604.9 ± 8.9 

μm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샘  B (40 mg/kg) 투여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 으로 유

의한 차이를 찰할 수 있었다(p < 0.001, Fig. 8). 

5. 성장  내 IGF-1 발 에 미치는 향

IGF-1의 성장 조직 내 발 을 증류수를 투여한 

조군과 시료 C 투여군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조군과 

시료 C 투여군 모두 휴지부 (Fig. 9a, e)와 증식부 

(Fig. 9b, f)에선 IGF-1 발 이 약하게 나타났으나, 비

부 (Fig. 9c, g)와 골화부 (Fig. 9d, h)를 찰한 결과 

시료 C 투여군에서 면역염색이 증가하여 IGF-1 발

이 증가하 음을 찰할 수 있었다.

증식부 연골세포에 해 상세히 찰해 보면 조

군 증식부(Fig. 9b)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IGF-1 발 은 매우 약하게 찰되었으나, 시료 C 투여

군의 증식부(Fig. 9f)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IGF-1 발 이 조  더 강하게 발 되어 있음을 찰

할 수 있었다.

비 부 연골세포에 해 상세히 찰해 보면 조

* *

* *

* *

Fig. 9.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IGF-1 in the 

growth plate
Normal group was shown at the first column (a, b, c, d). 
The second column was Sample C administrated group (e, 
f, g, h). The first row is resting zone (a, e); second row, 
proliferative zone (b, f); third row, hypertrophic zone (c, g); 
fourth row, ossification zone (d, h). The asterisks show the 
main observational region of immunostaining of IGF-1. 
Scale bar = 200 μm.

군 비 부(Fig. 9c)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IGF-1 

발 은 보통 수 으로 찰되었으나, 시료 C 투여군의 비

부(Fig. 9g)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IGF-1 발

과 발 된 연골세포의 수는 각각 더 강하고 많은 수의 세

포에서 발 되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

골화부 연골세포의 경우는 비 부 연골세포와 유사

하여 조군 비 부(Fig. 9d) 별 표식(*) 연골세포 세

포질의 IGF-1 발 보다 시료C 투여군의 비 부(Fig. 

9h)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IGF-1 발 의 정도

와 발 된 연골세포의 수가 더 강하고 많이 발 되어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6. 성장  내 BMP-2 발 에 미치는 향

BMP-2의 성장 조직 내 발 을 증류수를 투여한 

조군과 시료 C 투여군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조군

과 시료 C 투여군 모두 휴지부(Fig. 10a, e)와 증식부

(Fig. 10b, f)에선 BMP-2 발 이 약하게 나타났으나, 

비 부(Fig. 10c, g)와 골화부(Fig. 10d, h)를 찰한 결

과, 시료C 투여군에서 면역염색이 증가하여 BMP-2 

발 이 증가하 음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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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g. 10.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BMP-2 in 

the growth plate 
Normal group was shown at the first column (a, b, c, d). 
The second column was Sample C administrated group (e, 
f, g, h). The first row is resting zone (a, e); second row, 
proliferative zone (b, f); third row, hypertrophic zone (c, g); 
fourth row, ossification zone (d, h). The asterisks show the 
main observational region of immunostaining of BMP-2. 
Scale bar = 200 μm.

증식부 연골세포에 해 상세히 찰해 보면 조

군 증식부(Fig. 10b) 연골세포 세포질의 BMP-2 발

은 매우 약하여 거의 찰되지 않았으나, 시료C 투여

군 증식부(Fig. 10f) 아래쪽의 성숙시기 연골세포(별표

식 * 참조)에서 BMP-2 발 이 약하지만 조군보다

는 더 강하게 찰되었다.

비 부 연골세포에 해 상세히 찰해 보면 조군 비

부(Fig. 10c)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BMP-2 발

은 보통 수 으로 찰되었으나, 시료 C 투여군의 비 부

(Fig. 10g)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BMP-2 발 과 

발 된 연골세포의 수는 각각 더 강하고 많은 수의 세포에

서 발 되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

골화부 연골세포의 경우는 비 부 연골세포와 유사

하게 조군 비 부(Fig. 10d) 별 표식(*) 연골세포 세

포질의 BMP-2 발 보다 시료 C 투여군의 비 부 

(Fig. 10h) 별 표식(*) 연골세포 세포질의 BMP-2 발

이 더 강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7.  IGF-1 농도에 미치는 향

조군에서 891.6 ± 31.8 ng/ml의 농도를 나타내었

고, 샘  A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853.0 

± 44.8 ng/ml  979.9 ± 54.4 ng/ml의 농도를 나타내

었고, 샘  B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898.3 ± 39.5 ng/ml  827.3 ± 48.8 ng/ml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샘  C (200  4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813.8 ± 66.8 ng/ml  1,007.6 ± 54.6 ng/ml의 농

도를 나타내었다. 샘  A, B, C (200  40 mg/kg) 투여

군에서 통계 인 유의성을 찰할 수 없었다(Fig. 11). 

이는  IGF-1의 농도가 직 인 골격계 성장과 

련성이 없다는 기존 논문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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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rum IGF-1 concentration in adolescent male rats
Normal : DW administrated group.
A-high : Sample A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A-low : Sample A (40 mg/kg) administrated group. 
B-high : Sample B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B-low : Sample B (40 mg/kg) administrated group. 
C-high : Sample C (200 mg/kg) administrated group. 
C-low : Sample C (40 mg/kg) administrated group.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welve animals.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고  찰

成長이란 단순한 체격의 물리 인 증가만을 말하지

는 않는다. 서양의학 으로도 成長의 개념은 체격의 

形態的 成長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質的인 成熟과 

내부 요인들의 리밸런싱(rebalancing) 등을 포함하여 

이야기 한다. 그러나 사회 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청

소년기 成長이 정상 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때 그 

단 기 이 되는 것은 특히 체격의 成長, 그 에서도 

身長(height)의 증가가 가장 크다고 할 수있다. 재 

부분의 成長클리닉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들도 身

長의 증가가 그 목 이라는 에서 재 成長에 한 

가장 큰 話頭는 身長의 成長이다.

身長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骨格의 成長이다. 신체의 

를 이루는 骨格이 성장함에 따라 인체 다른 組織의 成長

도 이루어진다. 인체의 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은 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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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즉 膜內骨化(Intramembranous ossification), 

軟骨內骨化(Endochondral ossification), 異所骨化(Heterotopic 

ossification)가 그것이다. 특히 身長 증가에 가장 큰 향

을 주는 장골의 길이 成長은 軟骨內骨化(Endochondral 

ossification)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9)
. 軟骨內骨化는 

哺乳類의 骨格系를 발달시키는 주요한 방법 의 하나

로 長骨의 形成
10)
은 물론 長骨의 길이 成長을 담당한

다
11)
. 長骨(long bone)은 먼  그 내부에 一次 骨形成 

中心(primary centre of ossification)을 형성한다. 一次 

骨形成 中心에서는 軟骨細胞(chondrocyte)의 증식이 

일어나 비후화되고, 과 신경이 침입하여 양을 

공 한다. 軟骨細胞가 증식되어 연골이 형성되고 연골

에 造骨細胞가 들어와 骨化를 시작하여 연골을 경골로 

교체한다. 骨化가 진행됨에 따라 長骨의 끝부분은 

구히 연골로 남아 關節軟骨을 형성하고 一次 骨形成 

中心과 長骨 末端 사이에 남은 연골조직에 二次 骨形

成 中心이 형성되면서 長骨의 길이는 지속 으로 成長

한다. 이때 二次 骨形成 中心과 그 주변의 연골조직을 

成長板(growth plate) 는 骨端板(epiphyseal plate)이

라고 하며 이것은 청소년기에 長骨의 길이 成長을 담

당하다가 성인기에 들어서면 차 완 히 骨化되어 骨

端線(epiphyseal line)으로 흔 만 남게 된다
12)
. 

成長板은 청소년기 길이 成長의 가장 요한 부분

으로 본 실험에서는 成長板의 총 길이를 약물 투여 

과 투여 후에 측정하여 비교하 다. 조군과 비교했

을 때 약물 투여군의 成長板의 길이가 히 증가하

는데 成長板의 길이 증가는 곧 長骨의 총 길이 증가

에 큰 향을 미치므로 長骨의 길이 한 증가할 것임

을 유추할 수 있다. 상 로 長骨의 길이를 측정한 결

과, 成長 의 총길이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

다. 長骨의 길이가 증가한 것은 인체에 용했을 때 

길이 成長을 의미하므로 身長의 증가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成長板의 길이 증가는 곧 軟骨細胞(chodrocyte) 增

殖(proliferation)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약물이 어

떤 메커니즘으로 軟骨細胞의 增殖에 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해 추가로 BMP-2(골형성 단백, Bone 

morphogenic protein 2)와 IGF-1(인슐린양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의 成長板 내 발  정도

를 면역화학  조직 염색법(Immunohistochemistry)으

로 측정하 다. 그 결과 BMP-2와 IGF-1의 발 은 약

물 처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한 것으

로 나와 두 성장인자가 成長板과 長骨의 길이에 향

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BMP-2는 TGF-β(Transforming growth factor-β) 

superfamily에 속해 있는 성장인자로서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
13)
. 특히 retinoid라는 軟骨細胞 增

殖을 담당하는 물질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14,15)
 noggins이라는 골형성 억제인자를 억제하여 골

형성을 진시키기도 한다
13)
.

IGF-1은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과 련 깊은 

성장인자로 성장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腦下垂體 前葉에

서 분비한다. IGF-1은 특히 成長板에서의 軟骨細胞 增

殖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 한 성장호

르몬의 발  기제에도 여하여 성장호르몬의 발 과정

을 조 하며 인체 부분의 장소에서 세포의 分化

(differentiation)와 增殖(proliferation), 成熟(maturation)

을 조 한다
17)
. 한편 본 실험에서는 IGF-1의  농도를 

측정하여 약물이 IGF-1의 成長板 이외의 작용에 의도하지 

않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검증해봤으나 IGF-1의 

 농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약물이 成長

板 내에서만 특이 으로 IGF-1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의학 으로 成長障碍는 

腎과 脾의 虛損으로 생각되어 왔다. 虛症으로 인식되

어 치료법은 주로 補氣, 補血藥을 주로 하는 補益法

이 부분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처방은 補氣藥인 

黃芪, 白朮과 補血藥인 當歸를 심으로 하고 利水滲

濕藥인 白茯苓과 理氣藥인 陳皮, 그리고 消食藥인 麥

芽와 山査를 배합하여 허손으로 인한 成長障碍에 도움

이 되도록 구성 되었다. 

黃芪는 益衛固表, 利水消腫 하는데 性味가 甘溫하고 

脾肺經에 작용하여 生用하면 補氣固表하는 효능이 있

고 正氣를 鼓舞시켜 托毒生肌시킨다. 白朮은 健脾益氣, 

燥濕利水, 止汗安胎 하는데 性味가 苦甘溫하고 中焦에 

들어가 脾胃를 補益한다. 脾氣가 健運하게 되면 水濕

의 化濕 사를 진할 수 있으므로 肌表가 견고하게 

되어 固表止汗의 효능이 있다. 當歸는 補血和血, 調經

止痛, 潤燥滑腸 하는데 味는 甘, 辛, 苦 하고 性은 溫하

다. 補血活血하며 한 行氣止痛하는 효능이 있어 

心․肝․脾 三經에 작용한다. 白茯苓은 利水滲濕, 健脾

寧心 하는데 甘味는 補하고 淡味는 滲하며 藥性이 和

緩하여 利水하되 耗氣하지 않아 利水滲濕의 要藥이다. 

茯苓은 健脾하므로 標本을 모두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특히 脾虛濕勝證에 당하고 脾는 後天의 根本이 되고 

生氣化血의 根源이 되므로 茯苓의 健脾 작용이 요하

다. 陳皮는 理氣健脾, 燥濕化痰 하는데 味가 辛苦하고 

性이 溫하고 芳香性이 있다. 理氣健脾, 燥濕化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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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데 ≪本草綱目≫에 의하면 이 약이 補藥과 

함께 사용하면 補하는 작용이 있다. 麥芽는 行氣消食, 

健脾開胃, 乳消脹 하는데 麥芽는 과 , 과실을 소

화시키고 健脾開胃하여 소화불량, 식욕부진, 脾胃가 허

약할 때 용한다. 山査는 消食健胃, 行氣散  하는데 

助脾健胃하고 소화를 진하며 특히 기름진 고기를 먹

고 체한 데 사용한다. 麥芽와 山査는 주로 補藥의 부작

용을 억제하고 흡수를 진하기 해 배합된다
18)
.

한편 鹿茸은 표 인 補陽藥으로 補腎陽, 益精血, 

强筋骨, 調衝任, 托瘡毒 한다. 性味가  甘鹹, 溫하며 

肝․腎의 二經을 峻補하는 작용이 탁월하다. 인체 臟

腑의 생리에서 腎藏精, 腎主骨, 肝藏血, 肝主筋의 작용

이 있고 특히 鹿茸은 補精血, 壯筋骨하여 생장 발육을 

진하는 작용을 나타내므로 成長의 주요한 약으로 본 

실험에 사용되었다
18)
.

실험에서 韓藥混合製劑와 鹿茸醱酵抽出物, 두 약물

을 섞은 제제 이 게 3가지가 사용되었다. 모든 실험군

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 인 成長促進 효과가 나타났

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 것은 鹿茸醱酵抽出物

의 고농도 처치군이었는데 鹿茸의 뛰어난 成長促進 작

용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 져 있으므로
19-21)
 충분히 

상가능한 결과 다. 이번 연구에서 醱酵를 거친 鹿

茸에도 뛰어난 成長促進 작용이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醱酵를 통한 成長促進 작용의 향상에 한 추가 인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韓藥混合製劑도 

鹿茸醱酵抽出物에 버 가는 成長促進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약물의 병용투여군에서 가장 뛰

어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하 으나 그러한 상승

효과(synergy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해서

는 더 많은 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두 약물

의 병용투여군의 체   사료섭취량이 타 실험군에 

비해 다소 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두 약물이 配合되

면서 실험동물이 약물을 消化, 代謝를 하는데 어려움

을 겪었고, 때문에 약물이 완 히 吸收되지 않은 것으

로 보여진다. 그 지만 韓藥混合製劑와 鹿茸醱酵抽出

物, 두 약물을 섞은 제제 모두 성장 진 효과가 있어 

향후 성장지연 혹은 성장부진 청소년에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청소년기에 成長不振이 일어난 환자는 肉體的으로

도 心理的으로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韓藥製劑의 우수한 成長促進 효능을 밝 서 임상

에서 成長不振의 한의학 인 치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결  론

한약혼합제제와 녹용발효추출물은 성장기 흰쥐의 

장골 길이 성장에 유의 인 향을 미쳤다. 장골 성장 

길이와 총 성장  높이를 유의 으로 증가시켰고 성장

 내 BMP-2 와 IGF-1 의 발 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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