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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ffect of pharmacopuncture on treatment of os-
teoporosis in animal models reported in korean domestic journals.
Methods The databases (Koreantk, KISS, NDSL) were searched with term as osteopo-
rosis, and animal study reports on osteoporosis with pharmacopuncture were reviewed. 
Animal model, intervention, and osteoporosis indicator were extracted.
Results 22 articles were reviewed. 11 studies used ddy mouse and 9 studies used SD 
rat. 20 studies used ovariectomy to induce osteoporosis. 21 studies used simple 
pharmacopuncture. Cervi pantotrichum cornu was most frequently used pharmaco-
puncture and Umgok (KI10) was most frequently used acupuncture point. Each study 
shows significant changes of osteoporosis indicators.
Conclusions Pharmacopuncture is expected to be a positive effect on osteoporosis. (J 
Korean Med Rehab 2016;26(2):75-83)

Key words Osteoporosis, Pharmacopuncture, Animal Model, Review

서론»»»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

는 골격계 질환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뼈가 약해져

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많은 

역학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2009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자

가 남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골다공증의 원인에는 내분비, 영양, 유전적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estrogen 결핍, vita-

min-D 결핍, 부갑상선 호르몬 과잉, 칼슘의 섭취부족이나 

장에서의 흡수 능력 저하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2).

한의학에서는《素問ㆍ五臟生成》에서 “腎之合骨也”,《素

問ㆍ陰陽應象大論》에서 “腎生骨髓”라 하여, 腎이 骨과 

骨髓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骨痿, 骨痺, 骨枯, 骨極 등은 

先天稟受가 不足하거나 腎氣가 虛弱한 자에게 많으며 骨

質의 弱化를 나타내는 疾病으로, 임상증상과 발병원인으

로 보아 골량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3). 따라서 골다공증에 관한 기존 연구도 滋陰 

補腎하는 약재나 처방을 중심으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에 유의하다는 보고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골다공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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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주로 약물의 경구투여 효과 입증에 치우쳤으나 최근

들어 鍼과 藥物의 자극을 동시에 하여 보다 양호한 치료효

과를 얻을 수 있는 약침치료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4).

약침요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약침액을 질환

과 연관된 경혈과 체표촉진에 의해 얻어진 양성반응점 및 

혈관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으

로서 자침과 약물의 효능을 이용해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

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신침요법이다. 

이는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시킨 치료법으로서 여

러 가지 유효하고 특이한 경혈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약물을 신속하게 주입함으로써 약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5).

현재 골다공증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Leung6) 등 및 

Zhao7) 등이 골다공증에 대한 리뷰논문을 발표했으나 이

는 모두 중의학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논문을 대

상으로 김8) 등이 리뷰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전반적

인 한방치료의 경향성을 분석한 것으로 현재 국내논문 중 

약침의 효능을 중심으로 하여 발표된 리뷰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국내에서 발표된 골다공증 유발 

동물모델에 약침을 이용한 실험연구 논문들을 고찰하여 

향후 임상에서의 활용에 있어 약침 소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검색방법

관련문헌 검색 사이트는 한국전통지식포탈(http://www. 

koreantk.com), KISS (http://kiss.kstudy.com), NDSL 

(http://www.ndsl.kr)의 데이터베이스 3개를 이용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기간제한 없이 국내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어는 골다공증(osteoporosis)로 

하되 각 사이트의 검색전략을 이용하였다. 검색 범위는 

제목 및 키워드로 하였다.

2. 자료 추출

국내에서 발간되었으며, 골다공증에 대하여 약침을 이

용한 동물실험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추출은 1명

의 저자(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읽고 검토하였다. 다만 초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원문을 읽고 분석하였다. 자료추출의 선정기

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② 골다공증에 효과가 예상되는 약침 소재를 이용한 

경우

③ 치료 효능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 경우

2) 배제 기준

① 실험연구가 아닌 경우

② 대상이 사람이거나 in vitro인 경우

③ 골다공증 치료의 소재가 약침이 아닌 경우

결과»»»
1. 자료추출 결과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골다공증(osteoporosis)으로 

검색된 논문은 1,095편이었으며, 한의학과의 관련성이 없

는 논문을 제외한 후 총 273편이 남았다. 이 후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하여 총 153편이 남았다. 153편의 논문을 선

정기준과 배제기준을 바탕으로 추출한 결과 131개의 논

문이 탈락되고 최종 2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Fig. 1).

2. 실험동물에 대한 분석

선정된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실험동물은 mouse

를 이용한 논문이 13편이었으며 그 중 ddy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 SAM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이었다. 9편

은 rat을 이용하였으며 종은 Spargue-Dawley (SD)를 이용

하였다. Mouse는 7∼8주령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암컷을 

사용한 경우는 22편 중 20편으로 수컷보다 암컷을 선호하

였다. 골다공증을 유발한 방법으로는 ovariectomy (OVX)

를 이용한 논문이 20편으로 OVX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

며 sibbing을 사용한 논문이 2편이었다(Tab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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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searching 
strategy.

No. First author (year) Subject Age (week) Sex method of induction

1 Kim et al9) (2012) SAM-P6/SAM-R1 8 M sibbing

2 Jung et al10) (2011) ddy 7 F OVX

3 Shin et al11) (2010) ddy 7 F OVX

4 Choi et al12) (2010) ddy 7 F OVX

5 Kim et al13) (2010) ddy 7 F OVX

6 Hwang et al14) (2009) ddy 7 F OVX

7 Kang et al15) (2009) ddy 7 F OVX

8 Kim et al16) (2019) ddy 7 F OVX

9 Jeung et al17) (2008) ddy 7 F OVX

10 Oh et al18) (2008) ddy 7 F OVX

11 Yim et al19) (2008) ddy 7 F OVX

12 Kim et al20) (2008) ddy 7 F OVX

13 Kim et al21) (2007) SAM-P6/SAM-R1 8 M sibbing

14 Yook et al22) (2001) SD - F OVX

15 Han et al23) (2000) SD - F OVX

16 Suck et al24) (2000) SD - F OVX

17 Huang et al25) (1999) SD - F OVX

18 Jang et al26) (1998) SD - F OVX

19 Kwon et al27) (1998) SD - F OVX

20 Kim et al28) (1997) SD - F OVX

21 Ahn et al29) (1997) SD - F OVX

22 Ahn et al30) (1997) SD - F OVX

SAM: Senescence Accelerated Mice, OVX: ovariectomy, SD: Sprague-Dawley.

Table I. Summary of Animal Model in Studies

3. 중재내용 분석

중재내용은 약침에 사용된 약물의 구성 및 재료, 중재

기간을 조사하였다(Table II).

골다공증을 유발시킨 대상모델에게 투여된 약물은 단

일성분을 이용한 논문이 21편이고, 혼합성분을 이용한 논

문이 1편으로 분석되었으며 골다공증 치료효능의 소재로 

쓰인 약물의 종류는 총 17가지였다. 투여 용량이나 일수

를 배제하고 물질별 사용 빈도수만을 보면 鹿茸이 5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紫河車, 紅花子가 3회 등의 순서였다

(Table III).

중재기간은 짧게는 6일을 제공한 논문에서부터 길게는 

60일까지었으며 평균적으로 48일 정도의 관찰기간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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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mple, 

Complex
Herbal-acupuncture material Period (day)

19) Simple Astragali Radix 28

210) Simple Artemisiae Vulgaris Folium 56

311) Simple Rubi Fructus 56

412) Simple Evodiae Fructus 56

513) Simple Corni Fructus 56

614) Simple Lycii Fructus 56

715) Simple Epimedii Herba 56

816) Simple Rosae Laevigatae Fructus 56

917) Simple Cistanches Herba 56

1018) Simple Drynariae Rhizoma 56

1119) Simple Acanthopanacis cortex 56

1220) Simple Cyperi Rhizoma 56

1321) Simple Hominis placenta 28

1422) Complex Carthami Tinctorii FructusㆍCervi pantotrichum cornuㆍHominis placenta, Carthami 
Tinctorii FructusㆍCervi pantotrichum cornu

60

1523) Simple Cervi pantotrichum cornu 6

1624) Simple Morinda officinalis How 6

1725) Simple Carthami Tinctorii Fructus 60

1826) Simple Hominis placenta, Cervi pantotrichum cornu, Carthami Tinctorii Fructus 60

1927) Simple Rhizoma Polygonati 50

2028) Simple Cervi pantotrichum cornu 30

2129) Simple Rhizoma Polygonati 50

2230) Simple Cervi pantotrichum cornu 60

average of period: 47.9.

Table II. Summary of Intervention in Study

Frequency Herb Material

5 Cervi pantotrichum cornu

3 Carthami semen, Hominis placenta

2 Rhizoma Polygonati

1 Astragali Radix, Artemisiae Vulgaris Folium, Rubi Fructus, Evodiae Fructus, Corni Fructus, Lycii Fructus, Epimedii 
Herba, Rosae Laevigatae Fructus, Cistanches Herba, Drynariae Rhizoma, Acanthopanacis cortex, Cyperi Rhizoma, 
Hominis placenta, Pakukchun

Table III. Frequency of Herbal-Acupuncture Materials for Inhibitory Effect on Osteoporosis

4. 약침효과의 측정 및 결과분석

동물모델에 골다공증을 회복시키는 약침을 중재로 제

공한 후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육안적 관찰

(macroscopy), 골학적 분석(osteological analysis), 혈액

학적 분석(hematological analysis), 조직학적 분석

(histological analysis), 뇨검사(urinalysis)로 나뉘었다. 육

안적 관찰과 골학적 분석, 혈액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

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11편이었고, 육안적 관찰과 골학

적 분석, 혈액학적 분석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4편이었으

며, 골학적 분석과 혈액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2편이었다. 또한 혈액학적 분석만을 사용

한 논문은 2편이었고, 육안적 관찰과 골학적 분석, 조직

학적 분석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1편이었으며, 육안적 관

찰과 혈액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을 함께 사용한 논문

은 1편이었고, 혈액학적 분석과 조직학적 분석, 뇨검사를 

함께 사용한 논문은 1편이었다(Fig. 2). 육안적 관찰에는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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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published studies is analyzed by the 
observation methods of measuring indicators.
M: macroscopy, O: osteological analysis, He: hematological
analysis, Hi: histological analysis, U: urinalysis.

weight/body weight, tibial length 등이 사용되었다. 골

학적 분석은 bone ash analysis를 이용하여 Ca, P, Ca/P 

ratio를 측정하고, 골밀도를 측정하였으며, flow cy-

tometry를 사용하여 osteoclast like cell in bone을 측정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혈액학적 분석은 analysis of se-

rum 및 analysis of complete blood cells가 사용되었다. 

조직학적 분석으로는 hematoxilin and eosin stain 후 형

광현미경을 이용한 Histomorphometry를 통해 경골, 대퇴

골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광학현미경과 영상분석기를 

이용한 Histological observation을 통해 trabecular area

를 관찰하고 cortical thickness index를 측정하는 방법 등

이 사용되었다. 뇨검사로는 urine hydroxyproline level과 

urine deoxypyridinoline level이 측정되었다. 평가방법의 

구체적인 항목은 Table IV와 같다.

고찰 및 결론»»»
골다공증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

가 어렵고 또한 치료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 때문에 이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

여 결과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치료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1).

현재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는 Bispho-

sphonates, Selective Estrogen-Receptor Modulaters, 

Calcitonin, Teriparatide 등이 있고, 이러한 치료제들의 부

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

를 들어 Bisphosphonates는 설사, 오심, 복통 및 근골격통

을 유발하고, Selective Estrogen-Receptor Modulators는 

정맥혈전색전증, 전신열감 및 하지부경련을 유발한다32). 

이 때문에 대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학계도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

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골다공증에 효과가 예상되는 약침을 선정하

여 동물을 대상으로 그 효능을 관찰한 논문 중 적절한 평

가도구를 사용한 논문 22편을 선정하고 실험동물, 중재내

용, 평가법, 측정지표 및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다.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ddy 

mouse와 SD rat, SAM moues였으며, 이 중 ddy mouse

와 SD rat이 주로 이용되었다. ddy mouse 모델은 발육이 

양호하고 온순하며 다루기 쉽고 건강하여 번식이 잘 되어 

골다공증 실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실험동물이다33). 

SD rat은 독성학과 약물학을 포함하는 생의학 연구의 거

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ddy mouse와 SD rat이 높은 빈도로 사용

된 것이라 생각된다.

골다공증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OVX를 이용

한 논문이 20편으로 OVX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sib-

bing을 이용한 논문이 2편이었다. Mouse, rat에게 OVX를 

시행하여 난소를 제거하면 estrogen 결핍으로 인해 폐경

여성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골강도 및 골밀도의 손실이 발

생하게 된다34). OVX는 폐경기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고 재현성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

수의 연구에서 채택되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재약물은 단일제재의 효능을 알아본 논문이 21편이

었고, 복합제재의 효능을 알아본 논문이 1편으로 단일제

재의 효능에 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재

약물로 쓰인 소재는 총 17가지였으며, 대부분 補益藥이었

고 특히 腎虛에 효과를 나타내는 補陽藥이었다. 가장 높

은 빈도수를 보이는 약재는 총 5회의 연구에서 사용된 鹿

茸이었다. 鹿茸은 性이 溫하고 味는 甘鹹하며 補腎陽, 益

精血, 强筋骨 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陽痿滑精, 筋骨痿
軟, 腰脊冷痛 등의 증상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골다공

증의 치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단일제재를 이용한 실험은 黃芪9), 艾葉10), 覆盆子11), 

吳茱萸12), 山茱萸13), 枸杞子14), 淫羊藿15), 金櫻子16), 肉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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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asuring Indicators

19) body weight, BMD, RBC, RDW, MPV, HB, HCT, MCHC, MCH, MCV, PLT, protein, ALB, BUN, creatinine, Pi, Glu-FBS, Iron

210)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GOT, GPT, ALP, creatine, P, Ca, osteocalcin,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311)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creatine, P, Ca, osteocalcin,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412)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P, Ca, osteocalcin, AST, ALT, creatinine,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513)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ST, ALT, ALP, creatinine, P, Ca, osteocalcin,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614)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P, Ca, osteocalcin,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715)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osteocalcin, Ca, GOT, GPT,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816)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creatinine, P, Ca, osteocalcin,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917)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osteocalcin, Ca,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1018) BMD, osteoclast like cell in tibia, ALP, osteocalcin, Ca,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1119) body weight, uterine weight, uterus index, tibial length, ash bone weight, levels of Ca, P, Ca/P ratio in tibia, BMD, osteo-
clast like cell in tibia, ALP, creatine, osteocalcin, Ca,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1220) BMD, osteoclast like cell in tibia, ALP, osteocalcin, Ca, histological analysis of tibia, TBV, TBT, GPL

1321) body weight, BMD, RBC, RDW, MPV, HB, HCT, MCHC, MCH, MCV, PLT, protein, ALB, BUN, creatinine, Pi, Glu-FBS, Iron

1422) body weight, BMD, osteocalcin, ALP, Ca, P, trabecular area, cortical thickness index

1523) osteocalcin, estradiol, progesterone, FSH, Ca, P

1624) osteocalcin, estradiol, progesterone, FSH, Ca, P

1725) body weight, BMD, trabecular area

1826) body weight, osteocalcin, Ca, P, GOT, GPT, ALP, trabecular area 

1927) body weight, femur mass/body weight, BMD, osteoclast like cell in femur, RBC, HB, HCT, Ca, P 

2028) body weight, uterine weight, ash bone weight, ash bone weight/body weight, levels of Ca, P in bone, E1, E2, E3, osteo-
calcin, Ca, P, trabecula, osteoblast, osteocyte

2129) body weight, femur mass/body weight, BMD, RBC, HB, HCT, Ca, P, osteocalcin

2230) osteocalcin, calcitonin, Ca, P, trabecula, hydroxyproline, deoxypyridinoline

BMD: bone mineral density, RBC: red blood cell, RDW: red cell distribution, MPV: mean platelet volume,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V: mean corpuscular vol-
ume, PLT: platelet, ALB: albumin, BUN: blood urea nitrogen, Ca: calcium, P: phosphorus,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LP: alkaline phosphatase, TBV: trabecular bone volume, TBT: trabecular bone thickness, 
GPL: growth plate length,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 aminotransferase,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E1: es-
trone, E2: estradiol, E3: estriol.

Table IV. Summary of Measuring Indicators and Results

蓉17), 骨碎補18), 五加皮19), 香附子20), 紫河車21), 紫河車ㆍ

鹿茸ㆍ紅花子26)(효능 비교), 鹿茸23,28,30), 巴戟天24), 紅花子25), 

黃精27,29)의 효능을 분석한 것이고, 혼합제재를 이용한 실

험은 紅花子ㆍ鹿茸ㆍ紫河車 혼합군과 紅花子ㆍ鹿茸 혼합

군22)의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약침 주입에 사용된 穴로는 陰谷이 11편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腎兪가 3편, 大杼가 2편이

었다. 김20)등은 陰谷이 足少陰腎經의 合水穴로서 自經의 

自穴이며 滋補肝腎, 調節厥氣의 효능이 있어 膝關節炎, 

股關節痛, 痺證 등의 퇴행성 관절 질환에 다용되는 穴位

이기에 取穴하였다고 밝혔다. 陰谷은 足少陰腎經의 열 번

째 經穴로써 滋補肝腎, 利導下焦, 疏泄厥氣의 효능이 있

어 肝腎陰虛로 인한 小便頻數, 遺尿失禁, 夜尿, 滑精早泄, 

陽痿, 疝氣 陰中痛, 癲狂, 膝股內側痛 등을 主治하므로35) 

골다공증의 치료에 있어 적절한 穴位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한23) 등은 腎兪가 調腎氣, 强腰脊의 穴性을 가지고 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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臟의 背兪穴로서 補腎作用이 있고, 大杼는 八會穴 중 骨

會로 骨病에 대한 主治穴이며 腰背痛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골다공증의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取穴하였다고 밝혔다. 각각의 연구에서는 골다

공증에의 치료효과 분석을 위해 약침을 투여한 후 중재기

간 동안 체중, 자궁무게, 골성분, 혈구 및 혈청, 뇨성분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체중변화 항목에서 黃芪9), 鹿茸20)이 유의한 결과를 보

였고, 경골길이에서 吳茱萸12), 肉蓯蓉17)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골밀도에서 黃芪9), 吳茱萸12), 枸杞子14), 淫羊藿15), 

肉蓯蓉17), 骨碎補18), 五加皮19), 紫河車21)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혈청분석에서는 Ca, P 모두에서 山茱萸13)와 鹿茸23), 黃

精27,29)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Ca에서 巴戟天24)이 유의

한 결과를 보였으며, P에서 艾葉10), 覆盆子11), 吳茱萸12)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reatinine 농도는 艾葉10), 覆盆子11), 

吳茱萸12), 五加皮19)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Osteocalcin

은 肉蓯蓉17), 骨碎補18), 五加皮19), 香附子20), 鹿茸23) 및 紅花

子ㆍ鹿茸ㆍ紫河車 혼합군22)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

며, alkaline phosphatase는 紅花子ㆍ鹿茸ㆍ紫河車 혼합

군 및 紅花子ㆍ鹿茸 혼합군22)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follicle stimulating hormone과 progesterone에서 

鹿茸23)과 巴戟天24)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鹿茸23,28)에서 

estradiol의 단독증가 또는 estrone, estradiol, estriol 모두

가 증가됨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黃精29)에서 

red blood cell, hemoglobin, hematocrit 증가에 있어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경골 내 osteoclast like cell은 艾葉10), 覆盆子11), 吳茱

萸12), 山茱萸13), 枸杞子14), 淫羊藿15), 金櫻子16), 肉蓯蓉17), 

骨碎補18), 香附子20)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BV 

(trabecular bone volume), TBT (trabecular bone thick-

ness), GPL (growth plate length) 모두에서 艾葉10), 骨碎

補18)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TBV, GPL에서 淫羊藿15), 

肉蓯蓉17), 五加皮19), 香附子20)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TBT, GPL에서 覆盆子11), 枸杞子14), 金櫻子16)가 유의한 결

과를 보였고, GPL에서 吳茱萸12), 山茱萸13)가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경골 내 Ca, P 모두에서 吳茱萸12), 山茱萸13), 

淫羊藿15), 肉蓯蓉17)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Ca에서 枸

杞子14)와 金櫻子16)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鹿茸28)은 

경골 및 대퇴골의 Ca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골소주 

면적에서 경골 근위골단부는 紅花子ㆍ鹿茸 혼합군22), 紫

河車26), 鹿茸26), 紅花子17,26)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경골 근위골간부는 紅花子ㆍ鹿茸ㆍ紫河車 혼합군 및 紅

花子ㆍ鹿茸 혼합군22), 紅花子17,26)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였으며, 제1요추골은 鹿茸26)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뇨중 hydroxyproline 및 deoxypyridinoline 함량은 鹿

茸3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각각의 논문들은 골다공증의 다양한 지표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 중 鹿茸23)

과 巴戟天24)은 골다공증 질환에 있어 혈액학적 접근만을 

이용하였고, 중재기간 또한 다른 연구에 비해 6일로 매우 

짧아 만성 소모성 질환인 골다공증의 질병 특성을 고려하

였을 때 향후 임상적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고, 紫河車21,26), 紅花子25,26), 鹿茸26)에서 

약침 주입의 取穴에 있어 穴이 아닌 일반 신체부위에 주

입하였고 取穴에 대한 한의학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연구대상 논문들의 대부분이 난소적출

로 인한 estrogen 결핍성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 결과물

로, 이 연구들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골다공증에도 유효

할 것인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국내에서 발표된 골다공증 유발 동물모델에게 약

침을 주입하여 그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을 고찰했으며, 

이는 향후 골다공증 관련 약침 연구 및 임상에의 적용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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