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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Angelica gigas N.)와 토사자(Cuscuta chinensis Lam.)를 포함하는 
생약 복합 추출물의 폐경 동물모델에서의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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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menopause, elderly woman experience physical and emotional symptoms, including hot flashes, 
night sweats, weight gain, vaginal dryness, and mood swing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ixed 
herbal extracts containing Angelica gigas Nakai and Cuscuta chinensis Lam. on menopause symptoms in ovariectomized 
(OVX) rats. Daily oral treatments of 500 mg/kg and 1,000 mg/kg in OVX rats for 8 weeks significantly reduced 
weight gain, inhibited hepatic lipid accumulation, and lowered serum lipid levels comparable to the effects induced 
by estradiol treatments. Mixed herbal extracts (named Jaeummidan) also prevented vaginal dryness as measured by 
increased vaginal weight. Increased vaginal weight was associated with enlarged epithelium thickness. These data show 
the preventive actions of Jaeummidan against menopause symptoms and further sugges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functional ingredients in elderly human populations experiencing menopaus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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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폐경(menostasia)이란 

적어도 12개월 이상 무월경인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평균 여성의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84.6세

로 평균 폐경 나이인 50세에 비교하여 약 30년 이상의 폐경 

이후의 삶을 영위하게 됨을 보여준다. 여성은 폐경 전후 호

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신체에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폐경의 진단은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증상으로 나누

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폐경 초기 단계에서는 안면홍조

(postmenopausal flushing and hot flashes)와 한밤중의 

잦은 발한(sweating) 등을 체험하게 된다. 이후 폐경 중기 

단계에서는 질 건조증(colpoxerosis), 질 위축증(vaginal 

atrophy), 피부의 건조 및 탄력 저하 등이 유발되며 폐경 

후기에는 골다공증(osteoporosis), 비만(obesity)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1).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라 더 건강하며 질적으로 향상된 삶

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폐경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잘 알려진 치료 방법인 직접적 호르몬 

처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수의 

여성들이 호르몬 처방 후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2). 최

근 폐경기 여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재의 조합을 

통한 처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3-5), 이

러한 처방은 간접적인 호르몬 상승 효과 및 증상 개선과 적

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4). 

앞서 폐경 증상에서 언급하였듯이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 

비만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폐경 전의 여성보다 폐경 후 여

성의 체내 지방량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6). 

이러한 폐경 이후의 비만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및 지방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야기한

다. 또한, 비만은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 등)를 유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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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mixed herbs extract, Jaeummidan
Name Contents (%)

Nelumbo nucifera Gaertn.
Sasa quelpaertensis Nakai
Cuscuta chinensis Lam.
Trigonella foenum-graecum L.
Angelica gigas Nakai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
Cinnamomum aromaticum Nees 
Pueraria montana root
Foeniculum vulgare Mill.
Glycyrrhiza uralensis

15
15
12
12
12
12
8
8
4
2

Total 100

(7),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만을 관리

하는 추세이다. 폐경의 또 다른 증상의 하나인 질 건조증, 

질 위축증 등은 성교통(dyspareunia)을 유발하며 50% 가까

이의 여성들이 경험한다(1,7). 이 증상의 원인으로는 질내 

상피조직(epithelium)의 퇴행이라고 알려져 있다(8).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의 목표조직(target tis-

sue)인 자궁 내막조직과 질 상피조직에서의 각각의 호르몬 

수용체의 변화 때문이라고 연구되어 있다(9-12).

본초강목통석에 따르면 자궁 작용을 조절하고 왕성케 유

도하는 약물은 당귀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궁기능을 활

성화한다고 알려진 토사자, 호로파, 연심과 죽엽을 선택하여 

혼합 추출물을 마련하였다(13). 이를 자음미단(Jaeummid-

an)이라 명명하였고, 본 혼합 추출물은 폐경기 여성의 비만

과 질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꽃

배아(Nelumbo nucifera Gaertn.), 제주조릿대(Sasa quel-

paertensis Nakai), 토사자(Cuscuta chinensis Lam.), 호

로파(Trigonella foenum-graecum L.) 등은 항산화, 항비

만 등의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며(14-17), 당귀(Angelica 

gigas Nakai), 산수유(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 

등은 당뇨 및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18,19). 

또한, 호로파는 동물의 폐경 모델에서 염증반응을 감소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17). 난소절제(ovariectomized)를 실시

한 폐경 모델의 동물에게 자음미단을 8주간 경구투여

(orally administration) 하여 기능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에스트라디올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여 결

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자음미단 한약재 혼합물은 Amorepacific 

R&D(Gyeonggi, Korea)팀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모든 배합

물은 원료를 세척 후 정제수에서 95±2°C의 온도로 약 4시

간 추출한 다음 추출물을 냉각하여 5 μm 마이크로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를 거친 이후 추출액을 50 Brix

로 감압 농축하여 4°C에서 보관하였다. 한약재 복합물은 총 

100% 함량 대비 연꽃배아 15%, 제주조릿대 15%, 토사자 

12%, 호로파 12%, 당귀 12%, 산수유 12%, 계피 8%, 칡뿌

리 8%, 소회향 4%, 감초 2%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양성

대조군으로 쓰인 에스트라디올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매 식이섭취 시 바로 만들

어 사용하였으며, Sham과 OVX control(음성대조군)은 매

회 증류수를 투여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female Sprague Dawley(SD) rat 9주령을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1주일간 적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료는 AIN-93G diet의 방

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건조시켰으며, 이때 콩기름 대신에 

옥수수유를 첨가하여 콩기름에 함유된 isoflavone을 제거하

여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Sham군, 난소절제를 한 OVX군

(음성대조군), 난소절제를 한 뒤 에스트라디올 50 μg/kg/d

를 식이 섭취시킨 군(양성대조군), 자음미단을 각각 500 

mg/kg/d(JM 500)와 1,000 mg/kg/d(JM 1000)를 투여한 

군으로 배정하였다. 에스트라디올의 농도는 원숭이를 통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에 대한 논문(8)과 라소폭시펜의 에스트

로겐 수용체 활성에 대한 논문(10)을 참고하여 50 μg/kg/d

로 설정하였다. 각 군당 8마리의 레트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물과 식이는 자유롭게 섭취시켰으며 

4일에 한 번씩 몸무게와 식이섭취량을 기록하였다. 동물실

험실의 사육조건은 온도 23~26°C 사이를 유지시켰으며, 습

도는 40~60% 사이로 조절하였다.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자동 조명장치에 의해 조절되었다. 난소절제는 레트의 적응

기간(1주) 후 실시하였다. 마취는 zoletil과 rumpun을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체중에 따라 500 μL/kg의 농도로 사용하

였다. OVX군은 복부 윗부분을 1 cm 가량 절개한 후 난소를 

꺼내 봉합사로 난소의 밑 부분을 묶은 다음 절제하고 절개한 

부분을 다시 봉합하였다. Sham군은 난소를 절제하지 않았

으며 복부를 절개한 스트레스만 주었다. 수술 후 세파졸린을 

체중에 따라 50 mg/kg 농도로 투여하였다. 본 실험은 성균

관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실시하였다

(SKKUIACUC-20150037).

혈장 및 장기 채취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들은 12시간 절식 후 희생되었다. 

혈액은 채취한 뒤 상온에서 20분 incubation 하였고 이후 

4°C centrifuge에서 1,000×g의 속도로 원심분리 하였다. 

이후 상층액인 혈청은 혈액분석 전까지 -80°C에서 보관하

였다. 지방조직과 간 조직, 질, 자궁은 채혈하는 즉시 적출하

여 젖은 상태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조직염색을 위하여 간 

조직과 질 조직은 10% formaldehyde solution에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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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Effects of Jaeummidan on body weight and fat tissue weight 
in ovariectomized rats. Ovariectomized (OVX) rat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rl), estradiol (ES, 50 μg/kg/d) or Jaeummi-
dan (JM 500: 500 mg/kg/d and JM 1000: 1,000 mg/kg/d). Sham 
group was used as a control. (A) Jaeummidan treated groups de-
creased body weight gain compared to the OVX control group 
(*P<0.05). (B) Food intake was similar in the OVX groups. (C) 
Treatments of Jaeummidan 1,000 mg/kg compared to the OVX 
control group tend to decrease the weight of abdominal fat tissues. 
Data represent mean±SEM (n=8). Value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mean comparison as post 
hoc. Different letters (a,b) above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
ences (P<0.05).

조직 염색

간 조직과 질 조직을 10% formaldehyde solution에 넣어 

24시간 이상 고정시켰다. 고정된 샘플은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어 4 μm cross section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간 조

직은 hematoxylin-eosin(H&E)을 사용하여 염색하였으며, 

질 조직은 H&E와 Masson's trichrome(MT)을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H&E를 통한 간 조직의 염색으로 지방구의 크

기를 확인하기 위해 Image J(NIH, Bethesda, M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UC를 측정하였다. 또한, 질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동물 한 마리당 하나의 MT 슬라이드

를 제작하여 한 슬라이드당 최소 6번씩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7, IBM, Chicago, IL, USA)를 사용

하여 평균값(mean)과 표준오차(SEM)을 산출하였으며, one- 

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유

의적 차이를 도출하였다. 유의성은 P 값 0.05 이하에서 시행

되었다.

 

결과 및 고찰

자음미단의 체중 증가 및 지방축적 억제 효과

초기 체중은 Sham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시작 24일부터 에스트라디

올(50 μg/kg)군과 함께 자음미단군 500 mg/kg(JM 500)과 

1,000 mg/kg(JM 1000)에서 유의적인 차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Fig. 1A). 초기 몸무게 대비 평균 Sham군에서는 

45.80 g, OVX군에서는 93.91 g, 에스트라디올군에서 68.29 

g, JM 500군에서 76.09 g, JM 1000군에서 80.63 g 증가량

을 보였다. 이는 난소적출을 통하여 여성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유도되었고(20,21), 자음미단을 섭취함으로써 

몸무게의 증가량이 적어졌음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이

섭취 조절은 성호르몬에 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21), 

본 연구에서는 Sham군을 제외한 난소절제군(OVX, OVX+ 

ES, OVX+JM 500, OVX+JM 1000) 사이의 식이섭취량의 

변화 없이(Fig. 1B) 몸무게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몸무게

의 증가량이 적어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장지방(ab-

dominal fat)의 무게를 측정하였다(Fig. 1C). 지방량을 측정

한 결과 ES(에스트라디올)군과 JM 1000군에서 OVX군보

다 지방의 무게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혈청 분석

8주 동안 에스트라디올(ES) 및 자음미단(JM) 처리를 한 

OVX 레트의 혈청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Triacylglycerol(TG)을 측정한 결과 OVX군의 평균 53 

mg/dL보다 자음미단군 JM 500군과 JM 1000군은 각각 

39.13 mg/dL, 38.00 mg/dL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total cholesterol(CHOL)의 결과에서도 OVX군 115.63 

mg/dL와 비교하여 JM 500군과 JM 1000군은 각각 85.38 

mg/dL와 79.75 mg/dL의 결과로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은 OVX군보다 유의

적으로 감소하여 Sham군과 대등한 정도를 보였다. 이처럼 

OVX군에서는 TG와 CHOL의 농도가 높게 형성되었지만, 

자음미단을 투여한 OVX군에서는 혈중 CHOL과 TG가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AST(aspartate amino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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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lood analysis on sham and ovariectomized rats
Variable Sham Ctrl ES JM 500 JM 1000

TG (mg/dL)
CHOL (mg/dL)
AST (U/L)
ALT (U/L)
HDL (mg/dL)
LDL (mg/dL)

 40.63±3.47bc

 96.50±6.17bc

105.37±12.37a

 27.11±3.81ab

 41.61±1.91ab

  9.01±0.40b

 53.00±2.59a

115.63±6.58a

117.87±13.95a

 29.50±1.15a

 42.46±2.28a

 12.90±1.02a

 49.50±3.28ab

112.38±5.46ab

 90.25±5.57ab

 24.25±0.81ab

 43.48±2.23a

 11.70±1.11a

39.13±1.33bc

85.38±6.97c

74.88±10.00b

19.83±4.10bc

35.13±2.19b

 9.04±0.78b

38.00±5.61c

79.75±3.77c

70.88±4.94b

14.86±1.16c

36.85±0.78ab

 7.88±0.62b

Blood levels of triacylglycerol (TG), total cholesterol (CHOL), aspartate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aminase (ALT),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and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in ovariectomized rats orally administrated 
with vehicle, estradiol (ES), and Jaeummidan (JM 500: 500 mg/kg weight and JM 1000: 1,000 mg/kg weight) for 8 weeks. Blood 
were collected from 12 h fasted rats. Serum TG and CHOL were decreased in Jaeummidan treated group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M (n=8). Value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mean comparison as post hoc.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 B

Fig. 2. Effects of Jaeummidan on hepatic lipid accumulation in ovariectomized rats. Ovariectomized (OVX) rat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rl), estradiol (ES, 50 μg/kg/d), and Jaeummidan (JM 500: 500 mg/kg/d and JM 1000: 1,000 mg/kg/d). Sham 
group was used as a control. (A) Hepatic lipid accumulation was decreased in Jaeummidan administrated mice compared to OVX 
control mice. Representative sections of livers from the sham, OVX, estradiol (50 μg/kg), and Jaeummidan (500 mg/kg and 1,000 
mg/kg) treated mice were shown.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 staining. Magnification, ×200. (B) Hepatic lipid accumulation 
was quantified by NIH image J (n=3 mice per group, 3 fields per mi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se)와 ALT(alanine aminotransaminase)의 분석을 통해 

혈중으로 분비된 간세포효소의 양을 측정한 결과 자음미단

군에서 OVX군보다 낮은 값을 확인하였다. 이는 OVX를 통

하여 비만이 된 레트의 간세포 파괴 및 이상으로 인한 효소 

방출이 자음미단의 섭취를 통해 독성이 감소함으로 생각한

다. 이를 통해 자음미단의 섭취는 몸무게 감소와 간과 혈청

의 지질 억제를 통하여 폐경기 여성의 비만 및 대사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간 무게 및 간 조직 관찰

간은 TG와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TG, 콜레스테롤, HDL 그리고 LDL 등의 조절을 통하여 혈

액 속 콜레스테롤의 항상성을 유지한다(22). 최근 연구 결과

에 따르면 OVX 이후 18주 동안 사육한 마우스의 간 무게에

서 Sham군보다 OVX군에서 유의적으로 무게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8주 동안의 사육

기간 동안 Sham군을 포함한 난소절제군(OVX, OVX+ES, 

OVX+JM 500, OVX+JM 1000) 무게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 조직을 hematoxylin-eosin(H&E) 

염색법을 통하여 염색하였을 시 OVX군에서 지방구(lipid 

droplet)의 생성과 크기가 증가하였고, 에스트라디올(ES)과 

자음미단(JM) 투여군에서는 지방구의 생성을 억제함을 확

인하였다(Fig. 2A). 지방구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

을 시 OVX군보다 JM 500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JM 

1000군에서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Fig. 2B). 이를 통해 

자음미단이 폐경기 이후 찾아오는 지방간으로부터 지방형

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질과 자궁 무게에 대한 자음미단의 영향

조직의 콜라겐 함량은 합성(synthesis)과 감성(degra-

dation)의 균형을 통해 조절된다. 그러나 폐경여성은 여성호

르몬의 부족 및 불균형으로 인해 질 내부의 교원질(collag-

enous) 조직 및 상피(epithelial) 조직의 생성량보다 감소량

이 증가하여 무게 및 두께가 얇아진다(24). 이에 자음미단의 

질과 자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본 

연구의 OVX 레트에서도 질의 무게가 Sham군은 0.072 g이

지만 OVX군에서는 0.029 g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에스트

라디올(ES)을 처리함으로써 OVX군에서 나타나는 질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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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Jaeummidan on vagina and uterus wet weights. Ovariectomized (OVX) rat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rl), 
estradiol (ES, 50 μg/kg/d), and Jaeummidan (JM 500: 500 mg/kg/d and JM 1000: 1,000 mg/kg/d). Sham group was used as a control. 
(A) Wet weights of vagina were increased in both Jaeummidan and ES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OVX control group. (B) 
ES treat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uterus weights while Jaeummidan treatments tend to increase uterus weights. Data were repre-
sented by mean±SEM (n=8). Value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mean comparison as 
post hoc.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4. Representative image of hematoxylin-eosin stained vagina cross sections. The representative H&E stained vagina sections 
from (A) Sham, (B) OVX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 OVX treated with estradiol 50 μg/kg/d, (D) OVX treated with Jaeummidan 
500 mg/kg/d, and (E) OVX treated with Jaeummidan 1,000 mg/kg/d were shown. Magnification, ×200. 

궁의 무게 감소가 각각 0.05 g과 0.19 g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2A~B). 자음미단이 처리된 마우스의 질 

무게는 JM 500군에서는 0.051 g, JM 1000군에서는 0.043 

g으로 증가하였다(Fig. 3A). 자궁의 무게도 질과 마찬가지

로 OVX군(0.086 g)보다 자음미단군(JM 500, 0.116 g; JM 

1000, 0.123 g)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B). 

Hematoxylin-eosin 염색을 통한 질 조직 관찰

질의 무게가 증가하였다는 앞선 연구 결과에 따라 Histo-

logical analysis를 진행하였다. Hematoxylin-eosin을 통

하여 OVX 레트의 질 조직의 단면을 잘라내어 염색하였다. 

잘린 단면에서 염색된 사진의 상피조직을 보면 Sham군(Fig. 

4A)과 OVX군(Fig. 4B)에서 확연한 두께(thickness)와 점

액질화(mucification)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자음미단 

JM 500군(Fig. 4D)과 JM 1000군(Fig. 4E)에서는 OVX군

(Fig. 4B)보다 두께 및 점액질화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한 질 내부조직 확인

질 상피조직의 자세한 염색을 위해 Masson's trichrome 

(MT) 염색을 통해 histomorphology를 확인하였다. MT 염

색은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muscle fibers and col-

lagen)을 파란색으로, 세포질(cytoplasm)과 핵(nuclei)은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질의 결합조직은 본 조직에서 합성하

는 콜라겐의 양과 분해되는 콜라겐의 양에 의해 균형이 이루

어진다. 이러한 질 조직의 대사는 성호르몬(예를 들어 에스

트로겐, 프로게스틴 등)에 의하여 조절됨이 연구되었다(9, 

10,12). 폐경 모델의 질에서의 결합조직 대사 감소는 성기능

의 저하를 유발하고, 특히 골반에서의 결합조직 대사 감소는 

전방 질벽 탈수(anterior vaginal wall prolapse) 등의 질병

을 유발하기도 한다(25). 본 연구에서는 난소절제 후 에스트

로겐을 섭취한 레트와 자음미단을 섭취한 레트의 질 두께를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Sham군에서 상피조직 염색을 

붉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5A), 난소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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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ig. 5. Representative image of Masson trichrome stained vaginas cross sections. The representative Masson trichrome stained vagina 
cross sections from (A) Sham, (B) OVX vehicle treated, (C) OVX treated with estradiol 50 μg/kg, (D) OVX treated with Jaeummidan 
500 mg/kg, and (E) OVX treated with Jaeummidan 1,000 mg/kg were shown. Magnification, ×200 (A∼E) ×400 (A'∼E'). (F) 
Quantification of epithelium thickness (n=6). Epi: epithelial, L.p.: lamina propria, Mus: muscularis. Value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mean comparison as post hoc.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통한 레트에서는(Fig. 5B) 현저하게 상피층이 얇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음미단 처리군(Fig. 5D 

~E)에서는 에스트라디올군과 같은 양상으로 상피조직의 두

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JM 1000군에서 확실한 효과를 확

인하였다. 또한, Morphometric 방법을 이용하여 상피조직

의 두께를 길이로 측정하였을 때 JM 1000군(1,443 μm)에

서 OVX군(154 μm)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 5F). 이를 통해 자음미단이 상피조직의 두께를 증가시

킴으로써 폐경 여성의 질 건조와 위축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음미단의 경구투여는 폐경기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몸무게와 지방조직과 간에서의 지방 함량 증가 억

제, 혈청 내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억제와 

더불어 질의 상피조직 두께 감소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에 임상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이 기대된

다. 

 

요   약

대부분의 여성은 폐경 이후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된다. 폐경

의 증상으로는 홍조, 발한, 몸무게의 증가와 질 건조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폐경기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

는 열 가지 종류의 생약을 조합하여 만든 혼합 추출물이 동

물의 폐경 모델인 난소절제(ovariectomized, OVX) 레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구투여를 통

해 각각 500 mg/kg/d, 1,000 mg/kg/d 농도의 열수 추출물

(자음미단)을 8주간 섭취시켰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에스트

라디올(50 μg/mL)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자음미단이 

난소절제 레트에서 몸무게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간

에서의 지방 함량 증가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자음미단의 

섭취는 페경 후 증가하는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

치도 감소시켰다. 또한, 자음미단은 질의 무게를 증가시켰으

며, 특히 질 내벽의 상피세포의 두께에 영향을 주었다. 자음

미단의 1,000 mg/kg/d의 농도에서는 에스트로디올과 유사

한 정도의 내벽 두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자음미단이 폐경기 여성의 증상인 비만, 대사질환 및 

질 건조증의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능

성 식품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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