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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intongchukea-tang (Shentongzhuyu-tang) on Bone Fusion in
Rib Fractur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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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bone regeneration effects of
Sintongchukea-tang (SC) on rib fractured rats.
Methods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5 groups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SC low [SC-L] and SC high [SC-H]). All groups were subject to fractured rib except
normal group. Normal group received no treatment at all. Control group was orally fed
with phosphate buffered saline, and positive control group was medicated with tramadol (20 mg/kg). SC group was orally medicated with SC (50 mg/kg, 100 mg/kg)
once a day for 14 days. The fracture healing process was observed by x-ray, micro CT
and fracture tissue slide was observ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e analysed
levels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Ki67, alkaline phosphatase (ALP),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and analysed levels of Osteocalcin in plasma.
We measured level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P, blood urea nitrogen (BUN) and creatinine in plasma, for hepatotoxicity and
nephrotoxicity of SC.
Results Though X-ray and micro-computed tomography, more callus formation was
observed and bone union was progressing. Through Hematoxylin and Eosin, callus
formation was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Runx2 level at SC-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RAP level at SC-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ST, ALT, ALP, BUN and creatinine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As described above, SC promoted fracture healing by stimulating the
bone regeneration factor. And SC shows no hepatotoxicity and nephrotoxicity. In conclusion, it seems that SC helps to promote fracture regeneration and it can be used
clinically to patients with fracture.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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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같은 질병, 스포츠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하며2) 최근 고령
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골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3).

골절이란 뼈의 연속성이 불완전 또는 완전하게 소실된
1)

상태를 말한다 . 골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피부, 피하조직, 근막, 신경
및 혈관 등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1). 골절치료는 우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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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해부학적 정복, 내고정 그리고 골과 주위조직 손상

로 瘀血로 인한 근육통 및 관절통을 치료하는데 활용되

의 감소 및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관절 구축 최소화를

고 있다12).

위한 주위관절의 조기 운동 등이 있다4). 골절의 치유과

身痛逐瘀湯은 실험적으로 Kim13)의 抗血栓, Son14)의

정은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의 순서로 연속적으로

鎭痛, 消炎, 解熱作用, Ryu15)의 抗炎, 鎭痛 및 血管擴張,

중복되면서 진행이 되는데5) 복원기는 다시 연성 가골

抗血栓, Lee16)의 壓迫으로 인한 外傷瘀血病態 회복, Lee17)

기와 경성 가골기로 나뉜다1). 골절유합은 호르몬과 영

의 신경 손상회복, Park18)의 骨芽細胞 재생, Park19)의 骨

양상태, 골절의 모양, 골절 부위로 혈액공급, 치료 방법

多孔症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身痛逐瘀湯의

6,7)

등의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
8)

골절 유합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한의학에서는 ≪外臺秘要≫ 에서 ‘救急療骨折, 接令

이에 저자는 身痛逐瘀湯이 골절유합에 미치는 영향

如故, 不限人畜也方’이라 하여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골

을 알아보기 위해, rat에 늑골 골절을 유발한 후 영상학

절을 언급하였다. 당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 혈액검사, 안전성 검사를 통하

9)

않았으며, 이후 ≪千金要方≫ 에서 정복 및 고정에 대

여 유의한 실험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해 기술하였다. 이후 ≪傷科補要≫, ≪醫宗金鑑≫ 등을
거치면서 골절의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왔다5). ≪聖
濟總錄≫10)에서 약물치법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골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골절 초기에는 活血祛瘀, 消腫止痛, 중
기에는 接骨續筋, 후기에는 補氣養血, 補益肝腎, 健壯筋
骨의 방법을 통해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한다5)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身痛逐瘀湯은 靑代 王靑任의 ≪醫林改錯≫11)에 수록

실험에 사용한 身痛逐瘀湯(Sintongchukea-tang, SC)의

되어 있다. 구성약물 및 효능을 살펴보면 紅花, 當歸, 川

구성 약재는 桃仁, 當歸, 沒藥, 五靈脂, 牛膝, 地龍, 川芎,

芎, 桃仁, 牛膝은 活血化瘀하고, 五靈脂, 沒藥, 地龍은 活

甘草, 紅花, 羌活, 秦膠, 香附子로 ≪醫林改錯≫11)을 기준

絡止痛하고, 秦艽, 羌活은 祛風濕하고, 香附子, 甘草는 利

으로 하였다. 모든 구성 약재는 옴니허브(Daegu, Korea)

氣작용이 있어 活絡化瘀, 通絡止痛, 祛風濕하는 효능으

에서 구입하였고, 처방 구성은 Table Ⅰ과 같다.

Table Ⅰ. The Herbal Composition of Sintongchukea-tang
Herbal medicine name

Amount (g/d)

Prunus persica (L.) Batsch

8

Angelica gigas

8

Commiphora myrrha Engl.

8

Trogopterus xanthipes Milne-Edwards

8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8

Pheretima aspergillum (E. Perrier)

8

Ligusticum officinale (Makino) Kitag.

8

Glycyrrhiza glabra L.

8

Carthamus tinctorius L.

8

Notopterygium forbesii Boiss

4

Gentiana straminea Maxim

4

Cyperus rotundus L.

4

Total amount

84

2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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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동물

정상군은 늑골 골절 손상을 주지 않았다. 그 외 모든 그
룹의 실험동물은 늑골에 골절 손상을 주었고 실험 약물

실험동물은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7

은 1주 혹은 2주 동안 1일 1회 일정 시간에 경구 투여

주령 수컷 Sprague Dawley 랫드 (300-350 g)를 분양받

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임상에서 골절 혹은 수술 후 진

아 5주일간 사육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실

통제로 사용하는 tramadol (20 mg/kg; Sigma Aldrich

험 당일까지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

Co., Ltd.,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다. 실험군

록 하였다. 사육환경은 자유식이하면서 온도는 23±1℃로

은 SC (50 mg/kg, 100 mg/kg)을 사용하였다.

맞추었고 12시간 light-dark cycle의 환경에 7일간 적응
시킨 후 실험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실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DJUARB2019-006).

4) Plasma 분리
마취된 실험동물의 심장에서 직접 채혈한 뒤 곧장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가 들어 있는 BD vacutainer
tube (BD, Franklin Lakes, NJ, USA)에 넣고 가볍게 흔들

2. 방법
1) 약재추출
2첩 분량의 한약재 168 g에 1 L의 증류수를 넣고 약

어 혈액 응고를 억제하였다. 이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취하여 plasma를 확보하였다.

5) 골절 부위의 영상학적 관찰

탕기(Daewoong, Naju, Korea)를 이용하여 약 2시간동

(1) X-ray

안 열수추출하였다. 끓인 약재는 Whatman No. 2 filter

골절된 뼈와 재생된 뼈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Maidstone, UK)로 여과해 용액에 추출된 성분만을 분

(ROTANODE-E7239X; Toshiba, Tokyo, Japan)를 사용

리하였다. 여액은 rotary evaporator (Buchi, Switzerland)

하여 늑골을 촬영하였다. X-ray 소스는 관전압 36 ㎸p,

로 70℃에서 감압증발한 뒤 동결건조하여 40.69 g의 건

관전류 5 mA로 촬영하였다. X-ray 촬영 후 이미지는

조분말을 얻어 추출효율은 24.2%였다. 분말은 -80℃에

Fire-CR (3DISC, Herndon, VA, USA)을 사용하여 영상

분주하여 보관하였고, 사용하기 전 식염수로 희석하여

을 분석하였다.

0.45 μm필터로 거른 후 사용하였다.

2) 골절유발 방법

(2) Micro-computed tomography (Micro-CT)

재생된 뼈를 확인하기 위하여 Micro-CT (Quantum FX
Micro-CT; Perkin Elmer Inc., Waltham, MA, USA)를 사

실험 동물에게 60 mg/kg의 ketamine (Yuhan Corproation,

용하여 늑골을 스캔하였다. X-ray 소스는 관전압 90 ㎸p,

Seoul, Korea)과 500 μL/kg의 rompun (Bayer, Leverkusen,

관전류 160 μA로 3분간 스캔하였다. 8.8 μm의 공간 분

Germany)을 섞어 근육 주사하여 마취하였다. 골절 유발

해능에서 0.7°의 회전 단계로 360°에 걸쳐 스캔을 수행

을 위한 방법으로 가슴을 삭모한 다음 피부와 근육을

하였다. Micro-CT 스캔 후 이미지는 Dataview (Bruker,

절개한 뒤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9번 늑골을 절

Ettl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단하여 골절을 유발하였다. 골절 유발 후 근육, 피부 순
서로 봉합사를 이용하여 5 mm 간격으로 단순 결찰 봉
합하였다.

3) 군 분류 및 약물투여

6) 골절 조직 분석
(1) 조직슬라이드 제작

치사된 실험동물에서 골절을 유발한 늑골 부위를 적
출한 뒤 10% formalin에 1주일동안 조직을 고정하였다.

실험동물은 무작위로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정

고정된 조직을 조직처리 과정(processing)을 거쳐 파라

상군(Nor), 대조군(Con), 양성대조군(Tra)은 6마리씩, 약

핀에 포매(embedding)한 후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

물 투여군은 저농도(SC-L)와 고농도(SC-H) 10마리씩

로 박절(cutting)하여 절편(section)을 만들었다.

배속시키고 골절 후 1주와 2주에 5마리씩 치사하였다.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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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

Runx2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night동

탈 파라핀 후 함수, 수세 과정을 거쳐 Hematoxylin 과

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정을 10분간 처리하고, 수세 후 Eosin에 1분 40초간 처

Rockford, IL, USA)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body-

리하였다. 그 다음 함수, 청명 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Rabb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으로

덮고 봉입 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40배 배율의 bright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fer

field microscope (Nikon, Tokyo, Japan)로 관찰하였다.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세척하고, Avidin Biotin

(3) Safranin O staining

HRP complex (Vector Laboratories)로 반응시켰다. Wash

탈 파라핀 후 Weigert's iron hematoxylin 과정을 5분

buffer로 세척 후 DAB로 약 3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간 처리하였다. 수세 후 0.02% Fast green 5분, 1% acetic

증류수로 중화하고, Harri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aced 10초, 0.1% Safranin O 5분의 처리과정을 순서대로

후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

거쳤다. 그 다음 함수, 청명 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수, 청명 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덮고 봉입하였다.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40배의 배율로 bright

조직슬라이드는 200배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field microscope (Nikon)로 관찰하였다.

(Nikon)로 관찰하였다.

7) Immunohistochemistry(IHC) 분석

(4)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RANK)

항체 RANK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1) IHC 슬라이드 제작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치사된 실험동물에서 골절을 유발한 늑골 부위를 적

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body-Mouse (Vector Laboratories)

출한 뒤, 10% formalin에 1주일 동안 조직을 고정하였

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fer

다. 고정된 조직을 조직처리 과정(processing)을 거쳐 파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세척하고, Avidin Biotin HRP

라핀에 포매(embedding)한 후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

complex (Vector Laboratories)로 반응시켰다. Wash buf-

로 박절(cutting)하여 절편(section)을 만들고 탈 파라핀,

fer로 세척 후 DAB로 약 3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증

함수과정을 거쳐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내인성 peroxidase

류수로 중화하고, Harri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후

의 활성을 없애기 위해 Peroxide Blocking (DAKO, Glostrup,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청

Denmark)를 실온에서 10분간 처리하고, phosphate buf-

명 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

fered saline로 2회 세척하였다.

이드는 200배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

(2)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 Ki67

항체 TGF-β1 (Dilution 1:200; Abcam, Cambridge,

로 관찰하였다.
(5)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UK), Ki67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항체 TRAP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DAKO)로 세척하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고 Envision+Rabbit (DAKO)으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body-Rabbit (Vector Laboratories)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fer (DAKO)로 세척하고,

으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

3,3-diamini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으로 약 3

fer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세척하고, Avidin Biotin

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증류수로 중화하고, Mayer

HRP complex (Vector Laboratories)로 반응시켰다. Wash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후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buffer로 세척 후 DAB로 약 3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청명 과정을 거쳐 cover

증류수로 중화하고, Harri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glass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200배, 400배

후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로 관찰하였다.

청명 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

(3) Alkaline phosphatase (ALP), Runt-related tran-

라이드는 200배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

scription factor 2 (Runx2)

항체 ALP (1:200; MyBioSource, San Diego,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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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on 100 μL를 넣은 후 흡광도 측정을 ELISA reader

8) IHC staining score

450 nm에서 하였다.

조직슬라이드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발현량 정
도를 0부터 5까지 Scoring 하였다. 발현량 score 점수는
Table Ⅱ와 같다.

3.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으

9) 혈액생화학적 분석

로 기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GraphPad Prism 5 (version

혈액생화학적 분석하기 위하여 COBAS 8000 C702

5.01;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 프

analyzer (Roche Diagnostic system, Basel, Switzerland)

로그램을 이용하였고, Mann-Whitney test로 유의성을

를 사용하였다. 시약은 Roche Diagnostics (Indianapolis,

검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

IN, USA)를 사용하였다. ALP, aminotransferase (AST),

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alanine aminotransferase (ALT)는 Colorimetry 검사법을
이용하였고, blood urea nitrogen (BUN)은 Kinetic test,
creatinine은 Enzyme법을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에서 분
리한 plasma를 이용하여 각각의 혈액생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1. 골절 부위의 영상학적 분석

10) Osteocalcin 분석

1) X-ray

Rat Gla-Osteocalcin ELISA kit (Takara Bio Inc., Kusatsu,

X-ray 관찰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조군을 포

Japan)를 이용하여 antibody coated microtiter plate에 plas-

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부위가 회복되지 않았

ma을 100 μL씩 분주하고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Washing

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SC-L과 SC-H에서 callus가 형

buffer를 이용하여 세척 하고, antibody-POD conjugate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를 각 well에 100 μL씩 넣어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뒤 다

골절 유발 후 14일이 지난 실험동물에서도 1주와 마

시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tetramethylbenzi-

찬가지로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

dine을 각 well에 100 μL씩 넣는다. 15분 뒤에 stop sol-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SC-L과 SC-H에서 골 유합이

Fig. 1. X-ray image of rib bone at 7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X-ray.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Table Ⅱ. Grade of Immunohistochemistry Score
Score

0

1

2

3

4

5

Staining intensity

No staining

Weak

Mild weak

Moderate

Mild strong

Strong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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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

2) Micro-CT

찬가지로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SC-L과 SC-H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Micro-CT 관찰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부위가 회복되지 않
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SC-L과 SC-H에서는 골 유합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골절 유발 후 14일이 지난 실험동물에서도 1주와 마

2. 골절 조직 슬라이드 분석
1) H&E staining
H&E로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Fig. 2. X-ray image of rib bone at 14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X-ray.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Fig. 3. Micro-CT image of rib bone at 7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Micro-CT. Micro-CT: micro-computed tomography,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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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리고 SC-L 및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리고

S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SC-L과 SC-H의 골

SC-L 및 S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대조군에

절부위에서의 callus 형성이 대조군과 양성대조군에 비

비해 양성대조군 및 SC-L과 SC-H의 골절부위에서의

해 증가하였다(Fig. 5).

callus 형성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6).

Fig. 4. Micro-CT image of rib bone at 14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Micro-CT. Micro-CT: micro-computed tomography,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Fig. 5.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Magnification,
×40.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Fig. 6.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Magnification,
×40.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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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safranin
O staining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Magnification,
×40.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2) Safranin O staining

Fig. 8.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safranin
O staining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Magnification,
×40.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조군(4.3±0.50)에 비해 TGF-β1 발현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9).

Safranin O로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SC-L (1.5±0.58)과 SC-H

유발 7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리고 SC-L

(1.5±1.00)의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및 S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SC-L의 골절부

TGF-β1 발현세포들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위에서의 callus 형성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는 것이

그러나 대조군(1.8±0.50)에 비해 SC-L (1.5±0.58)과 SC-H

관찰되었지만 양성대조군과 SC-H의 골절부위에서의

(1.5±1.00)의 골절부위에서의 TGF-β1 발현세포들이 감

callus가 대조군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10).

(Fig. 7).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리고

2) Ki67 분석

SC-L 및 S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대조군에

Ki67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시

비해 양성대조군 및 SC-L과 SC-H의 골절부위에서의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

callus 형성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8).

조군(1.0±0.82)의 골절이 일어난 병변 부위에서 Ki67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SC-L (2.8±0.50)

3. IHC 분석
1) TGF-β1

과 SC-H (3.0±0.82)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1.0±0.82)에 비해 Ki67 발현세포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11).

TGF-β1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3.8±0.50)의 실험동물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의 병변 부위에서 Ki67 발현세포들이 감소하였으나 유

대조군(4.3±0.50)의 병변 부위에서 TGF-β1 발현세포들

의하지 않았다. 또한 SC-L (0.5±0.58)과 SC-H (1.5±0.58)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SC-L (1.8±0.50)과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3.8±0.50)에

SC-H (1.3±0.50)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

비해 Ki67 발현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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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 9. IHC staining with TGF-β1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GF-β1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GF-β1: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Fig. 10. IHC staining with TGF-β1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GF-β1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GF-β1: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A.

B.

Fig. 11. IHC staining with Ki67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Ki67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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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 12. IHC staining with Ki67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Ki67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3) ALP 분석
ALP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시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조
군(1.8±0.50)과 양성대조군(1.8±0.50) 및 SC-H (2.8±0.50)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이 일어난 병변 부위에서 ALP의 발

Fig. 13. IHC staining with ALP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AL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ALP: alkaline phosphat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러나 SC-L (2.5±1.00)과 SC-H (2.0±0.82)에서 실험동물
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0.8±0.50)에 비해 ALP 발
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14).

4) RANK 분석

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SC-H (2.8±0.50)

RANK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1.8±0.50)에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비해 ALP발현세포들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대조군(2.5±1.29)의 골절이 일어난 병변 부위에서 RANK

SC-L (1.5±0.58)에서는 대조군(1.8±0.50)에 비해 ALP

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SC-L (2.8±1.26)에서

발현세포들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13).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2.5±1.29)에 비해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0.8±0.50)은 유의하게

RANK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SC-H

감소하였고, 양성대조군(1.5±0.58)에서 골절이 일어난

(2.3±1.26)에서 대조군(2.5±1.29)에 비해 RANK의 발현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

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15).

10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21.

身痛逐瘀湯이 늑골골절 유발 Rat의 골유합에 미치는 영향

A.

A.

B.

B.

Fig. 14. IHC staining with ALP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AL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ALP: alkaline phosphat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Fig. 15. IHC staining with RANK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ANK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ANK: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양성대조군(1.3±0.96)과 실험

대조군(1.0±0.82)의 골절이 일어난 병변 부위에서 Runx2

군의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RANK

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SC-H (2.0±1.41)에서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SC-L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1.0±0.82)에 비해

(1.0±0.82)에서는 대조군(1.8±1.26)에 비해 RANK의 발

Runx2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17).

현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SC-H (2.0±0.82)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양성대조군(0.5±0.58) 및 실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1.8±1.26)에

험군을 포함하여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

비해 RANK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에서 Runx2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Fig. 16).

그러나, SC-L (1.0±0.82)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

5) Runx2 분석
Runx2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에서 대조군(1.3±0.50)에 비해 Runx2의 발현이 감소하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SC-H (1.5±0.58)에서는 대조
군(1.3±0.50)에 비해 Runx2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
의하지 않았다(Fig. 18).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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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 16. IHC staining with RANK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ANK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ANK: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Fig. 17. IHC staining with Runx2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unx2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A.

B.

Fig. 18. IHC staining with Runx2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unx2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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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P 분석
TRAP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에 비해 TRAP 발현세포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
한, SC-L (3.8±0.50)과 SC-H (2.0±0.82)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0.3±0.50)에 비해 TRAP 발현
세포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20).

대조군(2.3±0.50)의 골절이 일어난 병변 부위에서 TRAP
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SC-L (1.3±0.50)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2.3±0.50)에

3. 안전성 검사
1) 간독성 평가

비해 TRAP 발현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SC-H
(1.8±1.96)에서는 대조군(2.3±0.50)에 비해 TRAP 발현

(1) ALP

세포들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19).

골절 유발 7일 후 ALP 수치는 정상군에서 320.3±31.73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양성대조군(2.0±0.82)의 골절

이었을 때 대조군은 267.2±24.0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대조군(0.3±0.50)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229.5±20.66으

A.

A.

B.

B.

Fig. 19. IHC staining with TRAP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RA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RAP: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Fig. 20. IHC staining with TRAP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RA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RAP: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01).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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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

(2) ALT

았다. SC-L은 291.6±21.97로 정상군에 비해서는 감소하

골절 유발 7일 후 ALT 수치는 정상군에서 51.13±2.31

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

이었을 때 대조군은 48.30±3.39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았다. SC-H는 241.6±13.97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56.47±2.0으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21A).

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

골절 유발 14일 후 ALP 수치는 정상군에서 320.3±31.73

았다. SC-L은 52.20±2.97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

이었을 때 대조군은 281.2±13.33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

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SC-H에서는 45.72±2.26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217.8±7.13

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않았다(Fig. 22A).

며, SC-L과 SC-H는 각각 261.0±17.74, 259.2±26.17로

골절 유발 14일 후 ALT 수치는 정상군에서 51.13±2.31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

이었을 때 대조군은 46.26±5.01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다(Fig. 21B).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60.20±5.83으
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

A.

았고, SC-L과 SC-H 또한 각각 53.12±2.61, 56.62±3.93
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22B).

A.

B.

B.

Fig. 21. ALP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A) and 14 days (B).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and 14 day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LP:
alkaline phosphat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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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LT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A) and 14 days (B).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day
and 100 ㎎/㎏/day) for 7 days and 14 day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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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T

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

골절 유발 7일 후 AST 수치는 정상군에서 73.83±7.21

았다(Fig. 23B).

이었을 때 대조군은 71.72±5.74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2) 신독성 평가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117.3±12.70
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1) Creatinine

SC-L과 SC-H에서는 각각 119.9±21.39와 84.72±5.07로

골절 유발 7일 후 creatinine 수치는 정상군에서 0.32±0.02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

이었을 때 대조군은 0.26±0.01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

았다(Fig. 23A).

으로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군은 0.20±0.02로 정상군과

골절 유발 14일 후 AST 수치는 정상군에서 73.83±7.21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SC-L과 SC-H

이었을 때 대조군은 81.72±13.11로 정상군에 비해 증가

는 각각 0.24±0.18, 0.25±0.02로 정상군 및 대조군 비해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98.00±11.63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4A).

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골절 유발 14일 후 creatinine 수치는 정상군에서 0.32±0.02

않았고, SC-L과 SC-H 또한 각각 82.60±4.68, 84.28±5.38

이었을 때 대조군은 0.24±0.03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A.

B.

Fig. 23. AST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A) and 14 days (B).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and 14 day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A.

B.

Fig. 24. Creatinine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A) and 14 days (B).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and 14 day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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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0.25±0.02로 정

며, SC-L은 16.52±0.87로 대조군과 비슷하였으나 유의

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SC-L은 0.31±0.03

하지 않았고, SC-H는 18.80±1.04로 정상군의 값과 거의

으로 정상군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

비슷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25A).

고,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골절 유발 14일 후 BUN 수치는 정상군에서 18.20±1.06

SC-H는 0.24±0.03으로 대조군과 거의 비슷하였으나 유

이었을 때 대조군은 17.98±0.26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의하지 않았다(Fig. 24B).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16.03±0.57로

(2) BUN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SC-L은 18.60±0.41

골절 유발 7일 후 BUN 수치는 정상군에서 18.20±1.06

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

이었을 때 대조군은 16.68±0.76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

았고, SC-H는 17.08±0.38로 대조군과 변화가 없었으나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은 13.27±0.90

유의하지 않았다(Fig. 25B).

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4. Osteocalcin 분석
A.

Osteocalcin 수치는 정상군에서 5.71±0.74이었을 때
대조군은 4.11±0.40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대조군 또한 4.146±0.51로 대조
군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SC-L
과 SC-H는 각각 5.410±0.59와 4.57±0.07로 대조군에 비
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Fig. 26).

B.

Fig. 25. BUN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A) and 14 days (B).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and 14 day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BUN:
blood urea nitrogen,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16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21.

Fig. 26. Osteocalcin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S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SC: Sintongchukea-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SC-L: rib
fracture with SC (50 mg/kg/day), SC-H: rib fracture with SC
(100 mg/kg/day).

身痛逐瘀湯이 늑골골절 유발 Rat의 골유합에 미치는 영향

고찰»»»

의미의 골절에 대해 언급되었고, ≪醫宗金鑑≫27)에서는
‘此膏治跌打損傷, 筋斷骨折, 腫硬青紫’로 외상으로 힘줄

늑골 골절은 흉부 외상 환자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

이 끊어지고 골절이 되면 손상 부위가 붓고 청자색이 되

하고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

는데 이는 膏藥으로 치료한다 하였고, ≪傷科補要≫28)

료가 필요한 질환이다20). 늑골 골절은 흉부 외상에서

에서는 ‘或有从高倒坠, 天柱骨折, 致颈插入腔内’로 높

7~40% 정도를 차지하며 직접적, 접촉적인 외상에 의해

은 곳에서 떨어져 경추가 골절되면 목이 흉강내로 함입

발생하며 드물게는 감염, 암, 지속되는 기침에 의해 나

된다 하여 골절의 원인, 증상, 손상 형태, 치료에 대한

21)

타나기도 한다 . 그러나 일반 X-ray 촬영 검사에서 모

구체적 언급이 있었고, 이후 ≪聖濟總錄≫에서 골절의

든 늑골 골절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발생 빈도

시기별 약물요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10).

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22).

골절의 한의학적 치료는 초기에 攻下逐瘀, 行氣消瘀,

늑골 골절의 증상으로는 골절 부위로 나타나는 심한

淸熱凉血하며 중기에 和營生新, 接骨續筋, 舒筋活絡하고

통증과 호흡 및 동작 시 악화되는 통증을 들 수 있으며,

후기에 補氣養血, 調理脾胃, 補益肝腎하는 치법을 활용

염발음을 동반하거나 늑골 사이의 근육, 인대의 파열과

하며, 여기에 瘀血이라는 병적 개념을 도입하여 치료한

염좌를 동반하기도 한다. 늑간신경까지 손상이 가해질

다5). 골절이 발생하면 뼈와 연부조직, 주위의 혈관 및 신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늑간신경 압박

경 등이 손상되고, 이어서 기혈의 운행이 통하지 못하게

으로 견갑골 주변에서부터 앞가슴까지 통증이 느껴진

되어 국소에 血流가 壅結되면서 腫痛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 늑골 골절의 호발 부위는 4~9번 늑골이며, 9~12번

골절 기전에 瘀血이라는 병적 개념의 치료는 중요하다.

늑골 골절은 복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身痛逐瘀湯은 靑代 王靑任의 ≪醫林改錯≫11)에 수록

이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22). 늑골골절을 포함

되어 있으며 桃仁, 紅花, 川芎, 牛膝, 當歸, 沒藥, 五靈脂,

한 모든 골절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골유합을 유도하

地龍, 羌活, 秦艽, 香附子, 甘草로 구성되어 있다. 活絡化

여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시켜 본래의 생활로

瘀, 通絡止痛, 祛風濕하는 효능으로 瘀血을 동반한 근육

1)

의 疼痛, 拘縮, 運動障碍, 關節의 變形, 浮腫, 屈伸시 통

복귀시키는 것이다 .
골절 발생 초기에는 혈종과 조직 결손부는 육아조직

증이 발생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으로 바뀌고 결합조직이 증식한다. 그 부위에서 조골세

타박, 류마티스 관절염 및 좌골신경통 등에 사용되고

포가 증식하여 가골(callus)이라는 뼈의 기질을 만들고

있다29).

골절이 발생한 뼈의 양 끝을 일시적으로 결합시킨다. 조

身痛逐瘀湯에 관한 연구로 국소부위 통증의 鎭痛, 消

골세포가 증식하여 만든 기질인 유골(osteoid)에 칼슘이

炎, 解熱作用에 관한 硏究 및 抗血栓效果15), 損傷된 骨芽

침착하면 초기골(woven bone)이 된다23). 일반적으로 골

細胞의 미치는 效果18), 骨多孔症에 미치는 效果19) 등이

절부위는 과잉의 가골을 형성하면 파골세포(osteoclast),

보고되었지만 身痛逐瘀湯의 골절 유합 개선에 대한 연

조골세포가 관여하여 자가 교정을 일으켜서 뼈가 재형

구는 없었다.

24)

성되고 점차 원래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 골절의 치

본 연구는 한의학적으로 瘀血이 골절유합의 生理病理

유는 이처럼 일련의 생리적 과정을 거쳐 비정상적으로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活血祛瘀, 消腫止

끊어진 상태에서 시작해 뼈의 연속성이 회복되어 골격

痛하는 身痛逐瘀湯의 작용이 골절 치유에 적합하리라는

본래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되찾기까지의 과정

가설을 세워 진행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rat에 늑

으로 일반적인 상처치유과정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과

골 골절을 유발시킨 뒤 2주 동안 SC를 투여하여 rat의

25)

정이다 . 그렇기 때문에 골절을 치료할 때는 국소적인

골절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중시해야 하며 외상과 내

身痛逐瘀湯의 투여용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을 고려하고, 고정과 활동이 결합되어야 하며 골절의

2첩 분량의 한약에서 40 g의 건조분말을 얻었고, 이는

26)

치유와 동시에 기능 회복에 신경써야 한다 .
8)

한의학에서는 ≪外臺秘要≫ 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성인 60 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투여량이 670 mg/kg
이 된다.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환산지수30)를 활용하면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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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mg/kg으로 대략 100 mg/kg이 인체투여용량을 환산

가한 7일 동안 대조군에 비해 골유합을 위한 세포증식

한 rat의 1일 투여 용량이 된다. 이에 대한 1/2의 용량을

이 활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농도 투여 용량으로 결정하였다.

ALP는 골아세포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로 임상에서

양성대조군으로 선정한 tramadol은 기본적으로 여러

흔히 이용되는 골형성 표지자이다33). 골절 유발 후 14

질환에 쓰이며 근골격계 질환이나 골 관련 질환에서도

일 후에는 SC-L과 S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양성대

에서 대조군에 비해 ALP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조군에 tramadol을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혈청 중 ALP의 증가는 골의 무기질화를 의미하는데,

X-ray와 Micro-CT에서 상 골절 유발 7일 후 SC-L과

이는 골아세포는 다량의 ALP를 활성시키기 때문이다.

SC-H에서 callus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일

따라서 SC는 골의 무기질화를 증가시켜 골유합을 촉진

이 지난 실험동물에서도 1주와 마찬가지로 대조군을

시킨다고 생각된다.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부위를 확인할 수 있

RANK는 성숙파골세포는 물론, 전구파골세포와 순

었고, SC-L과 SC-H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 단핵세포 및 몇몇 암세포 등의 세포 표면에 발현되

관찰할 수 있었다. SC가 가골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며 파골세포의 형성 및 활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34).

는 골재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에서 SC농도에 따른 RANK의 발현이 상반된 결과

골절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슬라이드로 만든 뒤 H&E

가 나왔으나 결과 값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로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골절 후 7일 경과

Runx2는 중간엽줄기세포가 골모세포로 분화하는데

시에 골절부 주위에 많은 양의 가골이 관찰되었으며,

있어서 필수적인 전사인자로35) 골모세포의 표지자 역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골의 양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

을 하는 type Ⅰ collagen, osteopontine, bone sialoprotein,

다. 이는 가골의 골화에 따라 해면골로 전화되어 가는

osteocalcin 등 여러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한다36). 분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발현되고 후기에는 점차 감소한다. 골절 유발 7

TGF-β1은 골유합 과정 중 연골세포와 골아세포에 의

일 후에는 S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

해 생성되며 골아세포, 연골세포, 파골세포 등을 조절

조군에 비해 Runx2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골절

하는 조절인자로 작용하여 골 및 연골의 분화, 피부 반

이 발생하면 초기에 골유합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골모

흔 조직의 생성 등에 관여하며 골절 치유에 중요한 역

세포분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Runx2의 발현이 증가한

31)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것으로 생각된다.

SC-L과 S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

파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의 표지자로는 TRAP, calci-

군에 비해 TGF-β1 발현 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tonin receptor, the vitronectin receptor를 들 수 있으며

다. 골절 발생 시점부터 7일까지 SC-L과 SC-H에서

최근에는 TRAP가 파골세포의 기능과 골흡수에 대한

TGF-β1의 발현 세포의 최고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표지자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37). TRAP는 골 흡수가

SC가 골절초기인 염증기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생

주작용은 아니며 다른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분

각한다. 추후 골절 발생 7일 전 TGF-β1 발현 세포 측정

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SC-L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TRAP

Ki67은 핵내 비히스톤 단백으로 세포 내에서 조직

발현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SC-H에서는 대조

증식 때 발현되는 단백질로 여러 종양에 적용되어 세포

군에 비해 TRAP 발현세포들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32)

증식을 확인하기 위한 표지자로 사용되고 있다 . 골절

않았다. 14일 후에는 SC-L과 SC-H에서 실험동물의 골

유발 7일 후에는 SC-L과 S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

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TRAP 발현세포들이 유

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Ki67 발현세포들이 유의하

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SC가 골절 초기뿐만 아니라

게 증가하였다. 14일 후에 SC-L과 SC-H에서 실험동물

골 흡수가 많이 필요한 복원기에도 효과를 미친다고 생

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Ki67 발현세포들

각된다.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Ki67 발현세포가 유의하게 증

18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21.

身痛逐瘀湯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골절 유발 7일, 14

身痛逐瘀湯이 늑골골절 유발 Rat의 골유합에 미치는 영향

일 후에 혈액검사를 통해 ALP, AST, ALT, BUN, creatinine

인 AST, ALT, ALP와 신기능 지표인 BUN, creatinine의

수치를 관찰하였다.

결과 값이 모두 SC군과 대조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

간기능 검사 중 가장 기본적이고 경제적인 검사는 혈

한 차이가 없었다. 혈액 검사 결과 골형성지표인 SC군

액검사로,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ALP, AST, ALT 등이

의 osteocalcin 수치는 골절 유발 14일 후 대조군에 비해

38)

있다 . ALP는 담관 손상의 지표로서 종양, 간염, 간경
39)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동시에 골아세포에서

이를 통해 SC가 골절 초기인 염증기에 효과적으로

분비되는 당단백질로써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는 골형

작용하여 그 기간을 줄이고, 골모세포 분화와 연골세포

화 등의 질환일 경우 증가하며
33)

성 표지자이기도 하다 . AST, ALT는 간세포의 염증과
40)

의 발현을 촉진하여 골 형성을 증가시켜 연성 및 경성

괴사를 나타내는 생화학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 간

가골기를 앞당기는 가능성이 있으며 간, 신독성을 유발

실질 세포에 장애가 생기면 AST와 ALT는 혈액으로 방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SC의 活血祛瘀, 消腫止痛작

41)

되므로 혈장 AST와 ALT 증가는 간 손상을 의미한다 .

용이 골절 초기 瘀血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염증반응

SC군의 ALP, AST, ALT 수치가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을 줄이고, 골유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SC가 간 기능

실험적으로 SC의 안전성과 골절 유합에 대한 영상학

에 유의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및 조직학적 효과를 규명한 것으로 앞으로 임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신기능 검사는 혈장 BUN,
42)

골절 치료에 SC를 더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creatinine, 사구체 여과율 등이다 . BUN과 creatinine 모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골절 후 초기인 2주까지만

두 신기능 저하 시 수치가 증가한다. BUN 수치는 경미

follow up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한 신손상에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으나 중등도 신기능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rib fracture의 회

손상의 경우 좋은 임상적 지표로 사용된다. Creatinine은

복기인 4~6주 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더라면 골절 유합

식이 단백에 영향을 받는 BUN에 비해 비교적 신기능

에 미치는 SC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43)

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 골절 유발 7일 후

것으로 생각된다.

creatinine 수치는 SC-L과 SC-H 모두 정상군 및 대조군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SC군의 혈중 BUN 및
creatinine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
아 SC가 신독성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Osteocalcin은 분화된 조골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

身痛逐瘀湯(SC)이 골절 유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것으로 밝혀져 뼈에 관한 연구 시 조직특이적인 골형성

보기 위하여 늑골골절을 유발한 Sprague Dawley rat을

지표로 사용되며, 특히 조골세포의 후기분화를 반영하

이용하여 영상의학적 소견, 골절 조직의 관찰, 혈액검

44)

는 지표로 쓰인다 . 새로 합성된 것의 약 30%가 혈중으

사 및 골절유합 관련 유전인자 등을 측정한 결과 다음

로 방출되어 그 값을 측정하면 골형성의 정도를 예측할

과 같았다.

45)

수 있다 . 14일 후 osteocalcin 값은 SC-L과 SC-H 모두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1. X-ray와 Micro-CT에서 callus 형성 및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늑골골절을 유도한

2. H&E로 염색한 골절조직에서 7일 후 callus 형성이

rat에 2주간 SC를 경구 투여한 후 골절부위의 영상관찰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14일 후 감소하였다.

결과 X-ray 및 micro-CT에서 SC군은 대조군에 비해

Safranin O로 염색한 골절조직에서 7일 후 SC-L의

callus 증가와 빠른 골유합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골

callus 형성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14일 후

절부의 슬라이드에서 H&E 및 Safranin O staining에서

는 감소하였다.

골절 유발 7일 후 callus가 증가하였고 이는 SC가 골절
초기 골유합에 유효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
전성 평가를 위해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 간기능 지표

3. TGF-β1의 값은 7일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4. Ki67의 값은 7일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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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14일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5. ALP의 값은 14일 후 대조군에 비해 ALP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6. Runx2의 값은 7일 후 SC-H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7. TRAP의 값은 7일 후 SC-L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

9.
10.
11.
12.

하게 감소하였다. 14일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8. ALP, AST, ALT, creatinine 및 BUN의 수치가 대조

13.

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9. Osteocalcin의 값은 14일 후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

14.

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身痛逐瘀湯은 영상학적, 조직학적 분석
을 통해 골절 유합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15.

수 있었고, 임상적으로 골절 환자에게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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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유발 Rat에 대한 血府逐瘀湯의 전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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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clinical Study of Hyeolbuchugeo-tang (Xuefuzhuyu-tang) on Bone
Healing in Rats with Rib Fracture
Gun Huh, K.M.D., Min-Seok Oh, K.M.D.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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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healing effect of Hyeolbuchugeotang (HC) in rats with rib fracture.
Methods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5 groups (naive, control, positive control,
HC-L and HC-H). All groups except naive group were subjected to bone fracture of
rib. Naive group received no treatment at all. Control group was fed with phosphate
buffered saline. Positive control group was orally medicated with tramadol. Experimental
group was orally medicated with HC extract (50 mg/kg for low concentration [HC-L],
100 mg/kg for high concentration [HC-H]). X-ray and micro-computed tomography
(micro-CT)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 of HC. We analysed the level of 2)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 Ki67, alkaline phosphatase (ALP),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and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on 7 and 14 days after fracture. ALP, alanine aminotransfer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was measured for safety assessment.
Results X-ray and micro-CT, showed HC enhance bone repair process. Callus formation was in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at 7 days after fracture, but decreased at
14 days after fracture. 7 days after fracture, the level of TGF-β1 in experimental group
was decreased. The level of Ki67, Runx2 in HC-H, TRAP in HC-L was increased. 14
days after fracture, the level of Ki67 in HC-L and HC-H was decreased. The level of
ALP, Runx2, BUN in HC-L, TRAP in HC-L and HC-H was increased.
Conclusions Taken together the results, HC promoted healing of bone fracture. In
conclusion, HC has a potential to promote healing of bone fracture. (J Korean Med
Rehabil 2020;30(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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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골절이란 과도한 힘이 뼈나 연골에 가해져 그 연속성
이 일부 혹은 전체에서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피부, 피
하조직, 근막, 혈관 및 신경 등의 손상을 동반한다1).

골절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환자의 전신상태, 다른 손상의 동반 유무, 골
절의 폐쇄성 혹은 개방성 여부, 골절의 위치와 전위 정
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2).
골절의 치유 과정은 골절 직후 1~5일 사이의 염증기,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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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일 사이의 복원기, 이후 수 주~수 개월간의 재형성
3)

주령 수컷 Sprague Dawley rat (300~350 g)를 분양받아

기 과정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기간에

5주일간 사육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절 변형, 외상

험 당일까지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

성 관절염, 불유합, 지연유합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록 하였다. 사육환경은 자유식이하면서 온도는 23±1℃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

로 맞추었고 12시간 light-dark cycle의 환경에 7일간 적

4)

요하다 .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실험에 관

한의학적 골절 치료는 골절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
누어 접근을 하는데 골절 초기에는 筋脈이 손상되어 瘀

한 모든 사항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DJUARB2019-006).

血阻滯, 腫脹疼痛한 상태로 보고 活血化瘀, 消腫止痛하
는 약물을 사용하며, 중기에는 腫脹 및 瘀血이 줄어드는
단계로 接骨續斷하는 약물을, 후기에는 골이 유합되었
으나 氣血이 부족해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2. 방법
1) 약재 추출

못한 상태로 補氣養血, 補益肝腎하는 약물을 사용한다5).

2첩 분량의 한약재 192 g에 1 L의 증류수를 넣고 약

6)

탕기(Daewoong, Naju, Korea)를 이용하여 약 2시간 동

에 처음 기록되었고 瘀血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

안 열수추출하였다. 끓인 약재는 Whatman No. 2 filter

으로 瘀血과 관련된 여러 증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Maidstone, UK)로 여과해 용액에 추출된 성분만을 분리

혈부축어탕은 淸代 王淸任이 저술한 ≪醫林改錯≫

7)

8)

있으며

9)

10)

자궁근종 , 골다공증 , 다낭성난소증후군 ,
11)

12)

13)

하였다. 여액은 rotary evaporator (Buchi, Switzerland)로

전뇌허혈 , 신경보호 및 재생효과 , 동맥경화 에 효

70℃에서 감압증발한 뒤 동결건조하여 38.8 g의 건조분

과가 있음이 실험적으로 연구되었지만 아직 골절 유합

말을 얻어 추출효율은 20.2%였다. 분말은 -80℃에 분주

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하여 보관하였으며 사용하기 전 phosphate buffered saline

이에 저자는 혈부축어탕이 瘀血과 관련된 골절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rat의 늑골에 골절을 유발시킨
후 골절 유합과 관련된 형태조직학적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보고하는
바이다.

(PBS)로 희석하여 0.45 μm필터로 거른 후 사용하였다.

2) 골절 유발 방법
실험 동물에게 60 mg/kg의 ketamine (Yuhan Corporation,
Seoul, Korea)과 500 μL/kg의 rompun (Bayer, Leverkusen,
Germany)을 섞어 근육 주사하여 마취하였다. 골절 유발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실험에 사용한 혈부축어탕(Hyeolbuchugeo-tang, HC)
의 구성 약재는 桃仁, 當歸, 生地黃, 紅花, 牛膝, 枳殼, 赤
芍藥, 桔梗, 川芎, 柴胡, 甘草이며 약재별 용량은 ≪醫林
改錯≫6)을 기준으로 하였다. 약재는 옴니허브(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Ⅰ과 같다.

2)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7

24 J Korean Med Rehabil 2020;30(3):23-44.

Table Ⅰ. The Herbal Composition of Hyeolbuchugeo-tang
Scientific name
Prunus persica (L.) Batsch

Amount (g)
16

Angelica gigas

12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

12

Carthamus tinctorius L.

12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12

Citrus aurantium L.

8

Paeonia lactiflora Pall.

8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 DC.

4

Ligusticum officinale (Makino) Kitag.

4

Bupleurum chinense Cd

4

Glycyrrhiza glabra L.

4

Total amoun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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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방법으로 가슴을 삭모한 다음 피부와 근육을

행하였다. Micro-CT 스캔 후 이미지는 Dataview (Bruker,

절개한 뒤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9번 늑골을 절

Ettl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단하여 골절을 유발하였다. 골절 유발 후 근육, 피부 순
서로 봉합사를 이용하여 5 mm 간격으로 단순 결찰 봉
합하였다.

6) 골절 조직 분석
(1) 조직슬라이드 제작

치사된 실험동물에서 골절을 유발한 늑골 부위를 적

3) 실험군 분류 및 약물 투여

출한 뒤 10% formalin에 1주일동안 조직을 고정하고 조

실험동물은 무작위로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정

직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한 후 파라핀 블록을

상군(Nor)과 대조군(Con), 양성대조군(Tra)은 6마리씩,

4 μm 두께로 박절하여 절편을 만들었다.

약물 투여군은 저농도와 고농도로 나누어 각각 10마리

(2)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

씩 배속시키고 골절 후 1주와 2주에 치사하였다. 정상

탈 파라핀 후 함수, 수세 과정을 거쳐 Hematoxylin

군은 늑골 골절 손상을 주지 않았다. 그 외 모든 그룹의

과정을 10분간 처리하고, 수세 후 Eosin에 1분 40초간

실험동물은 늑골에 골절 손상을 주었고 실험 약물은 1

처리하였다. 그 다음 함수, 청명과정을 거쳐 cover glass

주 혹은 2주 동안 1일 1회 일정 시간에 경구 투여하였

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40배의 배율로

다. 양성 대조군은 임상에서 골절 혹은 수술 후 진통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 Tokyo, Japan)로 관찰하

로 사용하는 tramadol (20 mg/kg; Sigma Aldrich Co.,

였다.

Ltd.,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다. 실험군(HC-L,

(3) Safranin O staining

HC-H)은 HC (50 mg/kg, 100 mg/kg)을 사용하였다.

탈 파라핀 후 Weigert’s iron hematoxylin 과정을 5분
간 처리하였다. 수세 후 0.02% fast green 5분, 1% acetic

4) Plasma 분리

aced 10초, 0.1% Safranin O 5분의 처리과정을 순서대로

마취된 실험동물의 심장에서 직접 채혈한 뒤 곧장

거쳤다. 그 다음 함수, 청명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가 들어 있는 BD vacutainer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40배의 배율로 bright

tube (BD, Franklin Lakes, NJ, USA)에 넣고 가볍게 흔들

field microscope (Nikon)로 관찰하였다.

어 혈액 응고를 억제하였다. 이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취하여 plasma를 확보하였다.

7) Immunohistochemistry (IHC) 분석
(1) IHC 슬라이드 제작

5) 골절 부위의 영상학적 관찰

치사된 실험동물에서 골절을 유발한 늑골 부위를 적

(1) X-ray

출한 뒤 10% formalin에 1주일동안 조직을 고정하였다.

골절된 뼈와 재생된 뼈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고정된 조직을 조직처리 과정(processing)을 거쳐 파라핀

(ROTANODE-E7239X; Toshiba, Tokyo, Japan)를 사용

에 포매(embedding)한 후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로 박

하여 늑골을 촬영하였다. X-ray 소스는 관전압 36 ㎸p,

절(cutting)하여 절편(section)을 만들고 탈 파라핀, 함수

관전류 5 mA로 촬영하였다. X-ray 촬영 후 이미지는

과정을 거쳐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내인성 peroxidase의

Fire-CR (3DIHC, 3DISC, Herndon, VA, USA)을 사용하

활성을 없애기 위해 Peroxide Blocking (DAKO, Glostrup,

여 영상을 분석하였다.

Denmark)을 실온에서 10분간 처리하고 PBS로 2회 세

(2) Micro-computed tomography (Micro-CT)

재생된 뼈를 확인하기 위하여 micro-CT (Quantum FX

척하였다.
(2)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 Ki67

micro-CT; Perkin Elmer Inc., Waltham, MA, USA)를 사

항체 TGF-β1 (Dilution 1:200; Abcam, Cambridge,

용하여 늑골을 스캔하였다. X-ray 소스는 관전압 90 ㎸

UK), Ki67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p, 관전류 160 ㎂로 3분간 스캔하였다. 8.8 μm의 공간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DAKO)로 세척하

o

o

분해능에서 0.7 의 회전 단계로 360 에 걸쳐 스캔을 수

고 Envision+ Rabbit (DAKO)으로 30분간 반응시켰다.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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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fer (DAKO)로 세척하고,

로 관찰하였다.

3,3-diamini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으로 약 3

(5)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증류수로 중화하고, Mayer

항체 TRAP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후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청명과정을 거쳐 cover glass

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body-Rabbit (Vector Laboratories)

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200배, 400배의

으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로 관찰하였다.

fer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세척하고, Avidin Biotin

(3) Alkaline phosphatase (ALP), Runt-related tran-

HRP complex (Vector Laboratories)로 반응시켰다. Wash
buffer로 세척 후 DAB로 약 3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scription factor 2 (Runx2)

항체 ALP (1:200; MyBioSource, San Diego, CA,

증류수로 중화하고, Harri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후

USA), Runx2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청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Thermo Fisher

명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

Scientific, Rockford, IL, USA)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이드는 200배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로

antibody-Rabb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관찰하였다.

USA)으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세척하고,

8) IHC staining score

Avidin Biotin HRP complex (Vector Laboratories)로 반응

조직슬라이드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발현량 정

시켰다. Wash buffer로 세척 후 DAB로 약 3분간 발색하

도를 0부터 5까지 Scoring하였다. 발현량 score 점수는

였다. 발색 후 증류수로 중화하고, Harris hematoxylin으

Table Ⅱ와 같다.

로 대조 염색 후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청명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덮고 봉
입하였다. 조직슬라이드는 200배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로 관찰하였다.

9) 혈액생화학적 분석
혈액생화학적 분석하기 위하여 COBAS 8000 C702
analyzer (Roche Diagnostic System, Basel, Switzerland)를

(4)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RANK)

사용하였다. 시약은 Roche Diagnostics (Basel, Switzerland)

항체 RANK (Dilution 1:100; Abcam)를 4℃에서 over

를 사용하였다. ALP,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night동안 반응시킨 후 Wash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aminotransferase (ALT)는 Colorimetry 검사법을 이용하

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body-Mouse (Vector Laboratories)

였고, blood urea nitrogen (BUN)은 Kinetic test, crea-

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용액은 Wash buffer

tinine는 Enzyme법을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에서 분리한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세척하고, Avidin Biotin HRP

plasma를 사용하여 각각의 혈액생화학적 분석을 수행

complex (Vector Laboratories)로 반응시켰다. Wash buf-

하였다.

fer로 세척 후 DAB로 약 3분간 발색하였다. 발색 후 증
류수로 중화하고, Harri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후

10) Osteocalcin 분석

수돗물에 세척하여 남은 염색 시약을 제거한 뒤 함수, 청

Rat Gla-Osteocalcin ELISA kit (Takara Bio Inc., Kusatsu,

명과정을 거쳐 cover glass를 덮고 봉입하였다. 조직슬라

Japan)를 이용하여 antibody coated microtiter plate에

이드는 200배의 배율로 bright field microscope (Nikon)

plasma을 100 μL씩 분주하고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Table Ⅱ. Grade of Immunohistochemistry Score
Score

0

1

2

3

4

5

Staining intensity

No staining

Weak

Mild weak

Moderate

Mild strong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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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antibody-POD
conjugate를 각 well에 100 μL씩 넣어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뒤 다시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tetramethylbenzidine을 각 well에 100 μL씩 넣는다. 15분 뒤에
stop solution 100 μL를 넣은 후 흡광도 측정을 ELISA
reader 450 nm에서 하였다.

결과»»»
1. 골절 부위의 영상학적 분석
1) X-ray
X-ray 관찰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조군을 포
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 부위가 회복되지 않았

3. 통계분석

고, HC-L과 HC-H에서는 callus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모든 실험 결과는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으

골절 유발 후 14일이 지난 실험동물에서도 1주와 마

로 기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GraphPad Prism 5 (version

찬가지로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

5.01;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 프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HC-H에서는 골 유합이 진행

로그램을 이용하였고, Mann-Whitney test로 유의성을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

검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Fig. 1. X-ray image of rib bone at 7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X-ray.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2. X-ray image of rib bone at 14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X-ray.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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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CT
Micro-CT 관찰 결과 골절 유발 후 7일 후에는 대조군
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 부위가 회복되지

골절 유발 후 14일이 지난 실험동물에서도 1주와 마
찬가지로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서 늑골의 골절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HC-L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않았고, HC-H에서는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었다(Fig. 3).

Fig. 3. Micro-CT image of rib bone at 7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micro-CT. Micro-CT: micro-computed tomography,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4. Micro-CT image of rib bone at 14 days after fracture.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fractured rib bone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micro-CT. Micro-CT: micro-computed tomography,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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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절 조직 슬라이드 분석
1) H&E staining

리고 HC-L 및 H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대
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및 HC-L과 HC-H의 골절 부위

H&E로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후 7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리고 HC-L 및
H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HC-L와 HC-H의
골절 부위에서의 callus 형성이 대조군과 양성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Fig. 5).
골절 유발 후 14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
리고 HC-L 및 HC-H에서 모두 골절이 관찰되었고, 대
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및 HC-L과 HC-H의 골절 부위
에서의 callus 형성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6).

2) Safranin O staining

골절 유발 후 14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

Fig. 6.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tissue was
stained with H&E and visulized with bright field microscope.
Magnification, ×40.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5.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tissue was
stained with H&E and visulized with bright field microscope.
Magnification, ×40.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7.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safranin
O staining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tissue was
stained with safranin O and visulized with bright field microscope.
Magnification, ×40.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afranin O로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후 7일 후에는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 그리고 HC-L
및 HC-H에서 모두 골절이 있었고, HC-L의 골절 부위
에서의 callus 형성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양성
대조군과 HC-H의 골절 부위에서의 callus가 대조군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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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rib fracture with safranin
O staining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tissue was
stained with safranin O and visulized with bright field microscope.
Magnification, ×40.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에서의 callus 형성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8).

3. IHC 분석
1) TGF-β1
TGF-β1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후 7일 후에
는 대조군(4.3±0.50)의 병변 부위에서 확연하게 증가한
TGF-β1 발현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C-L
(2.8±0.50)와 HC-H (3.5±0.58)에서 실험동물의 병변 부
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TGF-β1 발현세포들이 감소하였

Fig. 9. IHC staining with TGF-β1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GF-β1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GF-β1: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01).

다(Fig. 9).
골절 유발 후 14일 후에는 양성대조군(0.5±1.00)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후 7일 후에는

제외한 모든 군에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 확연하게

대조군(1.0±0.82)과 양성대조군(1.8±0.96)의 골절이 일어

증가한 TGF-β1 발현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난 병변 부위에서 Ki67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나 대조군(1.8±0.50)에 비해 HC-L (1.8±0.96)과 HC-H

수 있었다. 그러나 HC-L (1.8±0.50)과 HC-H (3.8±0.50)

(2.0±0.82)의 골절 부위에서의 TGF-β1 발현세포들의 변

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Ki67

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0).

발현 세포들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그 중 HC-H

2) Ki67
Ki67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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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연하게 증가하였다(Fig. 11).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3.8±0.50)을 포함하여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확연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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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HC staining with TGF-β1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GF-β1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GF-β1: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1,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Fig. 11. IHC staining with Ki67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Ki67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01).

한 Ki67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C-L (1.0±0.00)

다. H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과 HC-H (2.8±0.50)의 실험동물 골절병변부위에서 대

비해 ALP 발현세포들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조군에 비해 Ki67 발현세포들이 감소하였다(Fig. 12).

HC-L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Fig. 13).

3) ALP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0.8±0.50)과 양성대조
군(1.5±0.58)에서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

ALP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시

에서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HC-L (2.3±0.96)과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

HC-H (2.0±0.82)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 부위에서

조군(1.8±0.50), 양성대조군(1.8±0.50), HC-L (1.8±0.50),

대조군에 비해 ALP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HC-H (2.8±0.50)에서 실험동물의 골절이 일어난 병변

(Fig. 14).

부위에서 ALP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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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HC staining with Ki67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Ki67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01).

Fig. 13. IHC staining with ALP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AL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ALP: alkaline phosphat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14. IHC staining with ALP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AL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ALP: alkaline phosphat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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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NK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1.8±1.26)을 포함한 양
성대조군(1.3±0.96)과 HC-L (1.3±0.96), HC-H (2.0±1.41)

RANK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에서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 증가한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

RANK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C-L에서는 대

에는 대조군(2.5±1.29)과 양성대조군(2.3±1.26) 및 HC-L

조군에 비해 RANK의 발현이 감소하였고 HC-H에서

(2.3±1.71), HC-H (3.3±0.96)을 포함하여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RANK의

병변 부위에서 RANK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6).

수 있었다. HC-L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
조군에 비해 RANK의 발현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HC-H에서는 RANK 발현이 증가하는 것

5) Runx2
Runx2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

이 관찰되었다(Fig. 15).

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후 7일 후에

Fig. 15. IHC staining with RANK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ANK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ANK: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16. IHC staining with RANK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ANK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ANK: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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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군(1.0±0.82)과 양성대조군(0.3±0.50)의 골절이

Runx2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HC-H에서는

일어난 병변 부위에서 Runx2의 발현이 거의 변화가 없

대조군에 비해 Runx2의 발현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었다. HC-L (1.0±1.15) 또한 대조군에 비해 발현 변화가

관찰되었다(Fig. 18).

거의 없었으며, HC-H (2.3±0.96)에서는 실험동물의 골
절병변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Runx2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7).

6) TRAP
TRAP에 대한 항체를 결합한 뒤 면역조직염색을 실시

골절 유발 후 14일 후에는 대조군(1.3±0.50)과 양성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조

대조군(0.5±0.58) 및 HC-L (2.5±0.58), HC-H (1.3±0.50)

군(2.3±0.50)과 양성대조군(3.5±0.58) 및 HC-L (2.5±0.58),

을 포함하여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HC-H (1.3±0.50)을 포함한 실험동물의 골절이 일어난

증가한 Runx2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C-L에서는

병변 부위에서 TRAP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

Fig. 17. IHC staining with Runx2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unx2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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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IHC staining with Runx2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Runx2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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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조군에 비해 TRAP 발현세포들이 감소되는 것
이 관찰되었다(Fig. 19).
골절 유발 후 14일 후에는 대조군(0.3±0.50)과 양성

4. 안전성 검사
1) 간독성 평가

대조군(2.0±0.82) 및 HC-L (2.5±1.29), HC-H (3.0±0.82)

(1) ALP

을 포함하여 골절이 일어난 실험동물의 병변 부위에서

골절 유발 7일 후 ALP 수치는 정상군에서 320.3±31.73

확연하게 감소한 TRAP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었을 때 대조군은 267.2±24.0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

HC-L과 HC-H에서 실험동물의 골절병변부위에서 대조

소하였다. 양성대조군은 229.5±20.66으로 정상군과 대

군에 비해 TRAP 발현세포들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

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HC-L은 271.6±37.26으로

었다(Fig. 20).

정상군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HC-H는 198.2±20.00으로 정상군

Fig. 19. IHC staining with TRAP in rib fracture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RA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RAP: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Fig. 20. IHC staining with TRAP in rib fracture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damaged rats ribs were isolated and used for
tissue slide specimen. The sliced bone tissue were incubated
with TRAP antibody and subjected to IHC. Magnification,
×200. IHC: immunohistochemistry, TRAP: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01).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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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Level of ALP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level of ALP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LP: alkaline phosphat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Fig. 22. Level of ALP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level of ALP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LP: alkaline phosphat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에 비해 역시
감소하였다(Fig. 21).
골절 유발 14일 후 ALP 수치는 정상군에서 320.3±31.73
이었을 때 대조군은 281.2±13.33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
소하였다. 양성대조군은 217.8±7.13으로 정상군과 대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HC-L과 HC-H는
각각 253.6±7.48, 263.0±31.69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
해 감소하였다(Fig. 22).
(2) ALT

골절 유발 7일 후 ALT 수치는 정상군에서 51.13±2.31
이었을 때 대조군은 48.30±3.39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하였다. 양성대조군은 56.47±2.0으로 정상군과 대조군
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HC-L과 HC-H
는 50.36±2.03, 52.42±4.11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Fig. 23).
골절 유발 14일 후 ALT 수치는 정상군에서 51.13±2.31
이었을 때 대조군은 46.26±5.01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Fig. 23. Level of ALT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level of ALT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하였다. 양성대조군은 60.20±5.83으로 정상군과 대조군
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HC-L은 43.24±5.58로 정상군과

(3) AST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HC-H는 50.86±5.82로 정상

골절 유발 7일 후 AST 수치는 정상군에서 73.83±7.21

군과 비슷하지만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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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Level of ALT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level of ALT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Fig. 25. Level of AST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level of AST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하였다. 양성대조군은 117.3±12.70으로 정상군과 대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HC-L과 HC-H에서
는 각각 105.3±14.87과 89.08±5.82로 정상군과 대조군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25).
골절 유발 14일 후 AST 수치는 정상군에서 73.83±7.21
이었을 때 대조군은 81.72±13.11로 정상군에 비해 증가
하였다. 양성대조군은 98.00±11.63으로 정상군과 대조군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HC-L과 HC-H
또한 각각 102.2±11.72, 94.18±15.17로 정상군과 대조군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Fig. 26).

2) 신독성 평가
(1) Creatinine

골절 유발 7일 후 creatinine 수치는 정상군에서 0.32±0.02
이었을 때 대조군은 0.26±0.01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군은 0.20±0.02로 정상군과 대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HC-L은 0.28±0.03
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

Fig. 26. Level of AST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level of AST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가하였고, HC-H는 0.23±0.02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에 비해서도 감소하였다(Fig. 27).

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0.25±0.02로 정상군에 비해 유

골절 유발 14일 후 creatinine 수치는 정상군에서 0.32±0.02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HC-L은 0.29±0.02으로 정상군에

이었을 때 대조군은 0.24±0.03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고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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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Level of creatinine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level of creatinine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b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Fig. 28. Level of creatinine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level of creatinine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HC-H는 0.25±0.02로 대조군과 거의 비슷하였다(Fig. 28).
(2) BUN

골절 유발 7일 후 BUN 수치는 정상군에서 18.20±1.06
이었을 때 대조군은 16.68±0.76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
하였다. 양성대조군은 13.27±0.90으로 정상군과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HC-L은 17.64±0.42
로 대조군과 비슷하였고 HC-H는 14.80±1.27로 정상군
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Fig. 29).
또한, 골절 유발 14일 후 BUN 수치는 정상군에서
18.20±1.06이었을 때 대조군은 17.98±0.26으로 정상군
에 비해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군은 16.03±0.57로 정상군
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HC-L은 21.36±1.01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HC-H는 16.46±0.72
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매우 약하게 감소하였다
(Fig. 30).

5. Osteocalcin

Fig. 29. Level of BUN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7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7 days. The level of BUN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BUN: blood urea nitrogen,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Osteocalcin 수치는 정상군에서 5.71±0.74이었을 때 대

타내었다. HC-L은 3.74±0.29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조군은 4.11±0.40으로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양성

감소하였다. HC-H는 4.59±0.32로 정상군에 비해서는

대조군 또한 4.146±0.51로 대조군과 비슷한 수치를 나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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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Level of BUN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level of BUN was measured
by biochemical analyzer.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BUN: blood urea nitrogen,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b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고찰»»»

Fig. 31. Level of osteocalcin in serum of rib fracture model
of rats after 14 day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rib fracture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HC (50 mg/kg/day
and 100 mg/kg/day) for 14 days. The level of osteocalcin was
measured by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HC:
Hyeolbuchugeo-tang, Nor: normal, no fracture, Con: control,
rib fracture with vehicle, Tra: rib fracture with tramadol (20
mg/kg/day), HC-L: rib fracture with HC (50 mg/kg/day),
HC-H: rib fracture with HC (100 mg/kg/day). 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5).

을 따라 직접 뼈를 형성하게 되고, 연골은 손상이 가장

골절이란 과부하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뼈의 연속성

심한 골절의 중심부인 저산소 영역에서 형성된다16). 경

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뼈 주위의 연부조직 손상과

성가골기에는 가골들이 연골 내 골화와 막내 골화를 통

함께 통증을 유발하며 신경 및 혈관의 손상이 동반되기

해 견고한 석회성 조직으로 전환된다17).

도 하고 외관상 변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방

쥐나 토끼는 동물모델로 다용되며 이들은 외상 후

사선 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

7~9일에 연성가골의 형성이, 14일에 경성가골의 형성

려운 경우 전산화단층촬영(CT)를 사용하기도 한다1).

이 최고치에 이른다18). 가골기가 지난 후에는 재형성기

골절의 유합 과정은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 등 3단

가 진행된다. 경성가골이 층판골로 대치되고, 과잉 생

계로 나눌 수 있으며 복원기는 연성 가골기와 경성 가

성된 골은 파골세포에 의해 흡수되며 파골세포와 조골

골기로 나눌 수 있다3). 염증기때 파열된 혈관에서 혈종

세포의 자가 교정을 통해 골이 재형성되고 본래의 형태

과 염증성 삼출물이 발생하여 골절 부위의 움직임을 급

를 갖춘다2). 재형성기는 사람과 동물 모델 모두 3-4주

격하게 감소시키고 혈소판이 모여 혈전 및 응고 작용이

사이에 시작되나, 완전한 골격 구조로 돌아가기까지는

진행된다. 이후 섬유모세포와 골모세포에 의해 육아조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4가지 단계의 골 유합 과

직이 형성되며 이는 골절 부위의 혈종을 대체한다14).

정은 연속적으로 중첩되며 진행된다1,19).

연성가골기는 대체로 골절 후 3주 정도의 기간에 일어

한의학에서 골절은 ≪外臺秘要≫에서 처음으로 언급

나며 혈종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이 감소하면서 골편이

되었으며 ≪諸病源候論≫과 ≪千金要方≫에서 정복과

움직이지 않는다15). 연골세포 발현유전자와 골모세포

고정의 방법을 제시했고, ≪聖濟總錄≫에서는 약물을 활

발현유전자는 발현을 통해 각각 연골과 뼈로 분리되며

용하여 초기에는 活血祛瘀, 중기에는 接骨續筋, 후기에는

골모세포는 손상이 덜 심한 골절의 끝단에서 뼈의 표면

補氣養血, 健壯筋骨을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였다17). 이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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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의학에서 초기 골절 치료에 瘀血을 없애는 것이
20)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골)이라고 하며 이는 골절 부위의 양 끝 뼈를 일시적으
로 결합시킨다. 조골세포가 증식하여 만든 기질에 칼슘

6)

처음 기재된

이 침착하게 되면 이는 초기골이 되어 골절 유합이 진

처방으로 血分의 瘀滯를 行하게 하는 약물이 주를 이루

행된다23). 이를 고려하였을 때 고농도의 HC가 골절 유

며 氣分의 鬱結를 풀고 活血하면서도 耗血하지 않고 祛

합 과정에서 callus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골 유합을 빠

瘀生新하는 효능이 있는 처방이다. 혈부축어탕은 원래

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부축어탕은 王淸任의 ≪醫林改錯≫

氣滯血瘀⋅瘀血內阻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들에 적용하

Micro-CT 촬영에서 골절 유발 7일 후와 14일 후 모

고자 창방되었으나 현재에는 瘀血로 인한 여러 증상들

든 군에서 골절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골절

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처방 구성은 當歸, 生地黃,

유발 7일 후 HC-H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었고 골

川芎, 桃仁, 紅花, 赤芍藥, 牛膝, 桔梗, 柴胡, 枳殼, 甘草로

절 유발 14일 후 HC-L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는 것을

구성되어 있는데 活血化瘀하면서 補血의 효능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었다. X-ray 촬영과 마찬가지로 micro-CT

있는 桃紅四物湯을 기본으로 하여 行氣藥인 四逆散과 牛

촬영에서도 HC군의 골 유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21)

膝, 桔梗을 가하고 熟地黃을 生地黃으로 바꾸었다 . 각

알 수 있었다. X-ray와 micro-CT 촬영을 관찰한 결과

구성 약물별 효능을 살펴보면 當歸는 補血하면서 活血

HC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골절의 유합을 촉진한다는

化瘀하고 生地黃은 淸熱凉血하는 효능으로 當歸와 함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養血潤燥하므로 祛瘀시켜도 陰血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

다음으로 골절의 조직을 H&E와 Safranin O 염색을

고 桃仁, 川芎, 赤芍藥, 紅花는 活血祛瘀하고, 牛膝은 瘀

사용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H&E로 염색했을 때

血을 祛하고 血脈을 통하게 하여 引血下行하면서 肝腎

골절 유발 7일 후 HC-L와 HC-H의 골절 부위에서 cal-

을 補養하여 强筋骨하고, 柴胡는 疏肝解鬱, 桔梗과 枳殼

lus의 형성이 대조군과 양성대조군에 비해 증가되는 것

21,22)

은 開胸行氣하며 감초는 諸藥을 조화시킨다

.

이 관찰되었으며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이에 본 실험에서는 혈부축어탕이 골절로 인한 瘀血

양성대조군 및 HC-L와 HC-H의 골절 부위에서의 callus

을 제거하고 골절 부위의 혈류 순환을 개선시켜 祛瘀生

의 형성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Safranin O로 염

新하는 효능으로 골절 유합에 유의하게 작용할 것이라

색했을 때 골절 유발 7일 후 callus의 형성이 HC-L에서

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골절 유발

혈부축어탕이 골절 유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14일 후에는 H&E로 염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조군

위하여 실험동물을 무작위로 정상군(Nor), 대조군(Con),

에 비해 양성대조군 및 HC-L와 HC-H의 골절 부위에서

양성대조군(Tra)에 6마리씩, 약물 투여군을 저농도군

의 callus 형성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조

(HC-L)과 고농도군(HC-H)으로 나눈 후 10마리씩 배속

직학적 관찰 결과 HC가 callus의 증가시기를 대조군보

시키고 골절 후 1주와 2주에 치사하였다. 정상군은 늑

다 빠르게 앞당겨 초기 골절 유합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골에 손상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군들은 실험동물의 늑

알 수 있었다.

골에 골절 손상을 주었다. 7일 후와 14일 후에 X-ray 촬

TGF-β1은 연골세포와 골아세포에 의해 합성되어 만

영을 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는 대조군을 포함한

들어지는데 연골세포, 골아세포, 파골세포 등을 조절하

모든 그룹에서 골절 부위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HC-H

는 인자로 작용하며 골 및 연골의 분화, 피부 반흔 조직

에서 callus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절 유발

의 생성, 태아의 생성 등에 관여해 골절 치유에 중요한

14일 후에는 7일 후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룹에서 골절

역할을 한다24). 골절 조직의 TGF-β1을 관찰한 결과, 골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HC-H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

절 유발 7일 후 모든 군에서 TGF-β1의 발현이 정상군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에 비하여 확연히 증가하였으나 HC-L과 HC-H에서

골절의 유합 초기에는 조직 결손부와 혈종이 육아조

TGF-β1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직으로 바뀌며 결합조직이 증식하게 된다. 그 부위에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HC-L와 HC-H의 TGF-β1의 발

조골세포가 증식하여 뼈의 기질을 만든 것을 callus (가

현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GF-β1은 골모

40 J Korean Med Rehabil 2020;30(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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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분화, 증식에 관여하여 가골이 활발하게 만들어

RANK에 RANKL이 결합하게 되면 nuclear factor kap-

지는 복원기에 발현이 증가하고 재형성기로 접어들어

pa B 전사경로가 활성화되어 파골세포의 증식과 분화

25)

가골이 성숙골로 변화하면서 감소하는데

이를 X-ray

가 촉진되고 골수에서 증식된 파골세포 전구체가 골 표

및 micro-CT의 결과와 연관지으면 HC군의 골유합이

면으로 이동하여 융합과정을 거쳐 활성 파골세포가 된

대조군보다 빠르게 일어나 재형성기에 진입하여 초기

다. 활성 파골세포는 골 표면에 부착한 뒤 소강에 산성

골절 유합 시기에 HC군의 TGF-β1의 발현이 감소했다

화를 일으켜 기질분해효소가 활성화되고 골의 탈무기

고 생각된다. 향후 3일 후와 5일 후 TGF-β1 발현량의

질화가 일어난다31,32). 골절 유발 7일 후 RANK의 발현

결과를 비교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은 HC-L과 대조군이 큰 차이는 없었으며 HC-H에서는

으로 생각한다.

RANK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유의하

Ki67는 세포주기 중에서 G1기를 제외한 모든 주기에

지는 않았다.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HC-L에서 대조군

서 세포의 핵에 발현하는 단백질이며 세포의 증식 상태

에 비해 RANK의 발현이 감소하였고 HC-H에서 RANK

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지자로 면역조직화학적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둘 다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26)

염색을 하여 양성으로 염색된 핵에서 관찰된다 . 골절

는 앞서 기술한 방사선 검사 결과와 TGF-β1의 발현 결

유발 7일 후 HC-L과 HC-H에서 Ki67 발현 세포들이 증

과를 고려할 때 골 유합 과정 중 염증기와 복원기를 지

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그 중 HC-H에서 유의하게 증

나 재형성기가 되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자가교정

가했다.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HC-L과 HC-H에서 대

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RANK의 발현이 증가했다고 생

조군에 비해 Ki67 발현 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각된다.

Ki67 발현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포 증식이 활발하

Runx2는 골아세포를 조절하고 중간엽줄기세포에서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골모세포가 분화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사인자이며

HC가 골절 초기에 세포 증식을 증가하게 하여 골절 유

뼈에 발현하는 여러 단백질들의 생성을 조절하여 골모

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포와 연골세포 등의 분화를 촉진시킨다33-35). 골절 유

ALP는 임상에서 흔히 이용되는 골형성 표지자로 골
27)

발 7일 후 HC-H에서 대조군에 비해 Runx2의 발현이

아세포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이다 . ALP는 유기인산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골절유발 14일 후에는 HC-L에서

화합물을 가수분해하여 인산화 기질의 석회화를 촉진

Runx2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하는데 골아세포는 다량의 ALP를 활성화시키기 때문

었다. 이는 HC가 골절 유합 초기에 고농도로 사용되면

28)

에 혈청 중 ALP의 증가는 골의 무기질화를 의미한다 .

골모세포와 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골절조직의 ALP 발현을 관찰한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

있고 이는 골 유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에는 HC-H에서 대조군에 비해 ALP의 발현이 증가하

파골세포의 분화과정 중에 TRAP가 발현되는데 이는

였고, 골절 유발 14일 후에는 HC-L과 HC-H 모두 대조

골 기질내의 osteopontin과 bone sialoprotein의 탈인산화

군에 비해 ALP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골아세

과정에 관여하며 파골세포의 활성 및 분화를 나타내는

포가 분화하는 과정 중에 골기질이 성숙하는 시기에서

표지자로 이용된다34). 골절 유발 7일 후 모든 군에서

ALP가 주로 발현되는데29) 실험 결과 HC가 골기질의

TRAP의 발현이 증가했는데 그 중 HC-L은 대조군에 비

성숙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해 TRAP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골절 유발 14일

RANK는 파골세포를 분화 및 활성화시키는데 핵심

후에는 HC-L과 HC-H에서 대조군에 비해 TRAP의 발

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구조물이다. 기질 세포에서 유래

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HC가 골절 초반에 파

하는 조골세포에 주로 발현하는 receptor activator of

골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막아 주어 골절 유합

nuclear factor kappa B ligand (RANKL)은 RANK와 결

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골의 형성이 어느 정

합하여 파골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

도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재형성기에서 파골세포의

고 RANK는 조혈모 세포에서 기원하는 파골세포전구

활동을 증가시켜 골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다

30)

세포에서 주로 발현한다 . 초기 파골전구세포 표면의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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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calcin은 뼈의 석회화 과정에 관여, 골아세포의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HC

후기분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골아세포에서 생산되며

가 약물로 인한 급성 간 손상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

뼈의 세포외기질에 축적되는데 새롭게 합성된 것 중에

다고 판단된다.

약 30%가 혈중으로 방출되어 이를 측정하여 골 형성이
36)

Creatinine은 신체의 근육량에 따라 일정하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 골절 유발 14

유지되며 골격근에서 creatine phosphate가 무효소적 변

일 후 osteocalcin의 수치를 측정했는데 HC-L은 정상군

환을 거쳐 생산되는 물질이다. BUN에 비해 신기능을

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HC-H는 정상군에 비

정확하게 반영하며 신기능이 저하될 경우 수치가 오른

해서는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다40). 골절 유발 7일 후 HC-L은 정상군에 비해 creatinine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3일, 7일, 10일 등 14일보

수치가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고,

다 짧은 기간에 수치를 측정하는 추가 실험을 시행하면

HC-H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

HC가 osteocalcin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

에 비해서도 감소하였다. 골절 유발 14일 후 HC-L은 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군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증

혈부축어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골절 유발 7일 후
와 14일 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ALP, ALT, AST, BUN,
creatinine 수치를 관찰하였다.

가하였고 HC-H는 대조군과 거의 비슷하였다.
BUN 수치는 비교적 경미한 신손상에서는 민감하게
수치가 오르지 않으나 중등도 신기능 손상이 있을 경우

ALP는 뼈, 조직 내 장점막, 태반, 신장, 등에 분포하

수치가 증가한다40). 골절 유발 7일 후 HC-L은 대조군

며 조골세포, 골세포, 비대연골세포에서 발견되는 효소

과 비슷하였고 HC-H에서는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이다. 이는 조직 중 영양분의 운반과 연관이 있는 곳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골절 유발 14일

풍부하게 있으며 근육이나 적혈구, 비화골성연골, 성숙

후에는 HC-L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37)

된 결합조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또한 담관 손상

HC-H는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매우 약하게 감소하

의 지표로서 종양, 간염, 간경화 등의 질환일 경우에 증

였는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8)

가한다 . ALP 수치의 경우 골절 7일 후 HC-H에서 정

HC를 투여하였을 때 creatinine의 유의한 차이는 없

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에 비해서

었으나 골절 유발 14일 후 HC-L의 BUN 수치가 유의하

도 감소하였다. 골절 14일 후 HC-L과 HC-H는 정상군

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골절 유발 14일 후 HC-H의

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UN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HC-L의 BUN 수치

ALP 수치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

상승이 HC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

한 차이가 나지 않거나 수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HC가 ALP 수치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든 실험 수치들이 통계
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형태학적 변화 및 조직

수 있었다.
간기능 검사 중 AST, ALT 검사를 기본적으로 사용

학적 관찰 결과 혈부축어탕이 골절 유합에 긍정적으로

하는데 간 실질 세포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AST,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혈부축어탕

ALT가 혈액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AST, ALT의 증가는

을 瘀血로 인한 골절 초기 치료에 임상적으로 응용할

39)

간 손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골절 유발 7일 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LT 수치는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골절 유발
14일 후 HC-L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수치가 감소하였으
나 HC-H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향후 HC의 투여 기간을 길게 조

결론»»»

절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혈부축어탕(HC)이 골절 유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각된다. 골절 유발 7일 후와 14일 후 모두 HC-L과

하기 위하여 Sprague Dawley rat에 늑골 골절을 유발한

HC-H에서 AST 수치는 정상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

뒤 영상의학 검사, 조직학적 관찰 및 혈액검사 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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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X-ray 촬영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 HC-H에서

2.

callus가 관찰되었고 14일 후에는 골유합이 진행
되었다.

3.

2. Micro-CT 촬영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에 HC-H에
서 골유합이 진행되었고 14일 후에는 HC-L에서 골
유합이 진행되었다.
3. H&E와 Safranin O 염색 결과 골절 유발 7일 후
HC군 callus의 형성이 증가하였으며 14일 후에는

4.
5.

감소하였다.
4. TGF-β1의 발현은 골절 유발 7일 후 HC-L과 HC-H
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4일 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Ki67의 발현은 골절 유발 7일 후 HC-H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4일 후에는 HC-L과

6.
7.
8.

HC-H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6. ALP 발현은 골절 유발 7일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14일 후에는 HC-L과 HC-H 모두 대조군에 비

9.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7. RANK 발현은 골절 유발 7일 후와 14일 후 모두

10.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Runx2는 골절 유발 7일 후 HC-H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4일 후에는 HC-L이 대조군

11.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9. TRAP은 골절 유발 7일 후 HC-L에서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증가했고 14일 후에는 HC-L과 HC-H

12.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10. Osteocalcin은 골절 유발 14일 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13.

11. 골절 유발 7일 후와 14일 후에 ALP, ALT, AST,
BUN, creatinine 수치를 관찰하였으며 14일 후
HC-L에서 BUN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상 및 조직학적 평가를 통하여 혈부축
어탕이 골절 유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Orthopaedics. 7th
ed. Seoul:ChoiSin Medical Publishing Co. 2013:87,

14.
15.

16.

17.

94-9, 1149-86, 1161-2, 1385-94, 1474, 1153-75.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t of Orthopaedic. Textbook of fractures and
joint injuries. Seoul:Koonja Publishing Co. 2001:105.
Lee HK, Chung MS, Gang SY. Basic study on the effect
of Korean Ginseng upon fracture healing of the bone.
The 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1984;19(3):483-91.
Park MS. Fracture and dislocation. Seoul:Korea
Medical Book Publishing Company. 2000:11-2.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4th ed. Paju:Koonja Publishing.
2015:206-9.
Wang CR. Yilingaicuo. Běijīng: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1995:24-8.
The Herbal Formula Science. Hongkong:The Commercial
Press Limited. 1977:177.
Moon NY, Kim DC, Baek SH. Effect of Hyeolbuchukeotang
on the inhibition of proliferation of uterine leiomyoma
cells and cell apoptosis.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6;19(2):186-98.
Jang SB, Yoo DY, Yoo JE. Effects of Hyeolbuchugeo-tang
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bone resorption.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17;30(4):1-17.
Bae SJ, Kim HJ, Lee DN. Effects of Hyeolbuchukeo-tang
on the estradiol valerate-induced polycystic ovaries and
the conception of rats.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12;25(2):43-65.
Cho EH, Kwon JN, Kim YG. Neuroprotective effects
of Hyeolbuchookau-tang on global cerebral ischemia of
the rats.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07;28(2):44-53.
Jung YG, Kim SW, Gong DJ, An HG, Kim GW, Koo
BS. Study on the regeneratory and inhibitory effect of
CT105-induced neuroblastoma cell lines by Hyeolbuchukeotang water extract.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4;15(1):65-76.
Lee BJ, Yun SY, Park HW, Park JH, Jo IY, Lee JS, Lew
JH. Effects of concurrent administration of Hyeolbuchukeotang and aspirin on atherosclerosis in the ApoE(-/-)
mouse.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1;32(1):164-74.
The Korean Fracture Society. Principles of fracture
management. Seoul:Panmuneducation. 2013:3, 10, 40.
Brinker ML, Cook SD, Hyman AL. Pharmcological regulation of the circulation of bone. Joru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1990;72:964-75.
Michael H, Regis JO. The convergence of fracture repair and stem cells: interplay of genes, ag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diseas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4;11(29):2307-22.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3rd ed. Paju:Koonja Publishing.
www.e-jkmr.org

43

허건⋅오민석

2011:201-4, 206-10.
18. Einhorn TA. The science of fracture healing. Journal
of Orthopedic Trauma. 2005;19:S4-S6.
19. Wendeberg B. Mineral metabolism of fractures of the tibia
in man studied with external counting of Sr85. Acta
Orthopaedica Scandinavica. Supplementum. 1961;52:1-79.
20. Na CS. General theory of Korean medicine. Seoul:
Uisungdang. 2007:912-6.
21. Nationwide Professors of Herbal Formula Study Co-edit.
The herbal formula study. Seoul:Yunglim Publisher.
2008:410-3.
22. Oriental Medicine Textbooks Complied by the National
Joint Council. Herbology. Seoul:Younglim Inc. 2010:462-3,
629-31, 447, 231, 236-8, 466-7, 496-7, 186-7, 393-4, 583-5.
23. Song K. Core pathology. Seoul:Korea Medical Book
Publishing Company. 1998:772.
24. Matsumoto K, Matsunaga S, Imamura T, Ishidou Y,
Yoshida H, Sakou T. Expression and distribut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ß and decorin during fracture healing. In Vivo. 1994;8:215-20.
25. Kang SY, Jung HJ, Jung YB. Matrix metalloproteinase-1
and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expression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and fracture healing of the rat.
The 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08;43(5):529-38.
26. Cattoretti G, Becker MHG, Key G, Duchrow M,
Schluter C, Galle J, Gerdes J.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recombinant part of the Ki-67 antigen(MIB-1
and MIB-3) detect proliferating cell in microwave processed formalin fixed paraffin section. Journal of Pathology.
1992;168:357-63.
27. Kim DY. Biochemical markers of bone formation.
Korean Journal of Bone Metabolism. 1994;1(1):233-9.
28. Yoo J, Johnstone B. The role of osteochondral progenitor cells in fracture repair.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 1998;335:73-81.
29. Lee HS, Lee CS, Jang JS, Lee JD, Um SM. Changes

44 J Korean Med Rehabil 2020;30(3):23-44.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of serum alkaline phophatase and osteocalcin during
fracture heal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2002;37(3):411-5.
Joo YS, Cheong MA, Sheen DH, Lim MK, Shim SC,
Cheong DH. Expression of receptor activator of NF-κB
Ligand(RANKL) and formation of osteoclast in cultured
synovial fibroblasts. The Journal of the Korean Rheumatism
Association. 2003;10(4):402-12.
Vinay K, Abul A, Jon A. Robbins basic pathology.
Philadelphia:Elsevier Inc. 2007:804-6.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Osteoporosis. Paju:Koonja Publishing. 2013:55-91.
Ducy P, Starbuck M, Priemel M, Shen J, Pinero G,
Geoffroy V, Amling M, Karsenty G. A Cbfa1-dependent
genetic pathway controls bone formation beyond embryonic
development. Genes & Development. 1999;13(8):1025-36.
Kern B, Shen J, Starbuck M, Karsenty G. Cbfa1 contributes to the osteoblast-specific expression of type I
collagen genes.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1;
276(10):7101-7.
Komori T. Regulation of skeletal development by the
Runx family of transcription factors.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2005;95:445-3.
Price PA, Parthermore JG, Doftos LJ. New biochemical
marker for bone metabolism.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980;66:878-83.
Kim HS, Nam DS. Effect of orthocontic force on the
enzyme activities in alveolar bone. The Korea Journal
of Orthodontics. 1992;22(2):197-308.
Sipes IG, McQueen CA, Gandolifi AJ. Comprehensive
toxicology. 3rd ed. Didcot:Pergamon. 1997:251-71.
Kim HS. Effects of the Saururus chinensis Baill hotwater
extract intake on the lipid components and metabolic
enzyme activities in hyperlipidemic rats. Journal of
Exercise Nutrition and Biochemistry. 2006;10:99-106.
Kang YJ. Toxic nephropathy. Korean Journal of Medicine.
1984;27(6):632-42.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Vol. 30 No. 3, July 2020
pISSN 1229-1854 eISSN 2288-4114
https://doi.org/10.18325/jkmr.2020.30.3.45

Original Article

ChondroT 투여가 FeCl3로 유발된 혈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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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ondroT on thrombus in FeCl3-induced rats.
Methods We exposed FeCl3 to rat’s carotid artery to induce thrombus. Specimens
were divided in 5 groups; Intact, Control, ASA10 (aspirin 10 mg/kg), CT100 (ChondroT
100 mg/kg), and CT200 (ChondroT 200 mg/kg), each n=6. We investigated thromboxane, 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histological change, lipid metabolism, transaminase, leukocyte, erythrocyte and thrombocyte level.
Results In ASA10, CT200 groups, there was significants decrease in both thromboxane level and total cholesterol level, compared to control group and there were significant histological changes of blood vessel, compared to control group. In CT200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in PAF level, compared to control group
(p<0.05). In ASA10, CT200 groups, triglycerides level tended to decrease, compared
to control group.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could be suggested that ChondroT was effective on thrombus in FeCl3-induced rats, and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duct a rigorous clinical research. (J Korean Med Rehabil 2020;30(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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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손상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다2).
형성된 혈전은 떨어져 나와 동맥-동맥 색전성 뇌경색

혈액은 적절한 순환을 유지하고, 뇌를 포함한 중요한

을 일으켜 두개강내 혈관을 막을 수 있으며, 총경동맥

장기 및 조직에 산소,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위

(common carotid artery)이나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해 필수적이다. 혈액의 순환을 통해 우리의 몸은 항상

artery)의 근위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경동맥의

1)

성과 각 장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 또한 혈액의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뇌졸중 또는 transient ischemic

응고반응을 통해 출혈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attack의 위험률이 높아진다3).

최근에는 이러한 응고반응이 면역반응과 밀접한 연관

이러한 혈전의 생성은 혈액 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뇌

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면역 매개 응고가 손상에 대한

졸중, 협심증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

반응 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에 혈전은 혈관 벽의

며4), 2018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심장 질환은 인구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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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당 사망률 62.4명, 뇌혈관질환은 10만 명당 사
망률 44.7명으로 각각 2위, 4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환
이다5). 따라서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임상에서는 관절염 치료에 비수술적 처치로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체중이 약 150-160 g인 SD계의 6주령 rat를 실내 온

drugs, NSAIDs)나 acetaminophen 등이 가장 흔히 사용되

도 24-26℃, 습도 40-60%로 유지시킨 사육장 내에서 물

6)

고 있는데 , 비스테로이성 항염증제(NSAIDs)는 prosta-

과 사료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면서 적응시킨 후 실험에

cyclin pathway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인해 혈전을 유발

사용하였다(동물실험계획 승인번호: 2019-06-03).

하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acetaminophen은 장복할 경우
소화기계의 장애 및 레이증후군, 구토, 의식장애 등의

2) 약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되어 보다 안전한 치료

羌活(Osterici Radix), 金銀花(Lonicerae Folium), 當歸

7-9)

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Angelicae Gigantis Radix), 威靈仙(Clematidis Radix),

ChondroT는 현재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한약제

黃柏(Phellodendri Cortex)를 (주)옴니허브(대구, 한국)에

제로 羌活, 當歸, 威靈仙, 金銀花, 黃柏으로 구성되어 있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스피린(acetylsalicylic acid,

10)

11)

다. Bae 등 과 Jeong 등 의 연구에서 ChondroT는 동

ASA)를 ㈜한미약품(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물모델에서 염증 억제와 연골세포 보호 효과가 있었고,

였다.

12)

Won 등 의 연구에서는 ChondroT의 진통 효과 기전을
13)

14)

지표 성분 확인을 위해 high-performance liquid chro-

밝혔다. 또한 Lim 등 과 Jeong 의 연구에서 ChondroT의

matography를 이용하였으며, chlorogenic acid, total de-

Sprague Dawley (SD) rat 단회 및 반복 경구 투여 연구에

cursin, berberine chloride의 3종 지표성분의 함량을 확

서 2,000 mg/kg/day까지 무독성량(No Observed Adverse

인하였다.

15)

Effect Level)이 확인되었으며, Kim 등 의 연구에서
ChondroT 구성 약재와 ChondroT의 항응고 효과가 연구

3) 시료 추출

된 바 있다.

羌活, 金銀花, 當歸, 威靈仙, 黃柏을 6:4:4:4:3의 비율

FeCl3로 경동맥의 혈전을 유발한 rat는 약물의 항응

로 배합한 복합 시료 ChondroT를 준비하였다. 복합 시

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로 FeCl3이 혈관

료 ChondroT 총량을 105 g으로 정하였고, 열수추출법

외막에 작용하여 혈관 외막이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노

을 통해 정제수 1,000 mL에 넣어 3시간 동안 추출하였

출되면 완전 박리 손상, 내피 손상, 혈소판 응집이 일어

다. 50 mL로 농축된 시료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얻었

16,17)

나 혈전의 생성이 유발된다

. 그 외 혈전을 유발하기

으며, 분말을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위한 모델로 endotoxin을 이용한 방법도 존재하나 계절
적 변동성을 억제하고 경동맥 혈전 유발을 위해 FeCl3
로 유발된 혈전 유발 동물모델을 선택하였다16,18).
이에 본 연구에서 ChondroT 투여가 FeCl3로 유발된

2. 실험 방법
1) FeCl3을 이용한 경동맥 혈전 유발

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thromboxane,

실험동물의 경동맥에 FeCl3을 적신 filter paper를 접

platelete activating factor (PAF)의 활성도, 지질대사물

촉시켜 혈관 내에 혈전을 유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질, transaminase, erythrocytes, leukocytes, thrombocytes

실험동물의 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2% isoflurane와 질

함량의 변화, 경동맥 조직의 조직학적 변화 등을 관찰

소와 산소를 7:3으로 혼합한 기체를 이용하여 모든 실

하여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험동물에게 흡입마취를 시행하여 마취를 유도하고, rat
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 pad의
온도를 37℃로 유지하였다. 실험동물의 정중 경부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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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미주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측

Thromboxane이 coating된 microplate에 Rat Thromboxane

경동맥을 노출시킨 후 40% FeCl3을 적신 filter paper

standard, serum 50 μL를 첨가 후 Biotinylated Detection

(1.5×3 mm)를 3분간 접촉시켰다(Fig. 1).

Ab 50 μL 추가 후 plate cover로 tapping 한 후에 1분간
mixing하고 37℃에 45분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2) 시료 투여 방법

350 μL로 3회 washing 후 HRP-avidin 100 μL를 첨가하

전자저울(㈜카스, 양주, 한국)을 이용하여 체중을 측

고 plate cover를 덮고 37℃에 30분 방치하였다. Washing

정하였고, 양성대조군은 acetylsalicylic acid 10 mg/kg을

solution 400 μL로 5회 washing 후 Substrate Reagent

경구 투여하였고, 실험군은 ChondroT 100 mg/kg, ChondroT

90 μL를 첨가하고 plate cover를 덮고 37℃에(dark상태)

200 mg/kg을 경구 투여하였고, 대조군은 동량의 완충액

15분간 방치하였다. 발색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해 Stop

(생리식염수, saline)을 경구 투여하였다.

solution 50 μL를 plate에 넣은 후 microplate reader (EZ
Read 400; Biochrom, Cambridge, UK)를 사용하여 450

3) 군 분리

nm에서 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urve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은 정상군(Intact, n=6), FeCl3

를 만들어 sample의 thromboxane 양을 분석하였다.

을 이용한 경동맥 혈전 유발 후 saline을 투여한 대조군
(Control, n=6), FeCl3을 이용한 경동맥 혈전 유발 후

5) ELISA에 의한 PAF 측정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투여한 양성대조군(ASA10,

PAF 측정은 Rat PAF (BIOMATIK)를 사용하여 측정

n=6), FeCl3을 이용한 경동맥 혈전 유발 후 ChondroT

하였다. Rat PAF가 coating된 microplate에 Rat PAF

100 mg/kg 투여한 실험군(CT100, n=6), FeCl3을 이용한

standard, serum 100 μL를 첨가하고 plate cover로 tap-

경동맥 혈전 유발 후 ChondroT 200 mg/kg 투여한 실험

ping한 후에 1분간 mixing하고 37℃에 2시간 방치하였

군(CT200, n=6)으로 분리하였다.

다. Biotinylated antibody 100 μL를 첨가하고 plate cover

4)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에 의한 thromboxane 측정

를 덮고 37℃에 1시간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400 μL로 3회 washing 후 HRP-avidin 100 μL를 첨가하고
plate cover를 덮고 37℃에 1시간 방치하였다. Washing

Thromboxane 측정은 Rat Thromboxane (BIOMATIK,

solution 400 μL로 5회 washing 후 TMB Substrate 90 μL

Wilmington, D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at

를 첨가하고 plate cover를 덮고 37℃에(dark 상태) 30분
간 방치하였다. 발색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해 Stop solution 50 μL를 plate에 넣은 후 microplate reader (EZ
Read 400; Biochrom)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OD를 측
정하였다. Standard curve를 만들어 sample의 PAF 양을
분석하였다.

6) 경동맥 적출 및 병리 조직학적 관찰
모든 실험동물은 경동맥 혈전 유발 과정을 거친 다음
혈전 생성 시간을 측정한 후 희생시켰다. 손상된 경동맥
적출 시 최소한의 출혈을 위해 혈관 양쪽을 suture thread
를 이용해 단단히 묶은 후 경동맥 3~4 mm를 적출하였다.
광학현미경용 조직표본을 제작하기 위해 고정액(Bouin
solution)에 24시간 고정시키고 통상적인 조직 처리 과
Fig. 1. Blood flow in the carotid artery of a wild type mouse
after a FeCl3 induced injury and calculation of time to occlusion.

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한 후 절편(4 μm 두께)을 제작
하였다. Hematoxylin-Eosin 염색을 통해 혈관 조직의 조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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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하여 각 군 간의 통계학적 분석을 하였다. 비모수적 방
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여 α=0.05 수준과

7) 지질대사 측정

α=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리된 혈청으로 지질대사 측정 항목인 total cholesterol (TCHO),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triglyceride (TG)는 각각 TCHO-PⅢ Slide (Fujifilm
Corporation, Tokyo, Japan), HDL-C-PⅢ Slide (Fujifilm
Corporation), TG-PⅢ Slide (Fujifilm Corporation)를 사
용하였으며, Fuji Dri-Chem Clinical Chemistry Analyzer
(DRI-Chem 4000ie; Fujifilm Corporation)으로 측정하
였다.

결과»»»
1. Thromboxane 활성에 미치는 영향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thromboxan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626.8±41.0 pg/mL, 대조군은 865.7±72.3 pg/mL을 나타내

8) 간 기능 측정

어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분리된 혈청으로 간 기능 측정 항목인 glutamic oxalo-

ASA10군은 451.3±63.5 pg/mL, CT100군은 851.2±100.3

acetic transmine (GO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pg/mL, CT200군은 468.8±84.8 pg/mL을 나타내었다.

glutamic pyruvic transmine (GPT; alanine transaminase

ASA10군, CT200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

[ALT])는 각각 GOT-AST PⅢ Slide (Fujifilm Corporation),

하게 감소하였다(p<0.01)(Fig. 2, Table Ⅰ).

GPT-ALT PⅢ Slide (Fujifilm Corporation)를 사용하였
으며, Fuji Dri-Chem Clinical Chemistry Analyzer (DRI-Chem
4000ie; Fujifilm Corporation)으로 측정하였다.

2. PAF 활성에 미치는 영향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PAF

9) 채혈 및 혈청 분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2.12±0.19

채혈에 의하여 얻어진 혈액 중 약 100 μL를 ethyl-

pg/mL, 대조군은 2.98±0.33 pg/mL을 나타내어 정상군

enediaminetetraacetic acid-bottle에 넣은 후 곧바로

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ASA10

Ⓡ

Multispecies Hematology Analyser (HEMAVET 950; The

군은 2.09±0.51 pg/mL, CT100군은 3.36±0.75 pg/mL,

Americas Drew Scientific Inc., Oxford, CT, USA)에 주
입하여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B), hematocrit (HCT), mean corpuscular
volume,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platelet (PLT), leukocytes, erythrocytes를 측정하였으며, 나머지 혈액은 VS-6000CFi
((주)비전과학, 서울, 한국)에서 20분간 3,000 rpm으로
시행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측정값은 Excel statistic program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준오차(mean±standard error)로 나타내었으며, SPSS 21.0
ver.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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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thromboxane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
p<0.05 versus Intact group, **p<0.01, versu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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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200군은 2.10±0.23 pg/mL을 나타내었다. CT200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Fig. 3, Table Ⅰ).

3. 경동맥 혈관 조직학적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경동
맥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
과, 대조군의 혈관은 정상군에 비하여 혈관 내 교원섬
유 부분의 손상이 두드러졌고, 혈전 형성도 현저하였으
며, 대조군에 비하여 ASA10군과 CT200군의 혈관 내
교원섬유 부분의 손상은 억제되었고, 혈전 형성도도 감
소되었다(Fig. 4).

4.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Fig. 3.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PAF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PAF: platelet activating
factor,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p<0.05 versus Intact group, *p<0.05, versus Control
group.

1) TG 함량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TG 함
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103.5±9.9 mg/dL,
대조군은 132.3±37.3 mg/dL를 나타내었고, ASA10군은
59.4±6.9 mg/dL, CT100군은 135.4±22.6 mg/dL, CT200
군은 114.6±36.3 mg/dL를 나타내었다. ASA10군과 CT200
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 Table Ⅱ).

Table Ⅰ. Changes on Thromboxane and PAF Contents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Group

Thromboxane (pg/mL)

PAF (pg/mL)

Intact

626.8±41.0

2.12±0.19

#

2.98±0.33#

Control

865.7±72.3

ASA10

451.3±63.5**

2.09±0.51

CT100

851.2±100.3

3.36±0.75

CT200

468.8±84.8**

2.10±0.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PAF: platelet
activating factor,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p<0.05 versus Intact group, *p<0.05,
versus Control group, **p<0.01, versus Control group.

Fig. 4.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histological changes
of blood ves sels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Blood vessels were stained using Hematoxylin-Eosin
(Original magnification: ×100). → (red arrow): collagen fibers,
□ (red rectangle): 7 enlarged source.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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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CHO 함량

3) HDLC 함량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TCHO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HDLC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66.3±2.4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42.7±2.4

mg/dL, 대조군은 67.8±2.2 mg/dL를 나타내었고, ASA10

mg/dL, 대조군은 43.7±1.4 mg/dL를 나타내었고, ASA10

군은 61.0±1.2 mg/dL, CT100군은 63.0±4.3 mg/dL, CT200

군은 38.8±1.4 mg/dL, CT100군은 42.8±3.7 mg/dL, CT200

군은 58.6±2.1 mg/dL를 나타내었다. ASA10군과 CT200

군은 37.8±2.2 mg/dL를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였

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을 때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태내지 않았다(Fig.

(Fig. 6, Table Ⅱ).

7, Table Ⅱ).

Table Ⅱ. Changes on the Serum TG, TCHO and HDLC
Contents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Group

TG (mg/dL)

Intact

103.5±9.9

TCHO (mg/dL) HDLC (mg/dL)
66.3±2.4

42.7±2.4

Control

132.3±37.3

67.8±2.2

43.7±1.4

*

ASA10

59.4±6.9

61.0±1.2

38.8±1.4

CT100

135.4±22.6

63.0±4.3

42.8±3.7

CT200

114.6±36.3

58.6±2.1*

37.8±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TG: triglyceride, TCHO: total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
p<0.05, versus Control group.

Fig. 6.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TCHO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TCHO: total
cholesterol,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p<0.05, versus Control group.

Fig. 5.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TG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TG: triglyceride,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Fig. 7.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HDLC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H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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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phils의 경우 대조군에 비교하였을 때 CT100군에

5. Transaminase 함량에 미치는 영향

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Fig. 10, Table Ⅳ).

1) AST 함량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AST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67.7±2.9

7. Erythrocytes 및 thrombocytes 변화

U/L, 대조군은 74.0±4.2 U/L을 나타내었고, ASA10군은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eryth-

64.8±3.2 U/L, CT100군은 80.2±5.8 U/L, CT200군은

rocytes 및 thrombocytes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70.4±6.1 U/L을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RBC, HCT, HB, PLT의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8,

경우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Table Ⅲ).

11, Table Ⅴ).

2) ALT 함량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ALT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26.3±0.7
U/L, 대조군은 26.8±2.7 U/L을 나타내었고, ASA10군은
24.6±1.3 U/L, CT100군은 29.2±2.1 U/L, CT200군은
26.6±1.1 U/L을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9,
Table Ⅲ).

6. Leukocytes 변화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 유발 혈전 rat의 leukocyte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WBC lymphocytes, monocytes, eosinophils의 경우 대조군에 비교하였
을 때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Fig. 8.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AST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Table Ⅲ. Changes on the Serum Transaminase Contents after
ChondroT Admin istration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Group

AST (U/L)

ALT (U/L)

Intact

67.7±2.9

26.3±0.7

Control

74.0±4.2

26.8±2.7

ASA10

64.8±3.2

24.6±1.3

CT100

80.2±5.8

29.2±2.1

CT200

70.4±6.1

26.6±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transaminase,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Fig. 9.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ALT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ALT: alanine transaminase,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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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Leukocytes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A) White blood cell (WBC), (B) neutrophils (NE), (C) lymphocytes (LY), (D) monocytes (MO), (E) eosinophils (EO).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p<0.01 versus Intact group, **p<0.01 versus Control group.

Table Ⅳ. Changes on the Blood WBC, Neutrophils, Lymphocytes, Monocytes, Eosinophils Contents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
in Rat Model of FeCl3 in 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Group

WBC (K/μL)

Neutrophils (K/μL)

Lymphocytes (K/μL)

Monocytes (K/μL)

Eosinophils (K/μL)

Intact

4.54±0.43

0.72±0.05

3.66±0.38

0.11±0.02

0.04±0.005

Control

2.87±0.24##

0.64±0.04

2.12±0.21##

0.09±0.02

0.01±0.002##

ASA10

3.03±0.59

0.54±0.09

2.38±0.49

0.09±0.02

0.02±0.007

CT100

2.19±0.33

0.41±0.03**

1.69±0.31

0.08±0.01

0.01±0.004

CT200

2.77±0.50

0.62±0.17

2.04±0.42

0.10±0.04

0.01±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WBC: white blood cell,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
p<0.01 versus Intact group, **p<0.01 versu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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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ChondroT administration on the erythrocytes and thrombocytes level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A) Red blood cell (RBC), (B) hemoglobin (HB), (C) hematocrit (HC), (D) platelet (PL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Table Ⅴ. Changes on the Blood RBC, HB, HCT, PLT Contents after ChondroT Administration in Rat Model of FeCl3 Induced
Carotid Arterial Thrombosis
RBC (M/μL)

HB (g/dL)

HCT (%)

PLT (K/μL)

Intact

Group

7.23±0.11

13.37±0.26

48.45±0.52

901.7±23.7

Control

7.13±0.07

13.78±0.19

48.85±0.87

1,046.5±77.5

ASA10

7.18±0.08

13.73±0.31

48.30±0.83

1,043.8±24.7

CT100

7.30±0.13

13.85±0.28

48.20±1.22

1,111.3±24.7

CT200

8.18±1.19

16.46±2.52

55.24±7.94

1,018.6±2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RBC: red blood cell,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 Intact: no treatment, Control: 40% FeCl3 and saline, ASA10:
40% FeCl3 and ad ministration of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CT1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100 mg/kg,
CT200: 40% FeCl3 and administration of ChondroT 200 mg/kg.

고찰»»»

(NSAIDs)가 COX를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 위장관, 심
혈관, 신장의 부작용이 있어 복용량과 복용 기간에 제

골관절염의 치료는 통증 경감 및 관절 강직의 해결을

한이 있다9). 또한 인체는 혈관, 혈소판 및 세포, 혈장 응

목적으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

고라는 세 가지 체계에 의해 지혈과 혈전 형성의 항상

며, 특히 비수술적 치료 중 약물치료는 naproxen, ibupro-

성을 유지하는데 prostacyclin은 혈관내피세포에서 arach-

fen, celecoxib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idonic acid를 COX와 peroxidase의 작용을 통해 prosta-

를 통해 cyclooxygenase (COX)가 prostaglandin, throm-

glandin H2로 전환 후 prostaglandin I 합성 과정을 통해

boxane과 같은 prostanoids의 형성을 억제하여 통증과

이성질화를 거쳐 만들어지는 데 이 과정에서 비스테로

19,20)

염증을 줄인다

. 하지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드성 항염증제(NSAIDs)가 영향을 미쳐 혈전이 유발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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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21,22).

교원섬유 부분의 손상이 억제되고 혈전 형성도도 감소

본 연구에 사용된 ChondroT는 羌活, 當歸, 威靈仙, 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銀花, 黃柏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약제제로 관절염 치

또한 지질대사 물질인 TG의 상승은 동맥경화, 인슐린

료제로 개발 중에 있으며, 羌活은 袪風除濕止痛散寒의

저항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병리적 변화와 밀접한 연

효능을 가지고 있어 關節疼痛를 치료하고, 當歸는 補血

관성을 가지고 있으며28), 내피세포의 산화적인 손상과도

和血, 調經止痛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 개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29). 특히 혈중 low density

에 유효하다. 袪風濕藥과 함께 쓰게 되면 風濕痺痛를 치

lipoprotein (LDL)-cholesterol의 상승으로 인해 내피세포하

료할 수 있으며, 威靈仙은 袪風濕止痺痛藥에 속하여 祛

층에 LDL-cholesterol이 쌓여 산화적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風除濕 효과와 通絡止痛 효과를 겸하여 풍습으로 인한

된다30). 또한 고콜레스테롤혈증(hypercholesterolemia), 고

통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金銀花는 淸熱解毒의 효과

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Hypertriglyceridemia)은 각각 죽

로 항염증 작용을 하고, 또한 黃柏은 淸熱燥濕의 효능이

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 췌장염(pancreatitis)을 유

있어 瘡瘍腫毒, 濕疹瘙痒, 濕熱瀉痢 등의 질환을 치료할

발하고, 특히 죽상동맥경화증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

23)

수 있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 .

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질환을 유발하게 되므로 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상적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다31). 이에 혈관 내 지질대

ChondroT가 인체의 혈액순환 및 응고 작용에 어떠한

사 물질의 감소는 혈관 내벽의 손상 가능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FeCl3로 유도된 혈전에

혈관 내 응고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32).

서 대조군과 acetylsalicylic acid 10 mg/kg 투여한 양성

ChondroT 투여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

대조군(ASA10), FeCl3을 이용한 경동맥 혈전 유발 후

을 때, ASA10군과 CT200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TCHO의

ChondroT 100 mg/kg 투여한 실험군(CT100), FeCl3을

유의미한 감소(p<0.05)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Ⅱ).

이용한 경동맥 혈전 유발 후 ChondroT 200 mg/kg 투여한

TG 함량은 ASA10군과 CT200군에서 감소의 경향이 보

실험군(CT200)를 비교하여 thromboxane와 PAF 활성도,

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질대사, transaminase, leukocytes, erythrocytes, throm-

기존의 혈전 치료제인 heparin 치료는 ALT, AST 등

bocytes의 함량을 수치화하여 관찰하였고 혈관의 조직

의 상승, 혈소판감소증, 고칼륨혈증 등의 부작용이 보

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고된 바 있으며33), 상용되고 있는 sulfinpyrazone도 간기

ChondroT 투여가 thromboxane과 PAF의 활성도에 미

능 저하 및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34).

친 영향을 관찰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ASA10군과

반면 이번 연구에서 CT100, CT200군에서는 ALT, AST

CT200군에서 thromboxane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

함량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소하였고, PAF의 활성도는 CT200군에서 유의미하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ChondroT가 200 mg/kg에서 기

감소하였다(Table Ⅰ). Thromboxane은 혈소판 응집을 유

존 연구에서 밝혀진 관절염 치료 효과와 더불어 throm-

도하고 세포의 응집력을 강하게 해주는 물질이며, throm-

boxane, PAF 활성도 감소, 지질대사물질 함량의 감소에

boxane의 감소는 혈관 내 응집 효과의 저하를 유발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혈

24,25)

다

. 또한 PAF는 급성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지질

관 내 교원섬유 손상 억제, 혈전 형성도 감소와 같은 조

매개체로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직학적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아니라 단핵구, 대식세포를 활성시키며 혈관 투과성을

ChondroT가 관절염 치료제로 다용되는 acetaminophen

증가시키고 저혈압, 심박출량 감소, 자궁 수축 등의 다

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대체할 수

26,27)

양한 작용을 하게 된다

.

있는 한약제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번 연구

ChondroT 투여가 경동맥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

의 한계로는 단회 투여 실험으로 반복 투여 시의 변화

찰하였을 때, FeCl3로 인해 대조군에서는 혈전이 형성

를 파악할 수 없었고 아직 임상단계에서 항응고 효과가

되어 혈관 내부를 막고 있으며, 교원섬유의 손상도 눈

보고된 바 없었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추후 반

에 띄게 나타나지만 ASA10군과 CT200군에서 혈관 내

복 투여 연구 및 임상단계의 항응고 효과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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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ChondroT 용량별 투여가 FeCl3로 유발된 혈전에 미
치는 영향을 혈소판 thromboxane, PAF와 지질대사, 경
동맥 조직학적 변화, 혈청 및 혈액학적 변화를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hromboxane 활성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CT200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7.

8.
9.

2. PAF 활성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CT200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3. 경동맥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는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CT200군의 혈관 내 교원섬유 부분 손

10.

상은 억제되었고, 혈전 형성은 감소를 보였다.
4. 혈청 지질 중 TCHO 함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CT200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5. 혈청 transaminase 함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11.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혈액 leukocyte 중 neutrophil의 경우 대조군과 비
교하였을 때 CT100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2.

7. 혈액 erythrocytes 및 thrombocytes의 경우 대조군
과 비교하였을 때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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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 of ChondroT
in indomethacin-induced gastric mucosal injury rat model.
Methods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intact, control Joins,
Celebrex, ChondroT50 and ChondroT200. Indomethacin (25 mg/kg) was used to induce damage to the gastric mucosal injury. ChondroT was administered by orally to
inhibit the indomethacin-induced gastric mucosal injur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pH level in stomach, stomach contents volume,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level, interleukin-1β (IL-1β) level, prostaglandin E2 (PGE2) level, myeloperoxidase
(MPO) activity, erythrocytes, and thrombocytes were measured. Ophthalmologic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was also analyzed.
Results pH level in stomach and Stomach contents volume had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PC-Joins, PC-Cele, ChondroT50 and ChondroT200 group. TNF-α level was decreased in PC-Joins, PC-Cele, ChondroT50 and ChondroT200 group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L-1β level was decreased in PC-Joins group
and ChondroT200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PGE2 level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PC-Joins, PC-Cele, ChondroT50 and ChondroT200 group.
MPO level and complete blood count level were decreased in PC-Joins, PC-Cele,
ChondroT50 and ChondroT200. Symptom score of ophthalmologic examination was
decreased in ChondroT50 and ChondroT200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could be suggested that ChondroT was effective in reducing damage to the gastric mucosal injury. And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duct a rigorous clinical research. (J Korean Med Rehabil 2020;30(3):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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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지만 ChondroT의 위장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in-

골관절염은 나이, 성별, 과체중, 스트레스 등이 위험

domethacin으로 위장장애를 유발한 흰쥐에 ChondroT,

요소로 작용하여 국소 관절의 점진적 연골 소실 및 이

Joins tab, Cerebrex 등을 투여한 후 ChondroT의 위장관

차적 변화를 야기하여 관절통, 압통, 경직감, 부종 등의

손상에 대한 억제효과를 확인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

1,2)

주 증상을 동반하는 퇴행성 관절질환이다 . 고령일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록 발병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전 연령에서 남성에 비
해 유병률이 높다3).
무릎관절은 체중 부하를 받는 말초의 축으로서 골관
절염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이며, 평균 수명의 연장과
비만 인구의 증가로 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6).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행동적, 신경학적 요인 등을 통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시료

해 골관절염의 통증 및 활동 장애를 예측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 사용한 ChondroT는 ㈜정우신약(서울, 한

골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국)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처방구성은 Table I과

7,8)

발견되지 않았다 .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관절염에 대한 일차적 치료는 보

ChondroT는 1정(730 mg)에 금은화 중 chlorogenic acid

존적 약물 치료이며 해열진통제, 진통소염제(non-steroidal

로서 1.7 mg 이상, 당귀 중 총 decursin 및 decursinol an-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관절 내 주사 치료법

gelate의 총 합 0.85 mg 이상, 황백 중 berberine chloride

9-11)

등이 있다

로서 1.15 mg 이상을 함유하는 장방형의 녹색 필름코

.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은 골관절염 치료의

팅정제로 지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high-performance

일차적인 약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나 증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통해 3종 성분을 확인

12,13)

상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하였다24,25).

.

NSAIDs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과 염증에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제 중 하나이며14), 그 주요 작

2) 동물

용은 cyclooxygenase (COX)를 억제하는 것으로 COX-1

동물은 생후 7주령 Sprague-Dawley (SD)계 수컷 흰

은 prostaglandin의 합성에 관여하고 염증인자의 확산을

쥐를 실험동물 생산 전문기업인 ㈜샘타코바이오코리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며, COX-2는 prostaglandin

(오산, 한국)에서 공급받아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

15-17)

을 생성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관을 확장시킨다

.

급하면서 1주일 동안 사육실 환경(실내온도 24±2℃, 습

그러나 COX-1, COX-2의 억제로 인하여 혈압 상승 등

도 50±5%, 12시간 dark/light)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

의 심혈관 관련 질환 악화와 위장관의 궤양 및 출혈 등

용하였다. 실험 전 동물실험계획승인을 획득하였다(승

18-20)

의 부작용이 발생된다

.

인번호: 2018-04-02).

최근에는 이러한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개선하면서
증상 조절이 가능한 천연물 의약품의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ChondroT는 한약제제 기반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
발 중인 신약으로서 강활(羌活), 당귀(當歸), 금은화(金銀
花), 위령선(威靈仙), 황백(黃柏) 다섯 가지 약재로 구성되
어 있다21,22). 선행연구를 통하여 ChondroT 구성 약재의
유효성분을 확인하였고 항염증효능, 연골세포 보호효
과를 입증하였다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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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Prescription Composition of ChondroT
Scientific name

Rate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6

Angelica gigas Nakai

4

Clematis manshurica Ruprecht

4

Lonicera japonica Thunberg

4

Phellodendrom amurense Ruprecht

3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흰쥐의 위장장애에 ChondroT가 미치는 영향

2. 실험 방법
1) 위장장애 유발
Indomethacin 투여 전 24시간 절식한 후 indomethacine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 25 mg/kg
의 용량을 경구투여하여 위장장애를 유발하였다.

2) 군 분류
ChondroT의 소화관 부작용 저해 효과 관찰을 위해
양성대조군으로 조인스정(Joins tab 200 mg; SK제약,

위 내용물이 담긴 튜브에 담근 후 측정 색상표와 대조
하여 pH값을 측정하였다.

6) 위 내용물 양(gastric volume)의 측정
Indomethacin 투여 6시간 후 실험동물을 마취하여 희
생한 다음 위 부분을 적출하였다. Phoshate buffered saline (PBS)(Lonza, Walkersville, MD, USA) 1 mL로 위
내부를 세척한 후, 내용물을 수집하여 5분간 2,000 g에
서 원심분리한 다음 부피를 측정하였다.

서울, 한국)과 쎄레브렉스(Celebrex cap 100 mg; 한국화

7) 위 점막 및 식도 점막 손상 측정

이자, 서울, 한국)로 설정하였다. 위장장애를 유발하지

적출된 위의 안쪽 곡률을 따라 자른 후 적당량의 PBS

않은 정상군(Intact, n=8),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약물 처

(GibcoⓇ)로 세척하여 깨끗한 티슈 위에 전개하였으며

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n=8), 위장장애를 유발

이를 광학 디지털카메라(SONY, Tokyo, Japan)를 이용

하고 조인스정 20 mg/kg를 투여한 양성대조군(PC-Joins,

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된 위 점막 및 식도 점막의 손상

n=8),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쎄레브렉스 6.6 mg/kg를 투

정도는 symptom score를 매겨 각 군별로 통계적 유의성

여한 양성대조군(PC-Cele, n=8),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을 비교하였다.

ChondroT 50 mg/kg를 구강 투여한 군(ChondroT50, n=8),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ChondroT 200 mg/kg를 구강 투

8)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측정

여한 군(ChondroT200, n=8) 군으로 나누었다.

적출된 위를 lysis buffer (MBS2090451, Mybiosource,

3) 약물 투여
약물 투여는 indomethacin을 투여하기 1시간 전에 경
구 투여하였고, 대조군은 약물 대신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하였다.

4) 채혈 및 혈청 분리
실험동물을 indomethacin 투여 6시간 후 마취한 다
음 심장천자로 혈액을 채집하여 약 100 μL를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bottle에 넣은 후 Multispecies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여 10,000×g
에서 원심분리한 다음 모아진 상등액을 이용하여 MPO
ELISA kit (Mybiosource, San Diego, CA, USA)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9) Prostaglandin E2 (PGE2) 측정
적출된 위를 PBS (GibcoⓇ)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여,
1,000×g에서 원심분리한 다음 모아진 상등액을 PGE2
ELISA kit (Mybiosourc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Hematology Analyser (HEMAVETⓇ950; The Americas

10) Cytokine 측정

Drew Scientific Inc., Oxford, CT, USA)로 white blood

분리된 혈청을 이용하여 1.5 mL 마이크로 튜브에 옮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b),

겨 담은 후 -80℃ 냉동 보관하였다. 이 혈청은 사이토카

platelet (PLT)를 측정하였다. 나머지 혈액은 원심분리기

인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vitrogen, Carlsbad,

((주)비전과학, 서울, 한국)에서 3,000 rpm으로 20분간

CA, USA), interleukin-1β (IL-1β)(Invitrogen) ELISA as-

원심분리를 시행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say kit를 이용하여 실험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였고, 분

5) 위 산도 측정

석기기는 ELISA reader (Bio-Rad, Hercules, CA,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위 내용물은 pH paper (Johnson Test Papers
Ltd., Oldbury,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지를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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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학적 분석

결과»»»

희생시킨 흰쥐에서 위, 식도를 분리하였으며 이를

1. 위 산도 측정

10% phosphate-buffered formalin에서 하루 이상 고정하
였다. 멸균생리식염수에 하루 이상 담근 후 50% etha-

흰쥐 각각의 위장 내용물의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nol에서 1시간, 70% ethanol에서 1시간, 80% ethanol에

실험군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II, Fig. 1).

서 1시간, 95% ethanol에서 1시간, 100I% ethanol에서 1
시간, 100Ⅱ% ethanol에서 1시간, 100Ⅲ% ethanol에서 1

2. 위 내용물 양(gastric volume) 측정

시간씩 단계적으로 탈수시켰다. Alchol:Xylen (1:2 비율)
에 1시간, XyleneⅠ에서 1시간, XyleneⅡ에서 1시간 과정

위장 내의 내용물 양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Control

후 paraffin:Xylene (1:1 비율)에 1시간, paraffin:Xylene

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의 위 내용물이 증가하였으나 통

(1:2 비율)에 1시간, paraffin:Xylene (1:3 비율)에 1시간,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III, Fig. 2).

paraffin에서 1시간을 실시한다. 포매과정(embedding)을
거쳐 약 6 μm의 두께로 박절(paraffin-section)하여 slide
위에 조직을 얹고 건조시킨 후 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하였다. Slide의 물기를 없애고 mounting medium
(Sigma Aldrich Co., Ltd.)을 떨어뜨린 후 조직과 cover
glass 주위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cover
glass를 덮어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통계 분석
실험을 통해 얻어진 성적은 통계프로그램(SPSS statistics ver. 22;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
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일원배치 분산

Fig. 1.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pH level in stomach.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사후
검정은 Tukey를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Table II.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pH Level in Stomach
Intact
(n=8)

Control
(n=8)

PC-Joins
(n=8)

PC-Cele
(n=8)

ChondroT50
(n=8)

ChondroT200
(n=8)

Mean

3.9

4.2

4.3

4.6

4.4

4.3

Standard deviation

0.44

0.68

0.49

0.67

0.42

0.28

Characteristics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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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NF-α 측정

4. IL-1β 측정

TNF-α를 측정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양성대조군

IL-1β를 측정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

및 ChondroT 투여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조인스정 투여군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IV, Fig. 3).

(PC-Joins)과 ChondroT200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감소를 보였다(Table V, Fig. 4).

Fig. 2.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stomach contents
volum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Fig. 3.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TNF-α level in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Table III.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Stomach Contents Volume
Characteristics

Intact
(n=8)

Control
(n=8)

PC-Joins
(n=8)

PC-Cele
(n=8)

ChondroT50
(n=8)

ChondroT200
(n=8)

Mean

2.41

2.03

2.24

2.05

2.08

2.32

Standard deviation

0.70

0.82

0.72

0.66

0.69

0.62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Table IV.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TNF-α Level in Rats
Characteristics

Intact
(n=5)

Control
(n=8)

PC-Joins
(n=7)

PC-Cele
(n=7)

ChondroT50
(n=7)

ChondroT200
(n=7)

Mean

2.34

4.97

3.20

3.94

3.30

3.22

Standard deviation

0.83

1.30

1.53

1.30

1.11

1.02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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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의 p값이 0.05로 유의성의 경계에 있었다(Table

5. PGE2 측정

VI, Fig. 5).
PGE2를 측정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다른 모든 군
들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
다. 다만 사후검정 결과 Control군에 대한 ChondroT200

Fig. 5.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PGE2 level in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GE2:
prostaglandin E2,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Fig. 4.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IL-1β level in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L-1β:
interleukin-1β,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Control group (*p<0.05).

Table V.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IL-1β Level in Rats
Characteristics

Intact
(n=5)

Control
(n=8)

PC-Joins
(n=7)

PC-Cele
(n=7)

ChondroT50
(n=7)

ChondroT200
(n=7)

Mean

110.00

199.76

135.28

156.11

146.39

133.89

38.37

44.58

32.67

34.02

39.94

33.61

Standard deviation

IL-1β: interleukin-1β,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Table VI.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PGE2 Level in Rats
Intact
(n=5)

Control
(n=8)

PC-Joins
(n=7)

PC-Cele
(n=7)

ChondroT50
(n=7)

ChondroT200
(n=7)

Mean

103.588

85.0784

90.0784

99.6373

106.549

116.647

Standard deviation

14.6626

13.2655

11.4995

6.5329

16.1606

17.2815

Characteristics

PGE2: prostaglandin E2,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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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PO 측정
MPO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다른
모든 군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Table VII, Fig. 6).

7. Complete blood count (CBC) 측정
CBC 항목을 관찰한 결과, WBC에서 Control군에 비
해 다른 실험군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으며, 다른 항목에서도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VIII, Fig. 7).

8. 육안적 증상 관찰
위장을 적출한 후 점막을 펼치고 염증과 관련된 지표
를 비교 분석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ChondroT 투여군

Fig. 6.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MPO level in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MPO:
myeloperoxidase,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Table VII.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MPO Level in Rats
Characteristics

Intact
(n=5)

Control
(n=8)

PC-Joins
(n=7)

PC-Cele
(n=7)

ChondroT50
(n=7)

ChondroT200
(n=7)

Mean

53.64

61.32

62.93

67.77

64.64

60.48

7.14

12.74

14.10

9.53

7.63

14.85

Standard deviation

MPO: myeloperoxidase,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Table VIII.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CBC Level in Rats
Intact
(n=8)

Control
(n=8)

PC-Joins
(n=8)

PC-Cele
(n=8)

ChondroT50
(n=8)

ChondroT200
(n=8)

Mean

3.44

9.33

7.12

6.01

6.54

6.57

SD

1.39

2.34

2.03

2.44

1.90

2.74

Characteristics
WBC (K/μL)
RBC (M/dL)

Mean

8.26

8.43

7.93

8.03

7.78

8.28

SD

0.50

0.38

0.60

0.36

0.52

0.59

16.63

16.42

16.80

16.73

16.46

17.53

Hb (g/dL)

Mean
SD

0.91

2.53

1.25

1.14

0.77

0.96

PLT (K/μL)

Mean

994

1,104

1,098

1,201

1,225

1,242

76

234

111

113

128

78

SD

CBC: complete blood count,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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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CBC level in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BC: complete
blood count,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WBC: white blood cell, SD:
standard deviation, RBC: red blood cell, Hb: hemoglobin, PLT: platelet.
Table IX.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the Symptom Score
Characteristics

Intact
(n=8)

Control
(n=8)

PC-Joins
(n=8)

PC-Cele
(n=8)

ChondroT50
(n=8)

ChondroT200
(n=8)

Mean

0

8.8

7.5

7.8

5.3

5.5

Standard deviation

0

0.5

0.6

1.0

1.3

1.3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Table IX, Figs. 8, 9).

환으로 골증식, 연골하골경화증과 같은 뼈의 형태와 관
련된 연골의 상실을 원인으로 발생한다26-28). 기계적 자

9. 조직학적 관찰

극이 가해진 관절 연골에 기질적 손상 및 변화가 유발
되어 IL-1β, TNF-α 등 염증성 cytokine에 의해 파괴와

H&E 염색을 통한 조직학적 관찰 결과 Intact군에서

재형성이 진행되며,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

는 mucosal defect가 보이지 않았으며 Control군에서는

PGE2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

점막 훼손과 염증반응이 관찰되었으나 ChondroT 투여

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관절의 점진적 운동장애

군에서는 약간의 상피조직 손상만 관찰되었다(Fig. 10).

및 강직감, 관절 부위의 통증, 발열, 종창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7,29). 그 중 주요 증상은 통증이며 관절의 강직
은 주로 아침이나 활동하지 않은 시간 후에 발생하고,

고찰»»»
골관절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비대칭적인 관절질

64 J Korean Med Rehabil 2020;30(3):57-69.

골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 제한된 관절운동 소견을 보
인다27,28). 그러나 골관절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
기에 최근 병태생리학적 접근이 중요시되고 있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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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the symptom scor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01).
Fig. 10.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the Hematoxylin-Eosin
staining (40×).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골관절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기 위한 치
료법의 부재와 비만 인구의 증가 등은 개인적,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60년에는 4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
령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골관절염의 치료가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31,32).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관절염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NSAIDs를 장기 복용하는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
며 NSAIDs를 장기 복용한 환자의 25%에서 위장관 궤
양이, 이들의 2-4%에서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유발되고 있다33-37). NSAIDs 복용에 따른 부작용 때문
Fig. 9. Effect of drug administration on the ophthalmologic
examination. Intact: naive rats, Control: non-medicine group after
gastrointestinal disorder induction, PC-Joins: group administered
20 mg/kg of Joins tab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PC-Cele: group administered 6.6 mg/kg of Celebrex cap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50: group administered
5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ChondroT200: group administered 200 mg/kg of ChondroT after
inducing gastrointestinal disorder.

에 환자별로 치료적 유익성과 부작용 위험성 사이의 균
형을 맞추고자 미국심장학회와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는 가이드라인
을 통해 환자에 맞는 적절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38,39).
NSAIDs는 arachidonic acid에서 prostaglandin을 합성
하는데 관여하는 COX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COX-1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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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체기능 유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prost-

정상적인 생리상태에서는 고유방어기전에 의하여 염산,

glandin의 합성에 관여하여 위장관, 신장, 혈소판에서

펩신 및 담즙산 등의 내인성 공격인자들로부터 보호되

각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혈관수축물질

며 내부 공격인자 이외에도 여러 외부 인자에 의한 공

인 thromboxane A2를 생성하여 혈액을 응고시키고 혈

격을 받는다47). 위염은 공격인자가 강해지거나 또는 방

액의 순환을 지연시키며 COX-2는 염증유발물질 pros-

어인자가 약해지면 발생하는데 이때에 위내 산성도가

taglandin을 생성하고 prostacyclin를 생성하여 혈관을

변화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엔 미란, 출혈 및 궤양 등의

15-17)

. COX-1과 COX-2를 동

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48). 위 산도 측정을 위해 흰쥐

시에 억제하는 비선택적 NSAIDs는 혈전예방작용을 함

각 개체의 위장 내용물의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

과 동시에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선택적 COX-2 억제제

군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위장 내용물의

는 COX-1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위점막 손상은

양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흰쥐 개체의 위장 내용

다소 피할 수 있으나 혈전 생성 및 혈관 수축에 따른 혈

물을 채취하여 무게를 측정한 뒤 각 개체의 체중에 따

확장하고 혈전을 예방한다

20,40)

압상승으로 심혈관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라 환산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하여 실험군의 위장 내

이에 골관절염의 약물적 치료 부작용을 개선하면서

용물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

증상의 조절이 가능한 천연물 의약품의 연구가 부각되

었다.

고 있으며 천연물 의약품의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연골에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면 연골조직의 손상이

세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질병 치료와 예방에 천연

나 변화를 연골세포가 감지하게 되고 cytokine이 연골

18,41)

물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평형을 저해하게 된다7).

.

ChondroT는 Bio-informatics 기법42)과 실험적 연구를

TNF-α는 이화작용을 일으키는 cytokine으로서 활성화

통해 5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 목적의 한

된 단핵구 및 대식세포에 의해 생산되어 연골을 파괴하

약제제이다. 제제의 표준화를 위하여 HPLC를 사용하

는 단백 분해 효소를 생성하며 파골세포를 자극해 염증

여 ChondroT를 구성하는 3 종의 지표성분을 확립하였

반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7,49), IL-1β는 연골

고, 동물모델 실험을 통하여 무릎관절에 다양한 방법으

및 활막세포로부터 PGE2, nitric oxide 등의 염증 매개

로 유발된 골관절염의 치료에 ChondroT가 유효함을 입

체 생산 및 MMPs의 발현을 자극해 연골 분해를 일으

증하였으며 동물모델에 대한 단회 및 반복 투여 독성실

키는 cytokine으로 알려져 있다50). TNF-α, IL-1β를 측정

험을 통해 ChondroT의 무독성량을 설정하였고, 혈소판

한 결과 TNF-α는 Control군에 비하여 양성대조군 및

18,21,25,43,44)

응집에 대한 항응고 작용을 확인하였다

.

ChondroT 투여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골관절염에 대한 ChondroT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확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IL-1β의 경우 Control군에

인하였으나, 위장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

비해 양성대조군 및 모든 ChondroT 투여군에서 감소되

진행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indomethacin으로 위

는 경향을 보였고, 그 중 PC-Joins군과 ChondroT200에

장장애가 유발된 SD계의 흰쥐에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45)

되는 천연물 의약품인 Joins Tab 과 선택적 COX-2 억
46)

PGE2는 유도형 효소인 COX-2의 활성에 따른 주 산

제제인 Celebrex , 그리고 저용량과 고용량의 ChondroT

물로 염증 반응의 매개물질로서 혈관 확장과 통증 및

를 투여하여 위 산도 측정, 위 내용물 양 측정, cytokine

발열을 유도하며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증가하는 것

측정, PGE2 측정, MPO 활성도 측정, erythrocyte와

으로 알려져 있다51,52). PGE2 관찰 결과 Conrol군에 비

thrombocyte 측정, 위점막 및 식도점막 손상 측정 및 조

하여 다른 모든 군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직학적 분석의 과정을 통해 ChondroT가 위장관에 미치

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사후검정 결과 Control군에 대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기간 모든 군에서

여 ChondroT200군의 평균 p값이 0.05로 유의성의 경계

시험물질 투여에 따른 빈사 및 폐사 동물은 관찰되지

에 있었다.

않았다.
위점막은 내외부의 공격인자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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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는 백혈구의 primary granule로서 백혈구의 활성
화 시기에 혈중으로 방출되어 백혈구의 병리적 역할에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흰쥐의 위장장애에 ChondroT가 미치는 영향

관여하는 인자로서 MPO의 농도 및 활성도를 통해 염
증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53). 본 실험에서 MPO를 측정

결론»»»

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하여 다른 모든 군에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Indomethacin으로 위장장애가 유발된 SD 흰쥐에 Joins
tab과 Celebrex, 그리고 저용량의 ChondroT (ChondroT50)

백혈구는 염증 반응 및 면역 반응의 주된 세포성분으

과 고용량의 ChondroT (ChondroT200)을 투여하여 위장장

로서 과립구, 림프구, 단핵구로 구성되며 혈청검사에서

애 억제효과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54)

만성 염증 및 면역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

1.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위 산도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Joins tab과 Celebrex, ChondroT의 투여에 따른 변화된
CBC 항목을 관찰한 결과 WBC에서 Control군에 비해 다

2.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위 내용물 양(gastric

른 실험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

volume)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3.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TNF-α 수치를 감소
시켰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4. ChondroT는 ChondroT200 투여군에서 IL-1β 수치

H&E 염색은 조직 성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단

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순염색으로서 hematoxylin은 호염기성, eosin은 호산성

5.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PGE2 수치를 감소

이며 ucleus, proteoglycan, cytoplasm 등을 염색시켜 조
55)

시켰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직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 위장을 적출한 후 육

6.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MPO의 활성에 유의

안적 검사와 H&E 염색을 통한 조직변화를 관찰한 결

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과 육안적 증상 관찰에서는 위장 점막을 펼치고 염증과

7.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WBC를 감소시켰으

관련된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하여

나 유의성은 없었다.

ChondroT50군 및 ChondroT200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
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H&E 염색을 통한 조직학적

8.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육안

관찰에서 Intact군에서는 mucosal defect가 보이지 않았

적으로 위장 점막의 염증 지표를 유의성 있게 감

으며, Control군에서는 점막의 훼손과 염증 반응이 관찰

소시켰다.
9. ChondroT는 모든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조직

되었으나 그에 반해 ChondroT50군 및 ChondroT200군

학적으로 위장 점막의 손상이 경미하였다.

에서는 약간의 상피조직 손상만이 관찰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흰
쥐의 위장관 손상의 억제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

이상과 같이 이전에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ChondroT

여 ChondroT가 Joins tab과 Celebrex에 비해서 염증 반

는 육안적 관찰과 조직학적 관찰 결과 ChondroT 복용

응 매개 cytokine인 IL-1β 농도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

군에서 양성대조군에 비하여 위장관 손상 억제 효과가

으며, PGE2의 측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있어 향후 골관절염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가깝게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육안적 관찰과 조

생각된다.

직학적 관찰 결과 ChondroT 복용군에서 양성대조군에
비하여 위장관 보호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ChondroT가 Joins tab,
Celebrex에 비하여 위장관 손상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
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관찰 항목이 적으며, 단순 위장 점막 손상
에 대한 연구이므로 추후 실험 관찰 항목의 세분화와
위궤양 등 확장된 위장 손상 동물 모델 등을 통하여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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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Even though the various alternative herbal medicine has applied for osteoarthritis (OA) treatment, its scientific proof remains uncertain.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Chulbu-tang on inflammatory responses in a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model.
Methods OA rat model was established by MIA injection in intra-joint of rats. 7 days
after, OA rats except OA control rats were administrated Chulbu-tang (100 or 200
mg/kg) or Indomathacin (5 mg/kg) once a day for 14 days. The weight-bearing ability
of hind paws were measured when group isolation 0, 7, and 14 days. Western blotting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knockdown/overexpressing efficiency of Chulbu-tang.
In addition, cartilage destruction was measured histologically.
Results Chulbu-tang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the protein expressions of 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cyclooxygenase 2,
and inhibited inflammatory cytokines including tumor necrosis factor alpha, interleukin
(IL)-1β, and IL-6 through nuclear factor-kappa B (NF-κB) inactivation. Moreover, anti-oxidant enzyme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1/2
through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pathway significantly increased.
Our findings indicate that Chulbu-tang has the potential therapeutic effect on OA
through inhibiting the inflammatory responses via inactivating NF-κB signaling
pathway. In addition, upregulation of Nrf2 led to anti-oxidant effects.
Conclusions Taken together, Chulbu-tang is believed to have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cartilage protection for arthritis-causing rats. (J Korean Med
Rehabil 2020;30(3):71-87)
Key words Iodoacetic acid, Osteoarthritis, Chulbu-tang, Antioxidants, Anti-inflammatory
agents

서론»»»

환 중 하나이다1).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
염의 증상으로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관절의 통증, 관

골관절염(osteoarthritis, OA)은 관절을 지속적으로 사

절액 삼출, 관절 연골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소실, 그

용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이로 인해

리고 이와 동반해서 윤활막과 연골하골의 2차적인 변화

관절 연골과 연골하골의 소실을 야기하는 관절 염증질

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2), 그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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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나 노화, 비만과 같은 과중한 무게 지지, 관절
의 외부적 손상 이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3,4).
서양의학에서 골관절염의 치료는 통증 완화나 연골
손상 억제 및 골관절염 진행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며
진통제, 코티코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경구 투여 및 국소 패치, 관절강 내 하이알루론산 주사
5,6)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골관절염 유발에 사용한 쥐는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약물의 장

Korea)에서 구입한 웅성 Sprague-Dawley rat (200~250 g,

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은 소화기 장애, 腎 장애, 관절

7주령)으로 실험에 들어가는 당일까지 고형 사료 (Samyang

연골의 변성 촉진, 혈액 응고 장애, 주사 부위의 2차 감

corporation, Wonju, Korea)와 물을 자유롭게 공급받았다.

염 등의 전신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기에 치료 시 제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는 각각 22±2℃, 55±5%로 유지

7-9)

한적인 사용이 요구된다 . 따라서 효과적이면서 부작

하였고 명암주기를 12시간으로 조절하여 일주일간 적

용 없이 안전한 골관절염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요구

응시킨 후 본 실험에 투입되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되는 실정이다.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DHU2019-097)을 받아 동

골관절염의 한의학적 진단은 痺證에 해당한다. 痺症
은 外邪 중 주로 風寒濕의 三氣가 經絡으로 침입, 關節
에 응체됨으로써 血氣運行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關
節, 肌肉 및 筋骨에 疼痛, 痲木 및 重着을 일으키고 심하
면 관절의 변형을 유발한다1).

물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약재 및 시료 추출
본 실험에서 사용된 朮附湯은 뺷東醫寶鑑뺸12)에 근거하
여 옹기한약국(Daegu, Korea)에서 구입하여 적절한 선

한의학에 있어서 골관절염에 대한 연구는 침구, 약침

별과정을 거쳐 사용하였으며 1첩당 분량은 Table I과

치료, 약물 치료, 물리적 요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뤄

같다. 朮附湯 4첩에 해당하는 91 g에 증류수 910 mL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들은 연골 보호, 연골 세포의

넣고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가열하여 얻은 추출액을

재생, 관절 운동 개선, 통증 억제 등의 효과를 준다고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여과된 용액을 50℃에서 감압 농

10,11)

보고되고 있다

.

朮附湯은 白朮, 炮附子, 炒杜仲, 生薑으로 구성된 처방
으로 국내 의서 중에서는 東醫寶鑑의 外形篇 卷2의 腰痛
중, 濕氣에 상하여 허리가 무겁고 시린 것을 치료한다
고 되어 있다12). 白朮의 항염증 효과13), 附子의 항염증

축기로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朮附湯 분말(CBT)을
12.5 g 얻었으며(수득율 13.74%), CBT는 -80℃에서 냉
동보관하였다가 실험 직전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3) 시약

작용14), 杜仲의 항산화 효과15), 生薑의 염증 억제 효과16)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MIA, phenylmethylsulfonyl flu-

등 朮附湯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약재들의 항산화 및

oride (PMSF), dithiothreitol (DTT)은 Sigma Aldrich Co.,

항염증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복합제제

Ltd.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Indomethacin

인 朮附湯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에 대한 연구는 아

은 SK케미칼 J200 (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직 없기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취제 Zoletile mixture는 Vibrac (Carros, France)에서 구

Monosodium iodoacetate (MIA)를 사용하여 골관절염
을 유발시킨 rat에 朮附湯을 투여하고 뒷다리 체중 부하
검사, 관절 조직 내 항산화, 항염증 단백질 분석, 연골
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유의성 있는 결과
를 도출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Table I. Composition and Amount of Chulbu-tang
Pharmacognostic name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7.5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7.5

Eucommia ulmoides Oliver
Zingiber officinale Roscoe
Tota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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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g)

3.75
4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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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법을 활용하였다17). 60 μM DPPH 용액(100 μL)과 朮附

1차 항체 p22phox,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

湯을 농도별로 잘 희석한 용액 (100 μL)을 혼합하여 3

tor 2 (Nrf2), inhibitory kappa B-α (IκB-α), heme oxygenase-1

7℃ 실온의 암실에 30분간 두었다가 microplate reader

(HO-1),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Infinite M200 pro, Tecan, Switzerland)로 흡광도 540 nm에

peroxidase-1/2 (GPx-1/2)와 nuclear factor-kappa Bp65

서 측정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를 사용

(NF-κBp65),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inter-

하였다. 흡광도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값을 구하였다.

leukin-6 (IL-6), interleukin-1β (IL-1β)와 cyclooxygenase
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phosphorylated inhibitor of κBα (p-IκBα), histone, β-actin 및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또한, anti-reduce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oxidase 4 (NOX4)는
LifeSpan BioSciences (Seattle, WA, USA)에서 구입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 (%)
= {(ODcontrol - ODsample)/ODcontrol}×100
ODcontrol: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흡광도
ODsample: 시료가 들어간 경우 흡광도
(2)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소거율

그리고 protease inhibitor와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추출한 朮附湯의 항산화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ABTS

acid (EDTA)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free radical 소거능을 활용하였다18). 7 mM ABTS 용액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Molecular Probes (Eugene, OR,

과 2.4 mM potassium persulfate를 잘 혼합한 후 실온의

USA)에서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와

암소에서 약 16시간 이상 방치하여 ABTS+를 형성시킨

nitrocellulose membranes는 Amersham GE Healthcare

후 흡광도 415 nm에서 0.70 (±0.02)가 되도록 에탄올로

(Buckinghamshire, IL, UK)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95 μL)에 朮附湯 5μL를 가하

였다. BCA protein assay kit는 단백질 정량을 하기 위해

여 15분간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

pro)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L-as-

입하였다.

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흡광도는 아래의 식으로 계

4) 실험기기
본 실험에서는 열탕추출기(DWT-1800T; 대웅, Seoul,
Korea), vortex mixer, rotary vacuum evaporator (Buchi
B-480; Bu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land), 냉
장고속원심분리기 (Mega17R; 한일과학, Daejeon, Korea),
동결건조기(FD5508; 일신엔지니어링, Siheung, Korea)
전자체중계(카스전자 저울, Yangju, Korea), Incapacitance

산하여 값을 구하였다.
ABTS free radical 소거능 (%)
= {(ODcontrol - ODsample)/ODcontrol}×100
ODcontrol: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흡광도
ODsample: 시료가 들어간 경우 흡광도

2) 약물투여와 군 분리

tester (Ser No. 01/45/25; Linton Instrument Co., Palgrave

실험군은 각 군당 7마리씩 5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며,

Diss, UK), tissue grinder (Bio Spec Product, Bartlesville,

indomethacin과 朮附湯은 증류수에 녹여 2주동안 매일

OK, USA),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오전 정해진 시간에 경구로 투여하였다.

Bucheon, Korea) 등을 사용하였다.

① 정상군(Normal): 골관절염을 유발하지 않고 아무
런 처치를 하지 않음.

2. 방법
1) 항산화능 측정
(1)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소거율

추출한 朮附湯의 free radical 소거능 분석을 위해 DPPH

② 대조군(Control):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하고 증
류수를 경구 투여함.
③ Indomethacin 투여군(Indo): MIA로 골관절염을 유
발한 후 indomethacin 5 mg/kg 경구 투여함.
④ 朮附湯 저농도 투여군(CBTL): MIA로 골관절염을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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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 후 朮附湯 100 mg/kg 경구 투여함.
⑤ 朮附湯 고농도 투여군(CBTH): MIA로 골관절염
을 유발한 후 朮附湯 200 mg/kg 경구 투여함.

3) 실험동물 골관절염 유발
마취제 Zoletile mixture 3.5 mg/kg을 복강 투여하여 rat
을 마취시킨다. 오른쪽 무릎 관절낭 주변을 깨끗이 제모
한 후 인슐린 주사기(BD 31 G; BD Medical-Diabetes Care,
Franklin Lakes, NJ, USA)를 사용하여 골관절염 유도 물
질인 MIA를 오른쪽 무릎 관절강 안에 50 μL (80 mg/mL)
씩 투여하였다. MIA 투여 일주일 후에 골관절염이 유
발되었는지 확인한 후 골관절염이 유발된 rat만을 선별
하였다.

4) 체중,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측정

관절염이 유도된 오른쪽 뒷다리의 체중 부하량에 대한
왼쪽 뒷다리(정상 뒷다리)의 체중 부하량을 구한 후 체
중 부하 비율을 평가하고, 정상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실험군의 체중 부하 비율을 산정하여 mean (%)±standard derivation (SD)로 나타내었다.
정상뒷다리의체중부하량
체중 부하 비율  
관절염이유발된뒷다리의체중부하량
각군의체중부하비율
상대적 체중 부하   ×
정상군의체중부하비율

6) 단백질 발현량 분석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2 mM
MgCl2, 5 mM Tris-HCl (pH 7.5), 15 mM CaCl2, 1.5 M
sucrose를 추가하고 0.1 M DTT와 protease inhibitor를
추가한 뒤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로 분쇄한 후

Rat의 체중은 전자체중계로 2일 간격으로 1번씩 동

NP-40 (10%) 용액을 추가하였다. 얼음 위에서 20분 동

일한 시간과 동일 조건에서 측정하였고, 실험 종료일 체

안 방치한 후 12,000 rpm의 속도로 2분정도 원심 분리

중과 실험 개시 전 체중의 차이를 계산하여 체중 증가량

하여 세포질이 함유된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body weight gain)을 산출하였다. 식이섭취량은 2일간

위해 NP-40 (10%)이 추가된 buffer A에 2회 씻어내고

제공된 식이에서 섭취하고 남은 식이량을 제하여 각 실

100 μL의 buffer C (10% glycerol, 50 mM HEPES, 0.1 mM

험군의 하루 식이섭취량을 계산하였고 각 rat의 체중 증

PMSF, 50 mM KCl, 1 mM DTT, 0.1 mM EDTA, 0.3 mM

가량을 동일 사육기간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식이효

NaCl)를 추가하여 다시 부유시킨 후 10분마다 vortex을

율(%; food efficiency ratio, FER)을 산출하였다.

3회 실시하였다. 4℃에서 12,000 rpm의 속도로 10분 간

(1) 체중(body weight)

격으로 원심 분리한 후 핵이 함유된 상층액을 얻었다. 획

① 체중 변화: 2일 간격으로 1회 측정, 오전 동일한

득한 세포질과 핵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관절

시간에 체중 측정/체중 기록
② 총 체중 증가량: Final body weight (g) - Initial body

조직의 세포질의 NOX4, p22phox, p-IκBα, COX-2, iNOS,
TNF-α, IL-1β, IL-6, HO-1, SOD, GPx-1/2, catalase, β-actin

weight (g)

및 핵의 NF-κBp65, Nrf2와 Histone 단백질의 발현을 평

(2) 식이효율(FER)

가하기 위해 8-15% SDS- polyacrylamide gel을 만들어

식이효율(%) = 총 체중 증가량/총 식이 섭취량×100

10 ㎍의 단백질을 전기영동 하여 acrylamide 겔에서 nitro-

5) 체중 부하 검사

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전기 영동된 membrane에 보고자하는 1차 항체를 처리하여 4℃에서 over-

朮附湯은 오전에 경구 투여하고 뒷다리 체중 부하 측

night시켰으며, 그 후 PBS-T로 8분마다 6회 헹구고, 1차

정은 오후에 하였다. 측정일은 朮附湯을 경구 투여한

항체에 적합한 2차 항체(PBS-T로 1:5,000으로 희석하

후 7일과 14일에 각각 진행하였다. Incapacitance tester

여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

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오른쪽과 왼쪽 발

킨 후, PBS-T로 8분마다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CL sol-

무게를 측정하였다. MIA에 의해 골관절염이 유도되면

ution (GE Healthcare, Chicago, IL, UK)에 노출시킨 후,

rat은 MIA를 투여하지 않은 왼쪽 발에 의지하여 tester

Sensi-Q2000 Chemidoc에 감광시켜 해당 단백질 발현을

의 holder 안에 서 있게 된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 각각

확인한 후, 발현된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의 발 무게(g)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실험 결과는 골

(ATTO Corporation, Tokyo, Japan) 프로그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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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량하였다. 각 군의 단백질 수준을 정상군의 단백
질 수준으로 나누어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1. 항산화에 미치는 효과

7) 조직 병리학적 분석

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부검 후 오른쪽 관절조직을 절단하여 10%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관절을 탈회시키고 탈회 유무를 평가하기

CBT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DPPH

위하여 radiographic technique을 적용하였다. 탈회된 관

소거능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DPPH 소거능

절조직을 파라핀 왁스에 넣고 고정시킨 다음 coronal section

을 IC50값으로 나타낼 때 285.41±1.11 ㎍/mL로 나타났

을 진행하였다. 고정된 조직을 7 ㎛로 자르고 Hematoxylin

다(Fig. 1).

& Eosin (H&E)과 Safranin-O 염색을 시행한 후 현미경

2)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을 통해 관절 조직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H&E 염색 결
과로 염증 유무나 활막 세포의 증식 그리고 염증 세포의

CBT의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ABTS

조직으로의 침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Safranin-O

소거능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ABTS 소거능을

염색 결과로 proteoglycan층을 염색하여 연골 조직의 손

IC50값으로 나타낼 때 339.62±0.70 ㎍/mL이다(Fig. 2).

상 유무를 관찰할 수 있다.

2. 체중 및 식이효율에 미치는 효과

8) 통계처리
모든 실험 수치는 mean±SD 및 mean±standard error

실험기간에 측정된 체중의 변화는 정상군 45.4±8.6, 대

of mean으로 나타냈으며, SPSS program for Windows

조군 46.0±5.1, Indo 49.3±12.5, CBTL 35.0±2.6, CBTH

version 22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46.3±2.5로 나타났다. MIA 유발 후 14일간의 체중 측정

one-way analysis of variance로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에서 모든 실험군에서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각 실험군

통계적 유의성의 평가는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간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Table II, Fig. 3).

test로 검증하였다. 정상군과 대조군 그리고 대조군과

식이효율은 정상군 17.8±3.6, 대조군 18.1±1.7, Indo

약물 투여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p-value가 5% 미

19.4±5.2, CBTL 13.8±1.0, CBTH 18.2±1.0으로 나타났으며,

만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Table III, Fig. 4).

(A)

(B)

Fig. 1. Scavenging activity of CBT on DPPH free radical. (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ascorbic acid, (B)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BT. All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of mean of triplicate experiments. CBT:
Chulbu-tang,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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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 Body Weight Change of the Experimental Groups
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change (g)

Normal

314.7±5.0

349.3±7.8

45.4±8.6

Control

295.1±8.1

355.9±3.4

46.0±5.1

Indo

297.7±4.2

347.0±13.3

49.3±12.5

CBTL

304.2±9.0

339.2±8.2

35.0±2.6

CBTH

300.1±2.1

346.4±3.2

46.3±2.5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A)

(B)

Fig. 2. Scavenging activity of CBT on ABTS free radical. (A) ABTS free radica scavenging activity of L-ascorbic acid, (B)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BT. All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of mean of triplicate experiments. CBT:
Chulbu-tang,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phonic acid.

Fig. 3. Body weight changes.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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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od efficiency ratio of the experimental groups.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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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 Food Intakes, Body Weight Change, Food Efficiency
Group

Food intakes (g/day)

Body weight change (g/day)

Food efficiency ratio (%)

Normal

28.3±6.3

5.0±1.0

17.8±3.6

Control

27.3±1.7

5.1±0.5

18.1±1.7

Indo

22.1±0.7

5.5±1.5

19.4±5.2

CBTL

23.4±1.9

3.9±0.3

13.8±1.0

CBTH

22.4±1.0

5.1±0.3

18.2±1.0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Table Ⅳ. The Relative Changes of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Group

0 day

Normal

100±7.21

7 days

14 days

100±2.85
##

100±4.86
##

Control

258.04±50.87

194.60±26.34

189.50±18.37###

Indo

231.14±26.76

165.70±8.50

156.70±6.12

CBTL

226.31±16.57

135.12±8.95

176.76±13.84

CBTH

229.29±23.50

142.34±13.79

166.56±7.58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
p<0.01, ###p<0.001 vs Normal.

3. 뒷다리 체중 부하에 미치는 효과
각 실험군의 상대적 뒷다리 체중 부하의 변화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군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MIA 투여 일주일 후에는 대조군 194.60±26.34, Indo
165.70±8.50, CBTL 135.12±8.95, CBTH 142.34±13.79
로 나타났으며 정상군과 대조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주 후에는 대조군 189.50±18.37, Indo
156.70±6.12, CBTL 176.76±13.84, CBTH 166.56±7.58
로 나타났으며 정상군과 대조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대조군에 비해 약물투여군 모두에서 뒷
다리 체중 부하가 감소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IV, Fig. 5).

Fig. 5. The relative changes of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
###
monosodium iodoacetate. p<0.01, p<0.001 vs Normal.
www.e-jkmr.org

77

형균⋅원제훈⋅우창훈

4. 관절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분석
1) NOX4
NOX4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6, 대

2) HO-1
HO-1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13, 대조
군 0.60±0.06 (p<0.05), Indo 0.89±0.13, CBTL 0.67±0.12,

조군 1.39±0.07 (p<0.01), Indo 1.03±0.10 (p<0.01), CBTL
0.96±0.10 (p<0.01), CBTH 0.95±0.09 (p<0.01)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Fig. 6).

2) p22phox
p22phox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6, 대
조군 1.18±0.03 (p<0.05), Indo 0.95±0.06 (p<0.01), CBTL
0.93±0.14, CBTH 0.94±0.10 (p<0.05)으로 대조군에 비
해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7).

5. 관절조직 내 항산화 단백질 분석

CBTH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8).

Fig. 7. Effects of Chulbu-tang on p22phox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5 vs. Normal and *p<0.05,
**
p<0.01 vs. Control.

Fig. 6. Effects of Chulbu-tang on NOX4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X4: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oxidase 4,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1 vs. Normal and **p<0.01
vs. Control.

Fig. 8. Effects of Chulbu-tang on Nrf2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rf2: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1
*
vs. Normal and p<0.05 vs. Control.

1) Nrf2
Nrf2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5, 대조
군 0.73±0.02 (p<0.001), Indo 0.86±0.04 (p<0.05), CBTL
0.90±0.08, CBTH 0.87±0.04 (p<0.05)로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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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H 0.72±0.10으로 대조군에 비해 CBTL과 CBTH에
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9).

3) SOD
SOD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4, 대조

6. 관절조직 내 염증성 단백질 분석
1) p-IκBα
p-IκBα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1, 대
조군 1.30±0.11 (p<0.05), Indo 0.92±0.07 (p<0.05), CBTL

군 0.67±0.03 (p<0.001), Indo 0.97±0.07 (p<0.01), CBTL
0.80±0.04 (p<0.05), CBTH 0.80±0.04 (p<0.05)으로 대조
군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 10).

4) Catalase
Catalase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7, 대
조군 0.75±0.04 (p<0.05), Indo 0.93±0.07, CBTL 0.79±0.03,
CBTH 0.84±0.04로 대조군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11).

5) GPx-1/2
GPx-1/2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9, 대
조군 0.54±0.04 (p<0.001), Indo 0.87±0.09 (p<0.01),
CBTL 0.80±0.08 (p<0.05), CBTH 0.83±0.09 (p<0.05)로
대조군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Fig. 12).

Fig. 9. Effects of Chulbu-tang on HO-1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HO-1: heme oxygenase-1,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5 vs. Normal.

Fig. 10. Effects of Chulbu-tang on SOD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SOD: superoxide
dismutase,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01 vs. Normal
*
**
and p<0.05, p<0.01 vs. Control.

Fig. 11. Effects of Chulbu-tang on catalase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
monosodium iodoacetate. p<0.05 vs. Normal.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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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s of Chulbu-tang on GPx-1/2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GPx-1/2: glutathione
peroxidase-1/2,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01
*
**
vs. Normal and p<0.05, p<0.01 vs. Control.

Fig. 13. Effects of Chulbu-tang on p-IκBα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p-IκBα: phosphorylated
inhibitor of κBα,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5 vs.
Normal and *p<0.05 vs. Control.

1.08±0.09, CBTH 0.99±0.07 (p<0.05)로 대조군에 비해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3).

2) NF-κBp65
NF-κBp65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5,
대조군 1.34±0.05 (p<0.001), Indo 1.05±0.06 (p<0.01),
CBTL 1.11±0.07 (p<0.05), CBTH 1.12±0.05 (p<0.01)로
대조군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Fig. 14).

7. 염증성 매개인자에 미치는 효과
1) COX-2
COX-2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4, 대
조군 1.24±0.04 (p<0.001), Indo 0.92±0.07 (p<0.01), CBTL
1.11±0.08, CBTH 1.08±0.05 (p<0.05)으로 대조군에 비
해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5).

Fig. 14. Effects of Chulbu-tang on NF-κBp65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NF-κBp65: nuclear
factor-kappa Bp65,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01
vs. Normal and *p<0.05, **p<0.01 vs. Control.

2) iNOS
iNOS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8, 대조

1.07±0.12 (p<0.05), CBTH 0.93±0.15 (p<0.05)로 대조군

군 1.43±0.08 (p<0.001), Indo 0.94±0.11 (p<0.01), CBTL

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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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s of Chulbu-tang on COX-2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COX-2: cyclooxygenase
2,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
p<0.001 vs.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Normal and *p<0.05, **p<0.01 vs. Control.

Fig. 17. Effects of CBT on TNF-α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TNF-α: tumor necrosis
factor alpha,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5 vs. Normal and
*
p<0.05 vs. Control.

0.92±0.08 (p<0.05), CBTH 0.86±0.10 (p<0.05)으로 대
조군에 비해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17).

2) IL-6
IL-6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10, 대조
군 1.54±0.09 (p<0.01), Indo 1.15±0.10 (p<0.05), CBTL
1.11±0.17, CBTH 0.99±0.14 (p<0.05)로 대조군에 비해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8).
Fig. 16. Effects of Chulbu-tang on iNOS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01
vs. Normal and *p<0.05, **p<0.01 vs. Control.

8. 염증성 cytokine 발현에 미치는 효과
1) TNF-α

3) IL-1β
IL-1β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8, 대조
군 1.27±0.11 (p<0.01), Indo 1.05±0.11, CBTL 0.88±0.16,
CBTH 0.90±0.12 (p<0.05)로 대조군에 비해 CBTH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9).

9. 조직병리학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1) H&E staining
손상을 입은 연골 조직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TNF-α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1.00±0.07, 대

H&E 염색을 실시한 결과, 활막 조직과 연골이 정상 상

조군 1.16±0.01 (p<0.05), Indo 1.01±0.07 (p<0.05), CBTL

태를 보인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에서는 골관절염이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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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s of Chulbu-tang on IL-6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IL-6: interleukin-6,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1 vs. Normal and
*
p<0.05 vs. Control.

Fig. 19. Effects of Chulbu-tang on IL-1β expression. Results
are mean±standard derivation (n=7/group). IL-1β: interleukin-1
β,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p<0.01 vs. Normal and
*
p<0.05 vs. Control.

Fig. 20. Histological observation on joint (Hematoxylin & Eosin staining, ×100).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유발되어 연골 표면이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고 활막 조
직과 연골의 변성 및 변형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Indo
군과 CBT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활막 조직 및 연골이
정상 상태에 가까워 조직 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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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franin-O staining
관절 조직의 proteoglycan 소실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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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Histological observation on joint (Safranin-O staining, ×100). Normal: normal rats,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distilled water treated rats,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indomethacin 5 mg/kg treated rats, CBTL: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100 mg/kg treated rats, CBTH: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Chulbu-tang 200 mg/kg treated
rats, MIA: monosodium iodoacetate.

Safranin-O stain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골관절염

은 보존적 치료법과 수술 치료법이 있다. 이중 약물치료

이 유발되어 관절조직이 변형되고 proteoglycan의 대부

요법은 스테로이드 제제(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관절 내

분이 파괴되어 연골의 형태학적 변화를 야기했다. 반면,

에 주입하거나 진통 및 소염을 목적으로 비스테로이드

Indo와 CBT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관절 조직의 변형과

성 소염제가 주로 처방되고 있으나, 이는 장기 사용 시

proteoglycan의 소실이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

관절 연골의 변성 촉진, 소화기 장애나 혈액 응고 장애

한 CBTL보다는 CBTH에서 proteoglycan의 파괴를 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에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7-9).

욱 억제함을 보여주었다(Fig. 21).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
이기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없으며, 골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변형

고찰»»»

을 방지하면서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
다10,12). 그러나 최근에는 골관절염 발생의 원인에 대한

퇴행성 관절질환,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

염(OA)은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흔한 만성 관절

고 연골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둔 새로운 시도가

질환으로 관절 연골의 국소적이고 점진적인 소실 및 그

보고되고 있다20).

와 연관된 뼈와 관절막, 주위 인대 등에 2차적인 손상

본 연구에 사용된 朮附湯은 白朮, 炮附子, 炒杜仲, 生

및 증상을 동반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통증, 변형,

薑으로 구성되어 있다. 白朮은 健脾益氣하고 燥濕利水

1)

하는 효능이 있으며21), 白朮의 EtOH 추출물은 collagen

운동 장애나 관절의 강직감을 유발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유도 관절염 rat의 혈청 내 anti-collagen 항체와 TNF-α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성인의 다빈도 질환 중 골관절염

의 증가를 유의성 있게 억제시켜 콜라겐으로 유도한 관

19)

은 백내장, 치매, 폐렴, 뇌경색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

절염 rat에서 관절염 증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다13). 附子는 回陽補火, 散寒除濕의 효능이 있으며21), 附

같은 행동요법, 약물치료 요법, 관절국소치료 요법과 같

子 藥鍼으로 IgG, IgM, TNF-α, IL-6 및 IL-1β 등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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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억제하여 관절염에 억제 효
14)

acid (HClO),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附子의

(HO-), peroxyl radical (ROO-)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성이나 자극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炮附子를 사용

반응성이 높고 불안정하여 생체의 생리적, 생화학적 손

21)

21)

하였다 . 杜仲은 補肝腎, 强筋骨하는 효능이 있으며 ,

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23). 생체는 이런 ROS를 효율적

杜仲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가 보고되었다15). 본 연구에

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서는 杜仲의 약효 증대를 위하여 炒한 杜仲을 사용하였

산화(oxidant)와 항산화(anti-oxidant)의 균형을 통해 생

21)

21)

다 . 生薑은 溫中逐寒, 回陽通脈하는 효능이 있으며 ,

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산화-항산화의

rat의 면역세포에 대한 항염증 실험 결과 유의한 효과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ROS가 축적하고 이는 세포의

14)

유전자 발현의 변화, 신호 전달 경로의 변화, 생체 분자

있다고 보고되었다 .
이와 같이 朮附湯을 구성하는 각각의 약재들은 항산화,

의 손상 등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24). 이

항염증 및 면역반응 조절 등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

러한 활성산소종은 연골조직을 파괴하는 물질 중 하나

음이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기에 각 약재의 복합

로 연구되고 있다. H2O2는 조직에 손상을 직접 가하지

제인 朮附湯도 산화적 손상, 항염증 효과가 있는지 알아

는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반응성 높은 HO-로 전환되

보았고 관절염 유발 실험쥐에 대한 효과도 검증하였다.

어 조직에 손상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포

먼저, 朮附湯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DPPH

막 단백질인 NADPH oxidase는 NOX4, p47phox, p22phox,

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항산화 관련 물

p67phox, Rac1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O2-을 발생시키는

질은 유리기와 반응을 하며 활성화된 라디칼에 전자를

효소 단백질이다. 평상시에 cytosol에 자리하고 있다가

공여하여 라디칼을 소거하는 항산화 효능을 보이게 된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p47phox 단백질이 인산화되어

다. 朮附湯의 라디칼 소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p22phox의 SH3 domain에 결합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활성

는 것으로 나타났다. 朮附湯의 DPPH 소거능을 IC50값

화가 되면 O2-를 생성시킨다. NOX4는 p22phox의 조절 기

으로 나타내었을 때 285.41±1.11 μg/mL이었고, ABTS

전에 의해 H2O2-를 과잉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토콘

소거능을 IC50값으로 나타내었을 때 339.62±0.70 μg/mL

드리아의 전자전달계를 통하여 과잉 생산된 O2-에 전자

이었다. 이로써 朮附湯이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를 운반하여 H2O2로 전환시켜 염증반응에 관여한다고

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항산화 능력이 골관절

알려져 있다25). 본 실험에서 western blot을 통한 관절

염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의 NOX4의 발현은 CBTL과 CBTH에서 유의하게

본 동물실험에서는 朮附湯이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

감소하였으며(Fig. 6), p22phox의 발현은 CBTH에서만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중변화와 식이효율을 측정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7). 이러한 점으로 미루

였다. 모든 실험군의 체중이 증가하였고(Table II, Fig. 3)

어 보아 朮附湯은 관절 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식이효율에서도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III,

인자인 NOX4와 p22phox를 억제하여 세포막의 산화 작

Fig. 4). 이를 통해 朮附湯이 식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용을 억제함으로써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

으로 판단된다. 또한 골관절염이 유발된 rat의 통증 변화

각된다.

를 관찰하기 위하여 뒷다리 체중 부하를 측정하였다. 뒷

평상시 Nrf2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다가 항산화 약물

다리 체중 부하 검사는 통증의 정도를 더 객관적으로 판

이나 산화적 스트레스와 같은 해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22)

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 약물 투여 2주후 CBT

다양한 유전자의 전사를 통하여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

와 Indo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뒷다리 체중 부하가

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Nrf2에 의해 유도되는 HO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IV, Fig. 5). 이러한 결과

heme의 분해에 중요한 효소로 HO-1, HO-2, HO-3와 같

로 보아 朮附湯은 골관절염이 유발된 쥐에서 통증을 감

은 3종류의 isoform이 존재한다. 이 중 HO-1은 정상 상

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태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세포 외에서 주어지는 자극

생체의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는 superoxide radical

(O2-),

hypochl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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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e, lipopolysaccharide, cytokine, 성장인자, 항산화물
질)이나 산화적 스트레스 등의 자극을 통해서 발현이 증

朮附湯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에 대한 효과

가하는 유도성 효소 단백질이다26). HO-1의 증가는 염증

조직이나 연골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골관

성 cytokine의 생산을 막거나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항산

절염을 치료할 때 핵심 요소로 염증성 cytokine의 억제

화제로서 작용을 하며 골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식세포 등을 포함한 염증 세포

27,28)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

O2-는

호중구(neutrophil)의

들에서 발현되고 TNF-α는 주로 대식세포에서 생성되

활성산소종 대사과정 중 첫 번째로 작용하는 라디칼로

며 면역 반응의 초기에 분비되어 염증의 활성화를 유도

SOD에 의해 H2O2로 전환된다. 여기서 생성된 H2O2는

하는 cytokine으로 TNF-α의 과생산은 IL-6와 IL-1β와

catalase와 GPx의 작용에 의하여 무해한 H2O로 분해되

같은 하위 cytokine의 생성을 자극하며 활액 내 염증,

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인체는 해로운 활성산

연골 파괴와 골의 손실을 촉진시켜 골관절염의 진행을

29)

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게 된다 . 본 실험

유도한다28). 본 실험에서 TNF-α, IL-1β 및 IL-6의 발현은

에서 항산화 단백질의 발현을 평가하였을 시 모든 항산

모든 약물 투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CBTH에서는

화 관련 단백질이 증가하였다. CBTH는 Nrf2의 활성을

세 cytokine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s. 17-19).

통해 SOD와 GPx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HO-1과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朮附湯은 관절 조직에서 염

catalase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Figs. 8-12).

증성 매개인자들의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는 朮附湯이 항산화 관련 단백질의 활성을 증가시켜

염증성 cytokine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발휘

염증반응에 따른 산화적 손상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 판단된다.

골관절염을 유발한 관절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

NF-κB는 면역기능, 세포사멸, 염증 등을 조절하는

기 위해 H&E와 Safranin-O 염색을 실시하였다. H&E

전사인자의 하나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세포질 내에

염색 결과에서 정상군은 활막이나 연골 조직이 정상적

서 IκB-α와 결합한 채로 불활성 상태이지만, 외부 자극

으로 보이고, 골관절염을 유발한 대조군은 조직의 변성

에 의하여 IκB-α가 인산화되면 NF-κB가 세포핵 내부로

및 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CBT와 Indo에서는 대

30-32)

이동하여 전사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 이때 NF-κ

조군과 비교하였을 시 조직 손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됨

B가 활성화되어 핵 내로 전사가 이루어지면 COX-2와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0). Safranin-O 염색 결과, 대

iNOS와 같은 염증성 매개 인자와 TNF-α, IL-1β 및 IL-6

조군에서는 골관절염이 유발되어 관절 조직이 변형되

와 같은 염증성 cytokine을 유도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고, proteoglycan이 심각하게 파괴된 것을 관찰할 수 있

Indo와 CBTH에서 p-IκBα와 NF-κB의 발현은 대조군에

었고, CBT군과 Indo군에서는 골관절염 대조군에 비해

비하여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나 CBTL은 NF-κB의 활성

변형이 억제되고 proteoglycan의 소실도 감소한 것으로

만 유의하게 억제하였다(Figs. 13, 14).

나타났다(Fig. 21). 조직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

COX-2는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단백질로 주로

조군에서는 연골조직과 활막조직의 손상, proteoglycan

prostaglandin E2를 형성시키며 염증과 관계되는 단핵

층의 파괴가 관찰되었으나, CBT군에서는 손상 부위의

33)

구 세포, 대식세포, 활액막 세포에서 높게 발현되고 ,

회복 및 proteoglycan의 파괴가 억제되는 것을 보여주었

iNOS는 면역 반응이 활성화 되었을 때 유도되며 nitric

다. 따라서 朮附湯의 투여가 관절 및 연골 조직의 손상

oxide (NO)를 생성하여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골관절염

을 억제하여 관절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 같은 염증 질환에서 NO의 과량 생성은 연골 세포에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朮附湯은

서 염증성 cytokine의 분비 촉진 및 proteoglycan과 colla-

MIA로 유발된 rat의 골관절염에서 세포막의 산화적 스

gen의 합성을 억제시키며 기질분해 효소로서 작용하여

트레스를 억제하고 Nrf2 경로를 활성화시켜 항산화 단

34)

연골 세포의 사멸과 염증반응을 조장한다 .

백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NF-κB 경로를 억제하여 염

관절 조직 내 염증성 매개인자를 관찰한 결과, iNOS

증성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절

는 모든 약물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COX-2

조직의 손상을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朮附湯이 항산화

는 Indo와 CBTH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s. 15, 16).

와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골관절염 유발 동물 모델 실

TNF-α, IL-1β 및 IL-6와 같은 염증성 cytokine은 관절

험에서 염증 억제 및 연골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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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는 朮附湯의 항산화, 항염증 및 골관절염
유발 동물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체중의
변화, 뒷다리 체중 부하,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인자, 항
산화 단백질, 염증성 단백질 및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5.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BT에서 대조군에 비해 뒷다리 체중 부하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6.

2. CBTH에서는 관절 조직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단백질인 NOX4와 p22phox의 발현량이 유의

7.

하게 감소되었다.
3. CBTH에서는 Nrf2 경로를 활성화하여 SOD, GPx-1/2
와 같은 항산화관련 효소 단백질이 유의하게 증가

8.

하였다.
4. CBTH는 NF-κBp65 경로를 억제하여 염증성 매개

9.

인자(COX-2, iNOS) 및 염증성 cytokine (TNF-α,
IL-1β 및 IL-6)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5. CBT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활막조직, 연골 및
proteoglycan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10.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朮附湯은 항
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MIA로 유발된 쥐의 골

11.

관절염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관절 조직과 연
골의 손상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골관절염 연구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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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huna Manual Therapy for Shoulder Pain in Hemipleg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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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huna manual
therapy for shoulder pain in hemiplegic patients after stroke.
Methods Fo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e set a key question in accordance with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 (PICO-SD).
we searched for clinical studies that conducted chuna manual therapy for shoulder
pain in hemiplegic patients after stroke 7 databases until September 2019. On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ere chosen.
Results Total 14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ere chosen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9 studies used efficacy rate as evaluation tool, and 8 used visual analogue scale. Pressure method (壓力型) was used in 11 studies, followed by osteopathy
method (整骨型) and wave motion method (波動型) in 9 studies. Chuna manual therap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ain reduction effect. Through meta analysis, Chuna
manual therapy showed significant pain reducing effect except the study with Chuna
manual therapy and electroacupuncture compared to electroacupuncture only.
Conclusion As a result, Chuna manual therap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pain reduction. However, almost studies were evaluated in a state of having probable high risk of bias. This suggests that it requires attention to make an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Furthermore, more clinical research need to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J Korean Med Rehabil 2020;30(3):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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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견관절 통증은 대표적인 뇌졸중 후유증의 하나로 편
마비 환자의 60~80%가 견통을 경험한다. 편마비에서

뇌졸중이란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이나 출혈성 뇌

나타나는 견관절 통증 및 동작제한은 한의학적 분류로

졸중인 뇌출혈로 분류되며, 뇌혈관의 파열이나 폐쇄 등

중풍으로 인한 痺症2) 또는 肩臂에 나타나는 제반적인 통

의 순환기계 문제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언어

증으로 포괄하는 肩痺, 漏肩風, 凝結肩 등에 해당한다3).

장애,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유발되는 병증을 뜻한다1).

아직까지 이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법은 확립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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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그 방법으로
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 근육 발통점에

2) 중재 방식(interventions)

국소 마취제 주사, 관절 운동, 전기 자극법, 초음파, 이

중재 방식으로 ‘추나 요법’ 또는 ‘추나 요법과 병행된

4,5)

6)

7)

기타 치료’를 모두 포함하였다. 기타 치료는 침, 약침,

12)

한약, 약물, 물리치료 등 한의치료 및 양방치료를 구분

온삼투요법 등 이 있고 이외에도 봉약침 , 화침 , 전
8)

9)

10)

11)

침 , 자하거약침 , 중성어혈약침 , 한약 , 테이핑 , 추
13)

나요법

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복수의 치료가 추나요법과

등이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지체의 일부분이나 테

병행된 경우는 운동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주 치료방

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

법인 경우 복합 재활치료로, 침치료와 한방물리치료 등

효한 자극을 주어 기능 및 구조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의 한의치료가 주 치료방법인 경우 복합 한의치료로 그

한방 수기요법으로 염증, 울혈, 근 경련 감소 및 통증

룹화하여 정리하였다. 추나요법의 치료 기간, 횟수 및

완화, 국소 순환과 연부조직의 신장성을 향상시키는 효

세부적인 추나 치료 방식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았으

14)

며 한국어로 ‘추나’, 영어로 ‘Chuna, Tuina,’, 중국어로

과가 있다 .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추나요법을 적용
13,15-27)

한 임상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

‘推拿, 手法, 按摩’로 명명된 치료법을 포함하였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3) 비교 중재(comparisons)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나요법의 효과를 종합적

추나요법과 다른 치료를 비교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

으로 보고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였다. 또한 중재군이 추나요법과 기타 치료를 병행한

이에 저자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추

경우 연구 결과가 추나요법의 효과임을 알 수 있도록

나요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 문

대조군도 동일한 기타 치료를 시행한 경우 대상 연구로

헌고찰을 시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보

포함하였다.

고하는 바이다.

4) 중재 결과(outcomes)
치료 시행 후 견관절 통증 및 기능에 대해 점수화가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배제 기준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on Agency
28)

가능한 평가방법을 측정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용된
척도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5) 연구 설계(study designs)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NECA)의 지침 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기

trial, RCT)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위해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종설, 증례보고, 메타분석, 동물 실험 등은 제외하였다.

design의 형식에 따라 핵심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였다.

1) 연구 대상(participants)
임상적 소견 및 영상 진단 등으로 의사에게 뇌졸중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편측 마비 증상이 있으면서 견관절

2. 문헌 검색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문헌 검색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7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
으로 하였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뇌졸중

국내 자료 검색은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진단 전 명확한 경추병변 및 견관절 병변 등의 과거력

Integrated System (OASIS),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령별, 성별 등에 제한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한국학술정보의 데이터

을 두지는 않았다.

베이스(KISS)를 활용하였으며, 국외 자료 검색은 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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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EMBASE, China National Knowledge

구자가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

Infrastructure (CNKI)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우 상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제3

검색어는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의 경

의 연구자 개입을 통해서 결정하였다.

우 {(Post-stroke OR stroke OR Hemiplegic) AND (shoulder
OR omalgia OR omodynia)} AND (tuina OR chuna)의
검색식으로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CNKI에서는 {(SU=

6. 메타 분석

‘中风’ OR SU=‘脑卒中’ OR SU=‘偏瘫’) AND (SU=‘肩

추나요법의 임상효과에 대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

痛’)} AND (SU=‘推拿' OR SU=‘按摩’ OR SU=‘手法’)

해내기 위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의 검색식으로 검색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코크란 연합의 Review Manager 5.3 version (Copenhagen,

‘중풍,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편마비’와 ‘추나’를 조합

Denmark)을 사용하였다.

한 후 제목 및 초록을 참고하여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14편의 논문 중 연구 디자인이 동
질성이 있고 중재군, 대조군과 평가도구 자료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합성할 수 있는 경우 메타분석을 수행하
였다.

3. 자료 선택

그 결과 복합 한의치료를 병행한 중재군과 복합 한의

자료의 검색 및 선별은 독립된 두 명의 연구자가 연

치료만을 시행한 대조군을 비교한 논문 2편13,15)을 분석

구대상 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검색 후

한 그룹, 전침치료를 병행한 중재군과 전침치료만을 시

제목 및 초록을 통해 1차적으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행한 대조군을 비교한 논문 2편16,17)을 분석한 그룹, 복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1차 선정 이

합 재활치료를 병행한 중재군과 복합 재활치료만을 시

후 원문을 검토하여 동일한 선정 및 배제기준으로 연구

행한 대조군을 비교한 6편18-23)을 visual analogue scale

자 간 의견을 조율하며 2차 선정과정을 시행하였다. 연

(VAS)와 efficacy rate의 평가도구에 따라 비교분석한

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의 연구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총 네 그룹의 메타분석을 시행하였

개입을 통해 해결하였다.

다. 평가도구는 VAS와 efficacy rate를 사용하였다. VAS
는 연속형 자료(continuous data)로 간주하여 분석하였
으며 efficacy rate는 이분형 자료(dichotomous data)로

4. 자료 추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의 전문을 얻은 후 이를 바

연속형 자료의 경우 최종값의 평균(mean)과 표준편

탕으로 연구정보(제1저자, 출판년도, 출판지역), 연구대

차(standard deviation)를, 이분형 자료의 경우 상대위험

상(총 대상자 수, 성별, 연령), 중재(중재법 및 과정, 대

도(risk ratio 또는 relative risk, RR)를 이용하여 95% 신

상자 수 등), 비교중재(비교중재법 및 과정, 대상자 수

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

등), 결과(평가지표, 결과 값 등), 부작용 여부 등의 정

였다.
본 연구에서 이질성 검정은 Higgin의 I²statistic를 통

보를 추출하였다.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²값이 50% 미만으로
각 연구가 동질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델

5. 비뚤림 위험 평가

(fixed-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I²값이 50% 이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들은 모두 무작위 배정 대조군
28)

임상연구로 NECA의 지침 에 따라 Cochrane의 Risk of

이질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변량효과모델(random-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bias (RoB) 도구를 사용하여 비뚤림 위험 평가를 진행
하였다. 해석으로 인한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국
문으로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두 명의 독립된 연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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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연구 선택
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문헌 검색을 진행한 결과,
PubMed 1편, Cochrane Library 2편, EMBASE 1편,
CNKI 37편으로 국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41편의 논
문이 검색되었으며 OASIS 5편, KISS 15편, NDSL 13
편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33편의 논문이 검색되
어 총 7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74편의 논문 중 중복 게재된 15편을 제외한
총 59편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정한 연구대상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가 제목 및 초
록을 검토하여 1차 선별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이
견관절 통증과 관련되지 않은 16편과 다른 질환과 연관
되어 있는 1편, 중재 방법이 추나요법과 관련되지 않은
2편과 다른 중재방법을 포함한 10편, 논문형식이 리뷰 형
식인 3편, 임상 시험이 아닌 2편과 RCT 형식이 아닌 6편
을 제외하여 총 19편의 논문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1차 선별과정을 거친 19편의 논문은 전문을 검토하였

Fig. 1. A flow chart of the study.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다. 추나요법 외의 다른 주 중재방법을 포함한 2편, 논
문형식이 RCT가 아닌 1편, 어떤 접근 방법으로도 전문

명이었다. 40명 이상 50명 미만은 2편17,20), 50명 이상

을 구할 수 없는 2편을 제외하여 14편의 논문을 최종적

60명 미만은 4편13,21-23)이었으며, 60명 이상 70명 미만

으로 선정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Fig. 1).

은 5편15,16,19,24,26), 70명 이상 80명 미만은 없었으며, 80
명 이상 90명 미만은 2편25,27), 90명 이상은 1편18)이었다.
9편의 논문에서 총 535명의 대상군의 성별을 언급하

2. 자료 분석

였고 이 중 남성이 327명, 여성이 208명이었다.

1) 문헌 정보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12

발표 시기는 모든 연구가 2000년 이후 게재되었으며

13,16-20,22-27)

편

으로, 포함된 참여자 수는 749명이었다. 평

2004년 , 2008년 , 2011년 , 2014년 , 2018년 에

균연령 40대 연구는 2편23,27), 50대는 7편16,18-20,24-26)이었

각 한 편씩 발간되었고 2007년13,24), 2015년23,26)과 2017

으며, 60대는 3편13,17,22)이었다.

16)

25)

15)

19)

27)

년17,21)에 각 두 편씩 발간되었다. 2016년18,20,22)에는 세
편이 발간되었다. 최근 10년 사이에 10편의 논문이 발

3) 중재 치료방법 분석
(1) 중재 치료방법 특성

표되었다.
13)

15-27)

출판 지역으로는 한국 1편 , 중국 13편

으로 대

부분의 연구가 중국에서 출판되었다.

중재 치료방법으로 복합 재활치료를 병행한 논문이
7편18-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 한의치료를 병행13,15),
전침치료를 병행16,17)한 논문이 각 2편씩 있었고, 중주

2) 연구 대상

파 치료를 병행25), 약물치료를 병행26), 추나요법 단독치

총 연구 참여자 수가 861명으로 중재군이 432명, 대조

료27)인 논문이 각 1편씩 있었다.

군이 429명이었다. 평균 대상자 수는 61.5±14.32(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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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평균 치료 횟수는 28.17±9.49회(15~40회)였으며

(2) 치료 횟수 및 기간

중재군의 치료 횟수 및 기간에 대해서 8편의 연구에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편19), 20회 이상 30회 미만이

서 고정된 치료 횟수를 명시하였으며, 9편의 연구에서

2편15,25), 30회 이상 40회 미만이 1편16), 40회 이상이 2

고정된 치료 기간을 명시하였다.

편21,23)이었다.

중재 평균 치료횟수는 31.875±20.91회(10~40회)였으
13,19)

치료 평균기간은 43.25±33.12일(14~120일)이었으며

,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2편13,19), 20일 이상 30일 미만은

30회 이상 40회 미만이 1편16), 40회 이상이 3편20,21,23)이

2편15,25), 30일 이상 40일 미만은 1편16), 50일 이상 60일

었다.

미만은 1편21), 60일 이상 70일 미만은 1편23), 70일 이상

며 20회 미만이 2편

25,26)

, 20회 이상 30회 미만이 2편

중재 평균 치료기간은 40.67±32.07일(14일~4개월)이
었으며 한 달은 30일로 가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13,19)

10~20일 미만은 2편

25-27)

, 20일 이상 30일 미만은 3편

,

16)

은 1편20)이었다.
(3) 시술 방법 특성

① 복합 재활치료

30일 이상 40일 미만은 1편 , 50일 이상 60일 미만은

8편18-24,27)의 논문에서 복합 재활치료를 대조시술로

1편21), 60일 이상 70일 미만은 1편23), 70일 이상은 1편20)

시행하였으며 2편의 논문에서는 재활치료 방법에 대해

이었다.

명시하지 않았다. Yang 등19), Kang22)은 운동치료와 함

(3) 추나요법 유형 분석

께 자세유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Li 등20)는 운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이 대부분 중국에서 작성되었

동치료 및 작업치료, 단파치료, 중주파 치료를 진행하

다는 점을 토대로 현대 중국 추나 수기법의 분류인 整

였다. Li 등21)는 운동치료와 적외선요법을 병행하였고,

骨型, 波動型, 壓力型, 叩擊型, 摩擦型, 振動型의 6가지

Zhang과 Xu23)는 운동치료와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치

유형에 따라 추나요법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29) 치료

료를 병행하였으며 Jia27)는 운동치료, 좋은 자세유지를

방식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법 설명을 통해 직접

위한 교육, 저주파 치료를 병행하였다.

분류하였다.

② 복합 한의치료
13,20)

이었으

2편13,15)의 논문에서 복합 한의치료를 대조시술로 시

며 그 외 12편의 논문에서는 다수의 유형을 사용하였

행하였다. Kim 등13)은 침구치료와 한방물리요법 및 약

다. 네 가지 유형을 사용한 논문이 2편15,26)이었으며, 세

물요법을 병행하였으며, Li 등15)은 침치료와 한방물리

가지 유형이 5편17-19,21,23), 두 가지 유형이 5편16,22,24,25,27)

요법을 병행하였다.

한 종류의 유형을 단독 사용한 논문은 2편

이었다. 5종류의 유형이 35회 중복 사용되었는데, 壓力
15,17-19,21-27)

③ 전침

13,15-20,25,26)

2편16,17)의 논문에서 전침치료를 대조시술로 사용하

과 波動型15,17-19,21-24,26)이 9편이었다. 叩擊型은 5편15,16,21,23,26)

였다. Miao와 Liu16)는 0.38×40 mm의 호침을 이용하여

에서, 摩擦型은 1편27)에서 사용되었다.

肩髃, 肩髎, 臑俞, 肩前, 肩貞 등의 혈자리를 이용하였

型이 11편

으로 가장 많았고, 整骨型

고, Gao17)는 0.30×40 mm의 호침을 이용하여 肩髃, 臂

4) 대조 치료방법 분석

臑, 肩髎, 肩貞, 曲池, 外關, 合谷의 혈자리를 이용하여

(1) 대조 치료방법 특성

전침치료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의 치료방법으로 복합 재활치료를 시행한 논
18-24,27)

④ 약물치료

,

1편26)의 논문에서 단일 약물치료를 대조시술로 시행하

전침치료16,17)가 각각 2편, 중주파 치료25), 약물치료26)를

였으며 치료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하지 않았다.

문이 8편

13,15)

으로 가장 많았고, 복합 한의치료

시행한 논문이 1편이었다.
(2) 치료 횟수 및 기간

5) 평가 도구 분석

대조군의 치료 횟수 및 기간에 대해서 6편이 대조군

추나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3개 이상의 평가

의 고정된 치료 횟수를 명시하였으며, 8편이 고정된 치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6편13,19-22,26)이었으며 7편15-18,23-25)

료 기간을 명시하였다.

의 연구에서 단일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장 많은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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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Summary of RCTs of Chuna Manual Therapy for Shoulder Pain in Hemiplegic Patients after Stroke*
Author
(Year)

Intervention
(Sample size/
average age)

Control
(Sample size/
average age)

Duration
(Frequency, total period)
Intervention

Outcome

Control

Main
results

Chuna type

CMT+CTMT
Kim13)
(2007) (n=26/age=62)

CTMT
(n=24/age=63)

1 time/day
10 times
(2 weeks)

NR
2 weeks

VAS
PROM
Muscular strength
Meridian-electrograph
Subluxation grade

p<0.05
p<0.05
p>0.05
p>0.05
p>0.05

Osteopathy

Li15)
CMT+CTMT
(2011) (n=30/age=NR)

CTMT
(n=30/age=NR)

NR

40 mins/times,
6 times/week
4 weeks

VAS

p<0.05

Osteopathy
Wave motion
Tapping
Pressure

CMT+EA
Miao16)
(2004) (n=30/age=56.2)

EA
(n=30/age=58.4)

1 time/day
30 days

20 mins/times,
1 time/day
30 days

Efficacy rate

p<0.05

Tapping
Osteopathy

Gao17)
CMT+EA
(2017) (n=24/age=65.1±5.8)

EA
(n=24/age=64.8±5.7)

1 time/day
10~20 times

1 time/day
10~20 times

Efficacy rate

p>0.05

Pressure
Wave motion
Osteopathy

Zeng18)
CMT+CRT
(2016) (n=45/age=55±2.96)

CRT
(n=45/age=56±2.84)

NR

NR

VAS

p<0.01

Wave motion
Pressure
Osteopathy

15 times
18 days

15 times
18 days

Efficacy rate
p<0.05
VAS
p<0.01
Upper ilmb neurologic p<0.01
impairment score

Wave motion
Pressure
Osteopathy

CMT+CRT
CRT
40 mins/time
Li20)
(2016) (n=21/age=50.43±12.90) (n=21/age=52.24±12.83) 5 times/week
4 months

100~105
mins/time
5~10 times/week
4 months

VAS
FMA
MBI
AHI

p<0.05
p<0.05
p<0.05
p<0.05

Osteopathy

CMT+CRT
Li21)
(2017) (n=26/age=NR)

CRT
(n=26/age=NR)

2~30 mins/time
1 time/day
5 times/week
8 weeks

2~30 mins/time
1 time/day
5 times/week
8 weeks

VAS
PROM
Efficacy rate

p<0.05
p<0.05
p>0.05

Wave motion
Tapping
Pressure

CMT+CRT
Kang22)
(2016) (n=28/age=66.17±2.37)

CRT
(n=28/age=66.21±2.35)

NR

1 time/day
0.5~1 hour/time
NR

VAS
Efficacy rate
FMA

p<0.05
p<0.05
p<0.05

Wave motion
Pressure

Zhang23) CMT+CRT
(2015) (n=25/age=45)

CRT
(n=25/age=43)

3~40 mins/time 1 time/day
1 time/day
5 time/week
5 time/week
2 months
2 months

Efficacy rate

p<0.05

Wave motion
Pressure
Tapping

CMT+CRT
Yin24)
(2007) (n=30/age=52)

CRT
(n=30/age=54)

2~3 times/day
10~30 days

NR

Therapeutic effect

p<0.01

Pressure
Wave motion

Li25)
CMT+MFT
(2008) (n=45/age=56.5±8.2)

MFT
(n=44/age=57.1±9.6)

30 mins/time
1 time/day
20 days

20 mins/time
1 time/day
20 days

Efficacy rate

p<0.01

Osteopathy
Pressure

Wei26)
CMT+MT
(2015) (n=30/age=57.3±4.8)

MT
(n=30/age=59.3±5.6)

30 mins/time
1 time/day
20 days

NR

Efficacy rate
VAS
FMA

p<0.01
p<0.01
p<0.01

Pressure
Wave motion
Tapping
Osteopathy

Jia27)
CMT
(2018) (n=40/age=49.52±4.26)

CRT
(n=40/age=49.63±4.44)

1~3 mins/time
4 weeks

NR

Efficacy rate
p<0.05
Constant Murley score p<0.05

Yang19)
CMT + CRT
CRT
(2014) (n=32/age=58.63±10.14) (n=32/age=55.22±9.68)

Pressure
Friction

*Adverse events are not reported.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MT: Chuna manual therapy, CTMT: complex traditional medicine trerapy, NR: not reported, VAS: visual
analogue scale, PROM: passive range of movement, EA: electroacupuncture, CRT: complex rehabilitation therapy, FMA: Fugl-Meyer assessment
scale, MBI: Modify Barthel Index, AHI: Acromio Humeral Interval, MFT: medium frequency treatment, MT: medici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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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Kim 등13)으로 5개의 평가도

기 의사를 밝혀 탈락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

구를 사용하였다.

는 밝히지 않았다.

16,17,19,21-23,25-27)

Efficacy rate

를 사용한 연구가 9편으로

13,15,18-22,26)

가장 많았으며, VAS

를 사용한 연구가 8편으

로 그 뒤를 이었다. Fugl-Meyer motor assessment를 사
용한 연구는 3편20,22,26)이었으며, 수동 관절가동범위를
13,21)

사용한 연구는 2편

13)

13)

이었다. 근력 , 경근전도평가 ,

13)

19)

아탈구 평가 , 상지기능 결손점수 , Modified Barthel
20)

20)

Index , Acromio Humeral Interval , Constant Murley
27)

3. 비뚤림 위험 평가
14편의 연구 모두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RCT)으
로 Cochrane의 RoB 도구를 사용하여 비뚤림 위험 평가
를 진행하였다(Figs. 2, 3).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항목에서는 난수표를 이용한

24)

score , therapeutic effect 의 평가지표가 각 1편의 연
구에서 사용되었다.

6) 치료 유효성 분석
14편 중 한 편17)을 제외한 13편의 연구에서 추나요법
이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모든 평가 도구에서 중재군의
치료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인 연
구가 11편이었으며 포함된 평가 도구로는 VAS13,15,18-22,26),
Efficacy rate16,17,19,21-23,25-27), 상지기능 결손점수19), Modified
Barthel Index20), Acromio Humeral Interval20), therapeutic
effect24), Constant Murley score27)로 통증 정도 및 운동
기능에 대해 유효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부분적으로 유의함을 보인 논문은 2편13,21)으로 두 편
모두 VAS와 수동 관절가동범위에서 중재군이 대조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였으나, Kim
등13)은 근력 및 아탈구 평가에서 중재군의 효과가 치료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함이 없었고, 경근전도 평가에서는 중재군의 효과
및 대조군과의 비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Li 등21)은 efficacy rate에서 중재군의 치료효과가 대조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 도구에서 중재군의 치료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인 연구는 1편17)으로 efficacy rate
에서 중재군이 치료 전후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대
조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다 보고하였다.

7) 이상반응 및 탈락 보고 분석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연구 시행 중 탈
락자 발생을 보고한 연구는 1편이었다. Kim 등13)의 연
구에서 중재군 4명, 대조군 6명으로 총 10명이 중도포

Fig. 2. Risk of bias summary.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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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편27)을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나머

선택적 보고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에서 프로토

지 13편의 연구에서는 무작위 배정 순서 생성에 대한 내

콜은 없으나 예상되는 모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판단

용이 기재되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하여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27)

배정순서 은폐 항목에 대해서 Jia 의 연구에서는 난

그 외 비뚤림에 대해서 모든 연구에서 추가적인 비뚤

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 이행하였기 때문에 배정순서

림의 여지가 있으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은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뚤림 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

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13편의 연구에서

였다.

는 배정순서 은폐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에 대해 모든 연

4. 메타 분석

구에서 추나요법 치료 시행 시 눈가림을 채택하지 않았

1) 추나요법+복합 한의치료 vs 복합 한의치료

기 때문에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두 편의 연구13,15)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에서

평가도구는 VAS를 사용하여 연속형 자료로 간주하였

해당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

으며 I²값이 0%(P=0.34)로 각각의 연구가 동질하다 판

하였다.

단되어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하였다.
13)

불충분한 결과 자료에 대해서 Kim 등 의 연구에서

메타분석 결과, 추나+복합 한의치료는 복합 한의치료

는 결측치가 중재군과 대조군 양측에 유사하게 발생하

보다 VAS의 변화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

였으나 결측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

었다(MD: -2.02; 95% CI -2.73~-1.32; p<0.00001)(Fig. 4).

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13편의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발
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

2) 추나요법+전침 vs 전침

하였다.

두 편의 연구16,17)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평가도

Fig. 3. Risk of bias graph.

Fig. 4. Meta analysis outcome of VAS between CMT with CTMT and CTMT. VAS: visual analogue scale, MT: Chuna manual
therapy, CTMT: complex traditional medicin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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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efficacy rate를 사용하여 이분형 자료로 간주하였

메타분석 결과 추나요법+복합 재활치료는 복합 재활

으며, I²값이 78% (p=0.03)으로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치료보다 VAS의 변화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생각되어 변량효과모델을 이용하였다.

나타내었다(MD:-1.49; 95% CI –1.95~-1.02; p<0.00001)

메타분석 결과 추나+전침은 전침과 efficacy rate 비

(Fig. 6).

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R: 1.07; 95% CI

(2) Efficacy rate

0.81~1.42; p=0.64, p>0.05)(Fig. 5).

네 편의 연구19,21-23)에서 평가도구로 efficacy rate를

3) 추나요법+복합 재활치료 vs 복합 재활치료

사용하여 이분형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²
값이 0% (p=0.62)으로 연구간 동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VAS
18-22)

에서 평가도구로 VAS를 사용하

메타분석 결과 추나요법+복합 재활치료는 복합 재활

여 연속형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I²값이 73%

치료보다 efficacy rat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

(p=0.005)로 이질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변량효과

타내었다(RR: 1.14; 95% CI 1.04~1.26; p=0.007, p<0.05)

모델을 이용하였다.

(Fig. 7).

다섯 편의 연구

Fig. 5. Meta analysis outcome of efficacy rate between CMT with EA and EA. CMT: Chuna manual therapy, EA: electroacupuncture

Fig. 6. Meta analysis outcome of VAS between CMT with CRT and CRT. VAS: visual analogue scale, CMT: Chuna manual
therapy, CRT: complex rehabilitation therapy.

Fig. 7. Meta analysis outcome of efficacy rate between CMT with CRT and CRT. CMT: Chuna manual therapy, CRT: complex
rehabilitation therapy.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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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관절에 수동적인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근막기법 및 운
동요법과 양생법 등을 포함한다.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쇄나 파열로 뇌에 산소와 영양
소의 공급이 차단되고 뇌 조직이 손상됨으로 인해 신경
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혈관의 문제 이외 다
30)

른 원인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

추나요법은 調節陰陽, 經絡疏通, 舒筋通絡, 活血散瘀의
원리로 각종 통증 및 병증상태를 개선한다40).
한방 의료기관의 추나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추나
요법 질병분류 순위에서 요추의 염좌와 긴장(S3350)이

뇌졸중 발병 후 생존자의 절반 정도는 부분적이거나

36.3%로 가장 많았으며 경추의 염좌와 긴장(S134)이

완전한 상지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견관절 통증 및 관절

31.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10위 안의 질병들은 대

운동범위의 제한, 감각 기능 장애, 근 긴장 증가 등이

부분 추간판 장애와 연관되어 있었다41). 국내의 경우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견관절 통증은 뇌졸중 편

주로 급성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마비 환자의 주요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4%에서 84%

내과, 골상과, 소아과, 부인과, 신경과 등의 각 분과에서

4)

까지 그 유병률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 견관절 통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증을 호소하는 편마비 환자는 대개 마비 정도가 심하고

질환의 재활치료 목적으로서 추나요법의 적응증 확대

견관절의 아탈구 또는 손의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

를 위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으며 통증의 영역은 어깨에 국한되거나 주관절 및 수부

견관절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

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 관절운동 시나 팔을

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늘어뜨릴 때 통증을 호소하는데 외회전, 외전 순으로
31)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이 심하게 나타난다 .

이를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추나요법을 적용한 논문을 검색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동통의 요인으로는 견관절 아
탈구, 연부조직의 손상 및 염증, 견수증후군, 반사성 교
6)

하여 최종적으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RCT)
논문 14편을 선정하였다.

감신경성 이영양증, 말초신경손상 등이 논의되어 왔다 .

연구에 포함된 14편의 논문 중 10편이 최근 10년 사

유발 병리기전으로는 이완기에 근육 긴장도 및 수축력,

이에 발표되었으며 모두 2000년 이후에 게재되어 추나

수의적 근육의 작용과 반사가 저하되어 상완골두의 아

요법에 대한 관심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

탈구가 유발되고, 이완기 이후 환측의 신경학적 반사가

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지역으로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타나며 강직과 근 긴장도가 증가하며 심부 건반사가

수행되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항진된다. 강직이 진행됨에 따라 견갑하근의 긴장도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분석 결과, 총 연구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상완골은 내전과 내회전된 상태가 된다. 이러

861명으로 중재군이 432명, 대조군이 429명이었다. 평

한 비정상적인 근 긴장에 의해 정상적인 견갑상완 리듬

균 대상자 수는 61.5±14.3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0대

이 무너져 연부조직을 압박하고 동통을 유발시키며 구

가 7편16,18-20,24-26)으로 분포가 가장 많았다.

축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32,33). 편마비 환자

중재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14편의 논문 중 복합 재활

의 견관절 통증은 유병률이 높으며 재활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병행한 논문이 7편18-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인이나 표준적인 치료법

한의치료를 병행13,15), 전침치료를 병행16,17)한 논문이 각

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13).

2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재법으로 추나요법을 단독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으로 시행한 논문은 1편27)에 불과하여 추나요법 단독의

시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근육 내 전기자극34),

치료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재 평균

35)

36,37)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 , 봉약침
38)

39)

37)

, 생강약침 ,
3)

Trigger point 자침치료 , 전침 , 한약치료 등이 있다.

치료횟수는 31.875±20.91회였으며 중재 평균 치료기간
은 40.67±32.07일이었다.

추나요법은 경근, 경락, 경락을 자극하는 경근기법,

시술자가 손을 조작하는 다양한 치료 과정이 추나요

아탈구 등 관절 구조의 변위 상태를 정상 위치로 교정

법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수부의 조작방법에 따라 분류

해 주는 정골기법, 위축 혹은 경결된 근육이나 경직된

한 整骨型, 波動型, 壓力型, 叩擊型, 摩擦型, 振動型의 추

98 J Korean Med Rehabil 2020;30(3):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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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기법 유형29,42)에 따라 추나요법의 유형을 분류한

으로 유의하였다. 두 편의 연구13,21)에서는 부분적으로

결과 壓力型이 11편15,17-19,21-27)으로 가장 빈용되었고 整

유의함을 보였고, 1편의 연구17)에서는 모든 평가도구에

骨型13,15-20,25,26)과 波動型15,17-19,21-24,26)이 9편으로 그 뒤를

서 중재군의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었다. 壓力型은 손가락이나 신체부위로 체표를 상하

Kim 등13)의 연구에서는 근력과 경근전도, 아탈구에

좌우에서 대칭이 되도록 눌러주는 방법으로 按法, 點法,

대한 평가는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는 없

捏法, 拿法 등의 수기법을 포함한다. 整骨型은 척추 및

었지만 VAS와 수동운동범위의 평가 지표에서는 중재

관절에 교정을 동반하는 방법으로 搖法, 背法, 板法, 牽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어 견관절 통증에 효

引法 등의 手法을 포함한다. 波動型은 손바닥 및 완관

과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Gao17)의 연구는 efficacy rate에

절, 손가락으로 연속적 파동을 만드는 방법으로 一指禪

서 중재군의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지 않았지만

14,40,42)

推法, 滾法, 揉法의 手法을 포함한다

. 14편의 논문

중재군에서 통증이 완전 소실된 환자수가 대조군보다

에서 35종류의 기법이 중복으로 사용된 점을 보아 여러

많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Li 등21)

방법의 수기법을 병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견관

의 연구에서 efficacy rate는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

절의 통증 완화를 위한 압박 및 가동성 증가 등의 목적

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중재군에서 통증의 호전정도가

으로 壓力型, 整骨型, 波動型이 빈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환자의 비율이 대조군보다 높았기 때문에 효과가

추나 기법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시술방식만을 설명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해 놓은 경우 시술방식 설명을 통해 기법을 유추하여

메타분석 결과 전침치료를 병행한 중재군과 전침치

분류하였는데 중국과 한국의 추나기법의 명명 체계에

료만을 시행한 대조군을 비교한 2편16,17)을 제외한 나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류의 정확성에 있어 한계가 있

지 분석에서 중재군의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

었다.

로 유의 있음을 나타냈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

대조 치료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복합 재활치료를
18-24,27)

시행한 논문이 8편

구가 추나요법을 포함한 병행 중재군과 대조군을 비교

으로 가장 많았다. 대조 평균

하는 논문으로 추나요법 병행 시 치료효과가 높아진다

치료횟수는 28.17±9.49회였으며 대조 평균 치료기간은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나 추나요법 단독 시행시 의

43.25±33.12일이었다.

치료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6,17,19,21-23,25-27)

평가도구로는 efficacy rate가 9편

으로

13,15,18-22,26)

가장 많았으며, VAS가 8편

으로 그 뒤를 이었
20,22,26)

또한 비뚤림 위험 평가에서 다음의 한계점들이 발견
되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수동

첫째, 배정순서 은폐방법에 있어 불확실한 경우가 많

이었다. VAS는 주관적 통증 정

았다. 난수표를 이용한 한 편의 연구27)를 제외한 나머

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0에서 10단계까지 표기된 표시지

지의 연구에서는 은폐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으며 Fugl-Meyer motor assessment가 3편
13,21)

관절가동범위가 2편

13)

를 사용하여 환자가 정도를 직접 표기하는 방식이며 ,

는 선택 비뚤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 설계

efficacy rate는 통증의 호전 정도를 환자가 주관적으로

시 제3자에 의한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또는 방법에 대

평가하는 도구로 治愈, 顯效, 好轉, 未愈 등의 항목으로

한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누어 총 유효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Fugl-Meyer mo-

둘째, 눈가림이 시행되지 않았다. 추나요법 치료 특

tor assessment는 뇌졸중 기능회복평가 점수로 시험자의

성상 눈가림이 불가능하며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에

지시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이 중 effi-

대해 언급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는 실행 비뚤림을

cacy rate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유발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

점에서 치료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으로 생각된다.

는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 총 1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한
결과,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대해 추나요법을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11편에서 모든 평가지표의

병행 시술하는 것이 통증과 efficacy rate에서 효과를 나

추나중재군의 효과와 대조군과의 비교가 모두 통계적

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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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치료 프로토콜에 추나요법 고려를 제안해본다.

5.

단, 연구에 포함된 논문이 14편으로 그 수가 적고, 포
함된 연구들의 비뚤림 위험이 높은 한계점들이 있어 결
론을 단정짓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런 한계를
보완한 임상연구 진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

6.

각된다.
7.

결론»»»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

8.

의 효과 및 임상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14편의 연구
를 분석해본 결과 추나요법이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
증에 대해 유효한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포함된 연구의 수가 14편으로 적고
발행이 한 국가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비뚤림 위험

9.

이 높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모두 추나요법을 포함한 병
행 중재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추나요법 병

10.

행 시 치료효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나
추나요법 단독 시행 시의 치료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
인 양질의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

11.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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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view the effect of herbal medicine on animal
model with rheumatoid arthritis.
Methods We reviewed studies published both in Korea and overseas, all published after
2008. We investigated 8 databases, 6 Korean databases and 2 of abroad. Searching
was conducted through flowchart and 24 studies met our guideline. Datas were extrated and organized as animal model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period, study design, herbal medicine used as intervention and rheumatoid arthritis indicator.
Results 336 articles were primarily selected. After screening, 24 articles were left in
the end. All 24 studies showed that the herbal medicine used in the animal experiment
was effective on treating rheumatoid arthris, proven by macroscopic, histological,
hematological and osteological indicators.
Conclusions The result showed that herbal medicine is effective in treating rheumatoid arthritis through various pathways. However, study design and intervention were
all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we could not specify the certain compound, material
or substance of efficacy.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figure out the effectiveness of herbal medicine on rheumatoid arthritis. (J Korean Med Rehabil 2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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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 관절염 동물실험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
행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한약처방, 평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 자가면역 질환으로 관절

지표, 실험 설계 방법, 치료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1)

의 활막염과 만성적인 진행이 특징이다 . 일반적으로
원위지절관절과 같은 작은 관절들을 우선적으로 침범
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진행될 경우 구조
적인 변형을 일으켜 관절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2). 류
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적인 특징은 관절 윤활막의 비후,
염증 세포의 침윤, 판누스 형성, 관절과 연골의 손상, 뼈
의 부식 등이다3,4).

연구 방법»»»
1. 자료 선정 및 배제 기준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National Evidence-based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healthcare Collaboration Agency (NECA)16)의 지침에 따

수는 2015년 7,418명에서 2019년 8,549명으로 4년간

라 participants, intervention, copmarison, outcome, study

1,131명의 환자가 증가하였고, 전체 한방의료기관 내원

design (PICO-SD) 형식에 맞추어 핵심질문을 구성하였

상병 중 11위에 해당하는 등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다. 연구 대상(participants)은 collagen, 혹은 adjuvant 등

5)

높은 질환이지만 ,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약치료에 대해

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발된 쥐(rats, mice)를 대상으

표준화된 치료법이나 규격화된 처방은 없는 실정이다.

로 하였으며 쥐의 연령, 성별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

오늘날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다. 중재(interventions)는 한약(herbal medicine)을 사용

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나

한 논문을 검색하였고, 한약을 이용한 훈증, 약침, 외용

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치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6)

drugs, DMARDs)를 사용하지만 전체 환자의 50% 정도

치료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단미제

7)

에서는 원활한 증상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추출물, 특정 유효성분 추출물을 중재로 한 연구는 포

소화기능 장애, 심혈관계 질환, 신장 손상 등의 다양한

함시키지 않았다. 투약 기간이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8)

않았다. 한약과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한 연구도 포함

부작용을 동반한다 .
한의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痺證, 歷節風 등의 증

하였으나, 대조군 역시 같은 치료를 받아 결과값이 한

9)

상으로 불리었으며 Jeong 등 과 Choi 등 이 류마티스

약치료의 효과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만 포함시켰다.

관절염에 대해 한방치료가 효과적임을 보고한 바 있고,

한약 단미제나 단미제 추출물, 비한약제 등을 이용한

10)

11)

12)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한약 추출물 , 약침 , 단
13)

미 약제

등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연구 동향에 대한 문헌
14)

연구는 배제하였다. 비교 중재(comparison)는 한약 치료
와 다른 치료를 비교한 연구는 모두 포함하였다. 중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도구에는 제한을 두

해당 연구는 2008년까지의

지 않았으며, 연구 설계는 동물실험 연구로만 제한하였

연구만 다루었고, 특정 유형의 연구만 다룬 체계적 문

다. 언어는 영어 혹은 국문으로 쓰인 논문만 포함시켰다.

고찰이 시행된 바 있으나

헌고찰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임상에서
효과적이라 보고되는 증례를 바탕으로 류마티스 관절
염의 동물실험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시행되었으
나15) 2008년까지의 연구 결과만 반영되었으며 국내 논
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 자료 검색
자료 검색은 2020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
행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에 저자는 본 연구를 향후 진행되는 류마티스 관절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어

염 동물실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는 국문과 영어로 제한하였다. 논문의 검색을 위해 국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부

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전통지식포탈, 국가과학기술

터 2019년까지 발표된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된 류마티

정보센터(NDSL), 한국학술정보(KISS), KoreaMed,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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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를
이용하였고,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류마토이드 관절염’을 검색한 뒤

결과»»»
1.연구 선정

논문의 제목을 검토하여 한약제재를 사용한 실험연구를

NDSL, KISS, OASIS 등의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선별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와 Cochrane

총 236편,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서는 107편,

Library에서는 MeSH 용어 중 ‘Arthritis, Rheumatoid’와

Cochrane Library에서는 2편으로 국내 236편, 국외 109

한약 치료를 의미하는 ‘Drugs, Chinese Herbal’, ‘Medicine,

편, 도합 34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총 345편의 논문

Korean Herbal’을 불리언 연산자 AND를 각각 조합해

중 중복 논문을 제외한 225편의 논문을 1차로 선정하였

‘Arthritis, Rheumatoid AND Drugs, Chises Herbal’과

다. 제목과 초록을 위주로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동

‘Arthritis, Rheumatoid AND Medicine, Korean Herbal’

물 실험이 아닌 논문 71편, 약침, 전침 등 한약을 치료

의 검색어를 이용하였다.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은 논문 37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실험하지 않은 논문 1편, 복합처방이 아닌 단미제,

3. 문헌 선택

특정성분 추출물 등을 중재로 실험한 논문 83편, 2010
년 이전 출간된 논문 5편을 제외한 28편의 논문을 선별

독립된 두 명의 연구자가 사전에 정한 선정, 배제 기

하였다. 이후 본문을 검토하여 추가로 한약제제가 아닌

준에 따라 1차 배제를 시행하였다. 1차적으로 제목이나

약제를 사용한 논문 1편, 국문 혹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초록을 통해 선택하고, 이후 원문 확인 작업을 시행하

만 쓰여진 논문 3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총 24편의 논문

였다. 두 연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연구

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Fig. 1)17-40).

를 함께 검토하며 합의점을 찾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 3의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구하여 해결하
였다.

4. 자료 추출
Prisma flowchart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읽고 선정/배제하였고, 2차적으로 원문
을 읽은 뒤 최종 선정/배제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 한
약을 검색어로 추가하였을 때 결과가 더 적어질 수 있
어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류마토이드 관절염’으로 검
색한 뒤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한약을 이용한 실험연
구만 선정하였다. 중재 방법이 한약 복합처방이 아닌
경우, 동물실험연구가 아닌 경우, 2008년 이전 발행된
연구는 결과에서 배제하였다. 최종선정된 논문의 전문
을 확인하여 정보를 정리하였다. 대상 항목은 연구정보
(연구번호, 저자, 출판년도), 실험 동물의 특성과 표본
수,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 방법, 중재로 활용된 처방,
중재한약 투여 기간, 연구 설계, 평가지표, 안전성 평가
및 실험 결과를 포함하였다.
Fig. 1. Flowchart for study selection. RA: rheumatoid arthritis.
www.e-jkmr.org

105

오승준⋅하현주⋅구지향⋅박양춘⋅오민석⋅정인철⋅이은정

2. 자료 분석
1) 문헌 정보

5) 실험군 설정 분석
실험 시행 시 설정한 실험군의 개수, 종류에 대해 분

대상 논문 24편의 출간 년도를 분석한 결과 2014,

석하였다. 선정된 24개의 연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연

2017년에 2편, 2009년과 2018년에 3편, 2013년에 4편,

구에서 4개의 실험군을 설정하였다. 그 뒤를 이어 7개

2010년에 가장 많은 5편이 출간되었으며, 2008, 2011,

의 연구에서 6개의 실험군을 설정하였고, 6개의 연구에

2015, 2016년, 그리고 2019년에는 한 편씩 출간되었다.

서는 5개의 실험군을, 3개의 연구에서만 정상군-대조군

2) 연구 설계 분석

-실험군의 세 개의 군으로만 실험을 진행하였다. 4개의
실험군을 설정한 8개의 연구 중 Lim과 Kim25)의 연구를

동물실험의 설계방법에서 사용된 동물의 종류 및 표

제외하고 모두 정상군, 대조군, 양성 대조군, 실험군의

본수, 실험 설계 중 관절염 유발 방법, 군 분류 방법 등

구성을 채택했다. 6개의 실험군을 설정한 7개의 연구

을 분석하였다. 실험 동물은 12개의 연구에서 mouse,

중 Cao 등40)의 연구 외에는 모두 정상군, 대조군, 실험

12개의 연구에서 rat를 사용하였고(Table I), 관절염 유도

군-저농도, 실험군-중농도, 실험군-고농도의 설정을 채

물질은 15개의 연구에서 collagen, 8개의 연구에서 com-

택하였다. 5개의 실험군을 설정한 연구 중 Chang 등33),

plete Freud’s adjuvant (CFA), 1개의 연구에서 monosodium

Xu 등27), Wang 등38)의 연구는 정상군, 대조군, 양성 대

lodoacetate가 사용되었다. 24개의 연구 모두 실험군-대

조군, 실험군-저농도, 실험군-고농도의 구성으로 실험을

조군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관절염 증상의 유무, 대조

진행하였고 Liu 등29), He 등37)의 연구는 정상군, 대조

약물의 투여 여부, 중재 한약의 투여 농도에 따라 정상

군, 실험군-저농도, 실험군-중농도, 실험군-고농도의 구성

군(Normal), 대조군(Control), 양성 대조군(Positive Control),

으로 진행되었다. Sim 등31-32)의 연구는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Herbal Medicine, HM)으로 설정되었다(Table I).

양성 대조군, 실험군 4개의 군으로, Kim 등22)과 Kim39)

3) 중재 처방 분석
동물실험에 사용된 중재 한약의 처방명을 조사하였
다. 24개의 연구에서 쓰인 처방은 모두 달랐으며 기존

의 연구는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 3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Table I).

6) 대조군 설정

에 존재하던 처방으로는 가미대강활탕, 이습활통탕, 창

대조군 설정 방법과 양성 대조군에서 쓰인 약물에 대

출도인탕가미방, 소활락단, 강활이황탕, 오두탕, 지통환,

하여 조사하였다. 24개의 연구 모두 대조군을 설정한

강활도체탕, 이묘산, 마행의감탕 등이 치료한약으로 사

뒤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을 설정한 뒤 실

용되었다. 연구를 위해 새롭게 창방된 처방으로는 해동

험을 진행한 연구는 18개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

피복합방, 관절 6호방, 관절 7호방, 관절 8호방, 관절 9

은 methotrexate로 총 10개의 연구에서 양성 대조군 투

호방, 계혈등 복합방, Xinfeng capsule, Bi-Qi capsule, CN

여 약물로 선정되었다. Dexamethasone으로 두 약물 모

formula 등이 있었다(Table II).

두 각기 다른 4개의 연구에서 양성 대조군 설정에 사용

4) 한약 투여 기간
한약 투여 기간은 4주가 14개의 연구로 가장 많았고,
2주와 5주가 각각 3개, 3주, 7주간 한약을 투여한 연구
는 하나씩 있었다. 추가로 24일, 26일동안 한약을 투여

되었다. Indomethacin은 두 개의 연구에서 양성 대조군
약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ibuprofen, votalin ointment
가 양성 대조군 약물로 각 1회씩 사용되었다(Table I).

7) 평가 지표 분석

한 연구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2013년에 발행된 연구

한약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

이후로는 모두 최소 3주 이상의 한약 투여기간을 두고

들을 취합/정리하였다(Table I). 효과 분석에 사용된 지표

실험을 진행하였다(Table I).

들은 크게 형태학적 분석(macroscopic analysis), 조직학
적 분석(histological analysis), 혈액학적 분석(hemat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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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Kim MK
DBA/1J
(2009)18)
mouse

DBA/1J
Kim JG
mouse
(2009)19)

Kim HS
DBA/1J
(2009)20)
mouse

Age
(wk)

6

Animal
subject

DBA/1J
Kung SE
mouse
(2008)17)

Author (yr)

8

6

8

6

Unit

Table I. Summary of Studies

CIA

CIA

CIA

CIA

RA model

28

28

28

49

Experiment
period (d)

MTX

MTX

MTX

MTX

Positive
control group

PBMC
CD3+, CD4+, CD8+, CD3+/CD69+,
CD3+/CD49b+, CD19+, B220+/CD23+
Serum
IL-6, TNF-α, IL-1β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11+b/Gr-1+
Blood
IL-6, TNF-α, IgG, IgM
Spleen
Total cells, CD19+, CD3+/CD69+
DLN
Total cells, CD3+, CD3+/CD69+CD4+,
CD8+

Analysis

Normal
Control
Postive Control
HM (9.7 mg/kg)

AI
H&E staining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4+/CD25+,
CD11b+/Gr-1+
Serum
IgG, IgM, CA
DLN
Total cells, CD19+, CD3+, CD4+,
CD3+/CD69+, CD8+, CD3+/CD8+,
CD4+/CD25+, CD3+/CD49b+,
CD4+/CD44+, B220+/CD23+,
MHCII+/CD11c+
Liver toxicity
AST, ALT

Normal
Histological analysis
Control
PBMC
Postive Control
CD3+, CD3+/CD69+, CD4+,
HM-Low (200 mg/kg)
CD4+/CD25+, CD49b+,
HM-High (400 mg/kg)
CD3+/CD49b+
Paw joint
Total cells, CD3+, CD11+b/Gr-1+
Blood
IgG, IgM, L-6, TNF-α, CA
Liver toxicity
AST, ALT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 (8.1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 (300 mg/kg)

Experimental
groups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4+/CD25+,
CD11b+/Gr-1+
DLN
B220+/CD23+, MHCII+/CD11c+
Serum
IgM, CA
Significantly increased
DLN
Total cells, CD19+, CD3+, CD4+,
CD3+/CD69+, CD8+, CD3+/CD8+,
CD4+/CD25+, CD3+/CD49b+,
CD4+/CD44+
No liver toxicity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PBMC
CD3+, CD3+/CD69+, CD4+,
CD4+/CD25+, CD49b+,
CD3+/CD49b+
Blood
IgG, IgM, IL-6, TNF-α, CA
No liver toxicity

Significantly decreased
PBMC
CD3+, CD4+, CD8+, CD3+/CD69+
CD3+/CD49b+, CD19+, B220+/CD23+
Blood
IL-6, TNF-α, IL-1β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11+b/Gr-1+
Blood
IL-6, TNF-α, IgG, IgM
Significantly increased
DLN
Total cells, CD3+, CD3+/CD69+CD4+,
CD8+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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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Kim JK
DBA/1J
(2010)22)
mouse

DBA/1J
Kim EH
mouse
(2010)23)

Age
(wk)

6

Animal
subject

DBA/1J
Min BK
mouse
(2010)21)

Author (yr)

Table I.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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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Unit

CIA

CIA

CIA

RA model

28

28

28

Experiment
period (d)

MTX

None

MTX

Positive
control group

Normal
Control
Postive Control
HM (10 mg/kg)

Normal
Control
HM (9.3 mg/kg)

Normal
Control
Postive Control
HM (16 mg/kg)

Experimental
groups

AI
H&E staining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4+/CD25+,
CD11b+/GR-1+
Blood
IgG, IgM, CA
DLN
Total cells, CD19+, CD3+, CD4+,
CD3+CD69+, CD8+, CD4+/CD25+,
CD3+/CD49b+, CD4+/CD44+
Liver toxicity
AST, ALT

AI
H&E staining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11b+/Gr-1+
Blood
TNF-α, IL-6, IL-17, MCP-1, VEGF, CA
DLN
Total cells, CD19+, CD3+, CD4+/CD25+,
B220+/CD23+
Liver toxicity
AST, ALT

AI
H&E staining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11b+/Gr-1+
Blood
TNF-α, IL-6, MCP-1, CA
DLN
Total cells, CD19+, CD3+, CD4+/CD25+,
B220+/CD23+
PBMC
CD3+/CD69+, CD8+, CD3+/CD49b+
Liver toxicty
AST, ALT

Analysis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11b+/Gr-1+
DLN
B220+/CD23+
Blood
IgG, IgM, CA
Significantly increased
DLN
Total cells, CD19+, CD3+, CD4+,
CD3+CD69+, CD8+, CD4+/CD25+,
CD3+/CD49b+, CD4+/CD44+
No liver toxicity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11b+/Gr-1+
DLN
B220+/CD23+
Blood
TNF-α, IL-6, IL-17, MCP-1, VEGF, CA
Significantly increased
DLN
Total cells, CD19+, CD3+, CD4+/CD25+
No liver toxicity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DLN
B220+/CD23+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11b+/Gr-1+
PBMC
CD3+/CD69+, CD3+/CD49b+
Serum
TNF-α, IL-6, MCP-1, CA
Significantly increased
DLN
Total cells, CD19+, CD3+, CD4+/CD25+
PBMC
CD8+
No liver toxicity

Result

오승준⋅하현주⋅구지향⋅박양춘⋅오민석⋅정인철⋅이은정

n.r.

Xu W
Wistar
(2013)27)
rat

6

6

Wistar
Yun SM
rat
(2011)26)

Bae BC
Wistar
(2013)28)
rat

6

Lim JS
DBA/1J
(2010)25)
mouse

Age
(wk)

6

Animal
subject

DBA/1J
Park JW
mouse
(2010)24)

Author (yr)

Table I. Continued

8

10

8

6

6

Unit

AIA (CFA)

CIA

AIA (CFA)

CIA

CIA

RA model

14

35

14

28

28

Experiment
period (d)

DMX

Votalin
ointment

DMX

None

None

Positive
control group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75 mg/kg)
HM-Med (150 mg/kg)
HM-High (300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0.5 mL/time)
HM-High (2 mL/time)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High (300 mg/kg)
HM-Med (150 mg/kg)
HM-Low (75 mg/kg)

Normal
Control
HM-Low (200 mg/kg)
HM-High (400 mg/kg)

Normal
Control
HM (0.2 mL)

Experimental
groups

AI
Body weight
Knee thickness
Inflammatory tissue PGE2 level
Cartilage collagen content
Bone glucosaminoglycan

Body weight
Paw swelling
H&E staining
TLR4, MyD88, NF-κB expression

AI
Body weight
Knee thickness
PGE2 level
Cartilagec collagen content
Bone glucosaminoglycan

AI
Paw joint
Total cells
Serum
IFN-γ, IL-6, TNF-α, IL-4, IgM, IgG
Spleen
Total cells, CD3e+, CD19+,
CD3e+/CD69+, CD11b+/Gr-1+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4+/CD25+,
CD11b+/Gr-1+
Blood
IgG IgM CA
DLN
Total cells, CD19+, CD3+, CD4+, CD8+,
CD3+/CD8+, CD3+/CD69+,
CD4+/CD25+, CD3+/CD49b+,
CD4+/CD44+, B220+/CD23+,
CD11c+/MHCII+
Liver toxicity
AST, ALT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Knee thickness
PGE2 level
Cartilage collagen content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Paw swelling
TLR4, MyD88, NF-κB ex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Significantly decreased
AI
Knee thickness
PGE2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Cartilagec ollagen content
Bone glucosaminoglycan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joint
Total cells
Spleen
Total cells
Serum
IFN-γ, IL-6, TNF-α, IL-4, IgM, IgG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joint
Total cells, CD3+, CD4+, CD4+/CD25+,
CD11b+/Gr-1+
DLN
B220+/CD23+, CD11c+/MHCII+
Blood
IgM
Significantly increased
DLN
Total cells, CD19+, CD3+, CD4+, CD8+,
CD3+/CD8+, CD3+/CD69+,
CD4+/CD25+, CD3+/CD49b+,
CD4+/CD44+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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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wk)

8-12

n.r.

5

5

n.r.

n.r.

DA rat
Liu C
(2013)29)

Kwon OG Wistar
(2013)30)
rat

DBA/1J
Sim BY
mouse
(2014)31)

Sim BY
DBA/1J
(2014)32)
mouse

Chang XL ICR
(2015)33)
mice

Wistar
Jia P
rat
(2016)34)

Author (yr)

Animal
subject

Table I.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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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8

16

Unit

AIA (CFA)

AIA (CFA)

CIA

CIA

AIA (CFA)

CIA

RA model

21

26

35

35

14

28

Experiment
period (d)

MTX

DMX

Indo

Indo

DMX

None

Positive
control group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200 mg/kg)
HM-Med (400 mg/kg)
HM-High (800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484 mg/kg)
HM-High (984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 (200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 (200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130 mg/kg)
HM-Med (260 mg/kg)
HM-High (520 mg/kg)

Normal
Control
HM-low (3.45 g/kg)
HM-Med (6.9 g/kg)
HM-High (13.8 g/kg)

Experimental
groups

H&E staining
Paw swelling
Osteoclast
Blood
TNF-α, IL-1β, IL-6
NF-κBp65, IκBα

AI
Body weight
Paw swelling
H&E staining
Blood
TNF-α, IL-1β, NO, PGE2, IL-6
iNOS, COX-2, NF-κB/p65,
p-NF-κB/p65

Micro-CT
Bone density
Blood
WBC,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IgM, IgG, IL-17, TNF-α, hs-CRP
Liver toxicity
AST, ALT
Kidney toxicity
BUN, creatinine

AI
Paw swelling
RA factor
Blood
IL-17, IL-1β, IL-6, TNF-α, hs-CRP

AI
Body weight
Knee thickness
Inflammatory tissue PGE2 level
Cartilage collagen content
Bone glucosaminoglycan

AI
Paw swelling
Micro CT
H&E staining
TNF-α, IL-1β, IL-17, VEGF, VEGFR

Analysis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Paw swelling
TNF-α, IL-1β, IL-6
Significantly increased
IκBα
Osteoclast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swelling
Blood
NF-a, IL-1β, NO, PGE2, IL-6
iNOS, COX-2, NF-κB/p65,
p-NF-κB/p65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Significantly decreased
Blood
WBC,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IgM, IgG, TNF-α, hs-CRP
No Liver toxicity
No Kidney toxicity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swelling
IL-1β, IL-6, TNF-α

Significantly decreased
AI
Knee thickness
PGE2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Cartilage collagen content
Bone glucosaminoglycan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swelling
TNF-α, IL-1β, IL-17, VEGF, VEGFR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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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4

10

6-8

He L
SD rat
(2018)37)

Wang K
SD rat
(2018)38)

SD rat
Kim BH
(2018)39)

Cao YX
SD rat
(2019)40)

6

10

10

16

6

8

Unit

AIA (CFA)

MIA
(monosodium
lodoacetate)

CIA

CIA

AIA (CFA)

AIA (CFA)

RA model

28

28

28

28

28

24

Experiment
period (d)

MTX

None

MTX

None

MTX

Ibu

Positive
control group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APS (1 mg/100 g)
HM (0.12 g/100 g)
Triptolide

Normal
Control
HM (500 m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0.6 g/kg)
HM-Med (0.9 g/kg)

Normal
Control
HM-Low (0.95 g/kg)
HM-Med (1.9 g/kg)
HM-High (3.8 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4.5 g/kg)
HM-Mid (9 g/kg)
HM-High (18 g/kg)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HM-Low (0.7 g/kg)
HM-Mid (2.1 g/kg)
HM-High (6.3 g/kg)

Experimental
groups

H&E staining
TNF-α, IL-6, IL-17
miRNA12
MAPK/p38, TLR4, NH-kB/p65

Body weight
Paw swelling
Appearance of knee cartilage
H&E staining
BAX level
Bcl-2 expression

AI
Body weight
Paw swelling
H&E staining
OPN, COMP, TNF-α, IL-18

AI
H&E staining
CD31, αSMA, VEGF

AI
Paw swelling
H&E staining
Treg, Th17
IL-6, 17, TNF-α, TGF-β

AI
Body weight
Paw swelling
Blood
TNF-α, IL-6, VEGF
H&E staining

Analysis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TNF-α, IL-6, IL-17
miRNA12
MAPK/p38, TLR4, NH-kB/p65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BAX, Bcl-2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swelling
OPN, COMP, TNF-α, IL-18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CD31, αSMA, VEGF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swelling
Th17
IL-6, 17, TNF-α, TGF-β
Significantly increased
Treg

Improvement in histological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AI
Paw swelling
Blood
TNF-α, IL-6, VEGF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Result

RA: rheumatoid arthritis, CIA: collagen induced arthritis, MTX: methotrexate, HM: herbal medicine, IL: interleukin,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AI:
Arthritis Index, DLN: draining lymph nodes, PBMC: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CA: collagen antibody,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E:
Hematoxylin & Eosin, MHCII: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class I,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FN: interferon, AIA: adjuvant
induced arthritis, CFA: complete Freud’s adjuvant, DMX: dexamethasone, PGE2: Prostaglandin E2, n.r.: not reported, TLR4: toll-like receptor 4, NF-κB: Nuclear factor-kappa B, micro-CT:
micro-computed tomography, Indo: indomethac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WBC: white blood cell, BUN: blood urea nitrogen,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COX-2:
cyclooxygenase 2, NO: nitrogen monoxide, ICR: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SD: Sprague-Dawley, Ibu: ibuprofen, Treg: regulatory T cell, αSMA: α-smooth muscle actin, OPN: osteopontin,
COMP: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 APS: astragaluspolysaccharides,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6-8

Qian C
SD rat
(2017)36)

Age
(wk)

n.r.

Animal
subject

SD rat
Pan T
(2017)35)

Author (yr)

Table I.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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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Herbal Compound Used as Intervention

하였다19-24,32). AST와 ALT를 측정한 모든 연구에서 한

Author (yr)

Herbal medicine used as intervention

약치료군은 간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추가로 Sim 등32)

Kung SE (2008)17)

Haedongpibokhap-bang

Kim MK (2009)18)

의 연구에서는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측정을 통

Gamidaeganghwal-tang

Kim JG (2009)19)

Esubwhaltong-tang

해 신독성을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한약치료군이

Kim HS (2009)20)

Kwanjulbang-6

Min BK (2010)21)

Kwanjulbang-7

22)

Kim JK (2010)

Kwanjulbang-8

Kim EH (2010)23)

Kwanjulbang-9

Park JW (2010)24)

Changchuldointang gamibang

Lim JS (2010)25)

Gyehyeoldeungbokhap-bang

다. Pan 등35), Kwon과 An30)의 연구에서는 중재 한약의

Yun SM (2011)26)

Sowhalrack-dan

농도에 관계없이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부분의 류마티

Shuangtengbitong tincture

스 관절염 평가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특

Imyo-san

정 농도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인 논문은 Yun 등26),

Wen Luo Yin

Chang 등33), Qian 등36), Xu 등27), Liu 등29), Wang 등38),

Kwon OG (2013)

Kangwhaldoche-tang

31)

Gamikyejakjimo-tang

He 등37), Jia 등34), Bae 등28)의 연구로 Wang 등38)의 연

32)

GamiBangkeehwangkee-tang

27)

Xu W (2013)

28)

Bae BC (2013)

Liu C (2013)29)
30)

Sim BY (2014)
Sim BY (2014)

Chang XL (2015)33) Guge Fengtong formula
Jia P (2016)34)

Xitong Wan

Pan T (2017)35)

CN formula

Qian C (2017)36)

Qianghuo Erhuang Decoction

He L (2018)37)

Wu-Tou Decoction

Wang K (2018)38)

Bi-Qi capsule

신장 손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보였다.

9) 치료 효과 분석
24편의 논문 모두 중재로 사용된 한약 복용이 류마티
스 관절염의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보였

구를 제외한 8편의 연구에서는 고농도 한약치료군에서
는 유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 반면 저농도 한약치료군
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Wang 등38)의
연구만은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저농도(0.6 g/kg) 한약
치료군이 고농도(0.9 g/kg) 한약치료군보다 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체중, 무릎 두께, AI를 이용해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

39)

Mahaegeuigam-Tang

한 모든 연구에서 한약치료가 유의한 치료 효과를 나타

40)

Xinfeng capsule

냈다17,20-26,28-31,33,35-38). 한약치료군은 류마티스 관절염

Kim BH (2018)
Cao YX (2019)

대조군이 체중감소를 보이는 것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analysis), 유전학적 분석(genetic analysis), 골학적 분석

체중 감소를 보였고, 무릎 부종의 두께는 유의하게 감

(osteologic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형태학적 분석에

소하였으며 AI점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서는 Arthritis Index (AI), body weight, knee thickeness,

였다.

paw swelling 등을 이용하였고, 혈액학적 분석에서는 paw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을 통해 염증조

joint 혹은 draining lymph node 부위의 면역세포인 CD3+,

직을 관찰한 모든 연구20-23,27,29,33-40)에서 한약치료군에

CD4+, CD8+ 등을 측정하거나 혈장 내에서 tumor ne-

서 윤활막의 비후, 염증 세포의 침윤, 판누스 형성, 관

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6, IL-17, IL-1β,

절과 연골의 손상, 뼈의 부식과 같은 염증조직의 증상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등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들이 감소함을 보였다.

cytokin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골학적 분석에서는 슬관

그 외에도 Cao 등40)의 연구에서는 한약치료군이 모

절 연골의 collagen 함량, osteocalcin 등을 분석하였다.

든 실험군 중 조직학적 손상을 가장 적게 나타냈고, 심
장 조직의 apoptosis를 억제하고 염증성 cytokine을 감소

8) 안전성 평가

시키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Yun 등26), Bae28), Kwon

총 7개의 연구에서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과 An30)의 연구에서는 한약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수치를 검사하여 실험연

의미한 Prostaglandin E2 (PGE2) 감소, 관절연골 내 col-

구에 사용된 한약제제가 간독성을 나타내는지를 판단

lagen 증가, 관절연골 내 glucosaminoglycan의 함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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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보였다. Kung 등17), Kim과 Oh23), Sim 등32)의 연구

실험에 사용된 동물 모델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을

에서는 IgG, IgM 수치가 한약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발하기 위해 CFA와 collagen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

37)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He 등 의 연구에서는 한약

향을 보였으며, 오래된 논문일수록 mouse를, 최근 논문

치료군에서 CD31, α-smooth muscle actin, vascular en-

일수록 rat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과 같은 신생혈관 형

중재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24종류의 한약
이 있었고, 크게 治風과 補陽筋骨하는 변증으로 나눌 수

성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있었다. 관절 6-9호방20-23), Xinfeng capsule40), 소활락단17),
CN formula35), 강활이황탕36), Shuangtengbitong tincture27),

고찰»»»

Xitong Wan34), 강활도체탕30), 이묘산28) 등의 처방은 治
風을 위주로 하는 약제들이 사용되었고, Guge Fengtong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한 관절

Formula33), Wen Luo Yin29), Bi-Qi Capsule38), 오두탕37),

의 염증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며, 관절

마행의감탕39) 등은 補陽筋骨하는 약제들로 구성되었다.

활막의 염증이 가장 중심적인 증상이다41). 자가면역반

한편 가미계작지모탕31), 가미방기황기탕32) 등의 처방과

응 혹은 원인 학원에 의한 염증반응 이후에 NF-κB와

같이 治風하는 약제와 補陽筋骨하는 약제를 병용하는

42)

염증 매개물질인 TNF-α,

처방들도 존재하였다. 다만, 최근 연구에 가까울수록 治

IL-6, IL-8과 같은 물질들이 염증반응의 증폭과 증상의

風하는 약제와 補陽筋骨하는 약제를 병용하는 처방보다

악화, 관절의 손상을 유발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

는 治風하는 약제만으로 구성된 처방 혹은 補陽筋骨하

료에는 NSAIDs, DMARDs,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

는 약제만으로 구성된 처방을 연구에 선정하는 경향을

들이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이들 약물의 장기간

보였다. 이는 처방 구성 약물의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

사용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전체 환자의 절반

가 처방 및 구성약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용이하기 때

같은 신호전달체계를 거쳐

8)

문으로 생각된다.

정도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
한의학과 한약제제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효과에 대한 분석지표는 크

될 수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류마티스 관절

게 형태학적 분석, 혈액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 유전

43-45)

.

학적 분석, 골학적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형태

10)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의학에서 痺證, 歷節風이라 하여

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약치료군에서 실험동물의 체중

風濕을 주 원인으로 보아 治風, 補陽筋骨하는 치료법을

감소, 관절 부종의 완화, 관절의 변형 억제 등이 관찰되

염 치료법으로써 지속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46)

47)

활용하였다 . 이에 과거부터 牛膝 과 같은 한약제나
48)

었다. 형태학적 분석 중 가장 많이 쓰인 AI는 류마티스

利濕活通湯 과 같은 한약복합제제의 치료효과가 국내

관절염 증상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40), 실험에

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참여하지 않는 blind 연구자가 쥐의 관절을 관찰한 후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

0~4점(0=부종이나 발적이 전혀 없음; 1=발가락 관절에

라 국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만 부종과 발적이 관찰됨; 2=발가락관절과 발가락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약제의

서 부종과 발적이 관찰됨; 3=발가락관절부터 발목까지

치료 효과에 대한 국외 연구 결과를 다루지 않았다. 이

부종과 발적이 관찰됨; 4=다리 전체에서 발적과 부종이

에 저자는 국내와 국외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문헌검

관찰됨)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며 각 다리별로 점수를

색을 통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시행하여 최근 10년

매겨 0점부터 16점 사이로 평가한다49). 본 연구에 포함

이내의 국내와 국외에서 보고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

된 15개의 연구 중 8개의 연구에서 AI를 평가도구로 포

한 한약제제의 치료효과와 연구동향에 대해 확인하고

함시켰으며, 8개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외

자 총 25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에도 micro-computed tomography, paw swelling, body

한약제제의 사용 경향과 연구 설계 동향을 확인할 수

weight 등의 지표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형태학적 평가

있었다.

지표로 사용되었다.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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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
물질로 생각되는 것은 TNF-α와 IL-6이며 두 물질의 혈

결론»»»

중농도가 상승하면 관절의 파괴, 활막 비대와 같은 염
50)

본 연구에서는 24개의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증반응이 촉진된다 . 두 물질은 혈액학적 분석에서 가

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동물 실험에서 다양한 한약

장 많이 이용된 평가지표로, 본 연구에 포함된 15개 중

제제의 효과 검증과 치료 기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진

9개의 연구에서 TNF-α와 IL-6에 대한 혈액학적 분석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연구에 사용된 처방 및

시행하였고, 모든 연구에서 두 물질의 혈중농도가 한약

구성약제가 상이하고, 시험 설계 또한 동일하지 않아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추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

관절염에 침윤된 관절은 활막 비대, 연골 파괴, 골 부
8)

으로 자주 사용되는 처방에 대한 연구 효과 및 데이터

식 등의 특징을 보인다 . 이러한 관절조직의 손상 정도

누적, 단미제 혹은 추출된 유효물질의 치료기전 검증을

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조직검사 방법으

통한 신약개발 등의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로는 H&E staining 방법이 있으며, 15개의 연구 중 10

대한다.

개에서 H&E staining을 통해 조직화학적 검사를 시행
하였다. 그 결과 10개 연구 모두에서 한약치료군의 관
절염으로 인한 관절손상이 대조군에 비해 완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각 연구의 실험 방법에 따라 NF-κB와 같
27,33,34)

은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신호전달 체계의 억제

,

26,28,30,33)

PGE2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 억제

22,29,35,37)

와 같은 염증조직의 성장인자 억제

, VEGF

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의 다양한 경로에 작용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는 각 연구들마다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2013년 이전에 발표한 논문17-30)에서는 PGE2, 육안으로
확인한 연골의 collagen 비율, 체중, 무릎 두께 등의 지표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4년 이후에 발표한 논문31-40)
에서는 TNF-α, IL-6 등과 같은 혈중 염증매개체, H&E
staining과 같은 조직화학적 분석, AI와 같은 지표 등이 추
가되어 보다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포함한 실험들의 한약 복합제제의
구성, 실험 설계, 실험기간, 평가지표 분석 등이 상이하
여 특정 한약제제의 효과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치료 기
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한약제제와 그 기전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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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herb medication
based on ‘Go-bang’ treatment, ‘Huse-ba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 acute neck
pain caused by traffic accidents.
Methods We studied 40 patients with acute neck pain after traffic accidents who had
admitted to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from November 25, 2018 to November 25, 2019. 20 patients had
received Herb Medication Based on ‘Go-bang’ and 20 patients had received herb
medication based on ‘Huse-bang’ three times a day.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retrospective observation study which analyze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We used
visual analogue scale (VAS) to evaluate pain reduction and neck disability index (NDI)
to evaluate function improvement twice (hospitalization day and 5 days later).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5 program.
Result The VAS scores, NDI scores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treatment in all patients. Both ‘Go-bang’ and ‘Huse-bang’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S reduction and improvement of NDI on the fifth day of hospitalization.
In the ‘Huse-bang’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NDI
than in the ‘Go-bang’ group.
Conclusion We found that both types of herbal-medication were significantly effective on acute neck pain and neck disability after traffic accident. Further study is needed about the comparison of effectiveness between Go-bang’ and ‘Huse-bang’groups.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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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승자의 머리가 급격하게 과신전 및 굴곡됨으로써 발생
한 두경부 및 이와 관련된 전신성 증후군으로1), 그 중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whiplash injury associated dis-

경항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2). 이러한

orders)이란 자동차 사고 당시 가속과 감속 과정에서 탑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급성 경항통 치료에 있어 침, 추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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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약 등의 한의학적 처치에 대해 환자의 선호도가
높고3), 해당 환자군의 한방의료이용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4). 한의학적 처치 중 특히 한약 치료는
침 치료와 달리 비침습적이며, 한약 처방 이후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복약지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대전대
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5일 이내의 교통

한약 처방은 고방(古方)과 후세방(後世方)으로 나누

사고로 인해 발현된 급성 경항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

어질 수 있다. 고방은 고대 의학의 사상으로 복귀한다

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진단받고 5일 이상 입

5)

6)

는 뜻으로 ≪傷寒論≫ 과 ≪金匱要略≫ 에 기술된 처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통

방을 의미하며, 후세방은 金元明淸(1115~1912년)대의

해 아래의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40명의 환자를 선

처방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방 이외의 처방을 의미한

별하여 고방을 처방하여 복용한 한방치료군(A군) 20명

7)

다 .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 환자에 대한 한약

과 후세방을 처방하여 복용한 한방치료군(B군) 20명으

치료 효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항통의 원인을 외

로 분류하였다. 이 중 VAS, NDI 평가에 대한 진료 기록

8)

부의 충격으로 인한 氣滯와 瘀血 로 변증하고 疏散瘀血,

이 있는 환자 40명의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 방법으로

舒筋通絡하는 후세방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초기 통증

분석하였다.

9)

에 유효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Uhm 등 의 연구가 있었
10)

다. 또한 氣滯瘀血 변증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을 보
11)

완하기 위해 ≪藥徵≫ 을 기반으로 한 고방의 유효한
12)

본 연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및 설문지를 후향적
으로 관찰한 연구로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승인(DJDSKH-19-E-21-1)을 받

치료 효과를 보고한 Jeon과 Oh 의 연구가 있었다. 교

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제외기준은 아

통사고 상해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래와 같다(Fig. 1).

의 조사결과에도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
로 임상에서 고방과 후세방을 모두 한약 치료에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고방과 후세방이

1) 선정기준
(1)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의 통증 경감 및 치료경
과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5일
까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
한 환자 중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수집하여 고방을 처방한 환자
군과 후세방을 처방한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두 군의 치
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환자 두 군에 대하여 visual
analogue scale (VAS), neck disability index (NDI), 입원
기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통해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Fig. 1. The flow chart of patient selection. VAS: visual analogue
scale, NDI: neck disability index.

118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17-127.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 환자에 대한 고방 치료와 후세방 치료의 효과 비교: 후향적 연구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교
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을 호소한 입원환자

2) 수집한 자료 항목

중 전자의무기록상 주상병 및 부상병이 “경추의

(1) 성별 및 연령

염좌 및 긴장(상병코드: S134)”으로 등록되어 있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은 남녀로, 연령은

는 경우
(2) 만 10세 이상의 남녀
(3)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표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로 구분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 후 분류하였다.
(2) 한약 처방

준치료로 시행하고 있는 침치료, 뜸치료, 약침치

고방을 처방하여 복용한 한방치료군(A군) 20명과 후

료, 물리치료를 포함한 한방치료의 처방내역이 최

세방을 처방하여 복용한 한방치료군(B군) 20명의 처방

소 5일 이상의 입원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경우

을 각각 다빈도 순서로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4) 본원에서 5일 이상 입원하는 동안 4일 이상 동일
한 한약 처방을 받은 경우
(5) 수상일 기준 5일 이내의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6) 치료 전, 입원치료 5일 경과 후 VAS, NDI 설문
평가가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제외기준
(1)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 경추의 골절, 탈구, 아탈

(3) 치료기간

각 군 간의 치료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입원 기간을 조사하였다.
(4) VAS, NDI 변화 값

각 군 간의 통증,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에 대한 고방
치료와 후세방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자의
무기록에 기록된 입원 시와 입원 5일째의 VAS, NDI 값
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구와 같은 정형외과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2) C-spine MRI, C-spine CT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혹은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입원한 경우
(3) 섬유근육통, 류마티스관절염, 후종인대골화증 등
의 병력이 있는 경우
(4) 치료 전, 입원치료 5일 경과 후 VAS, NDI 설문
평가가 전자의무기록에 없는 경우
(5)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나 치료의 처방내역
이 있는 경우
(6) 입원치료 중 소염진통제 및 근이완제를 복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치료 방법
연구 대상자 40명의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
상자들은 모두 침 치료, 뜸 치료, 약침 치료, 물리 치료
를 공통으로 처방받았다. 위의 침 치료, 뜸 치료, 약침
치료, 물리 치료를 한방치료로 명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침 치료
침 치료는 1회용 stainless steel 멸균용 호침(0.25×30 mm;
(주)동방메디컬, 보령, 한국)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복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 방
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1) 분류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분석
하여 고방을 처방한 환자를 A군, 후세방을 처방한 환자

위 상태에서 15분간 유침하였다. 침은 완골(GB12), 풍
지(GB20), 견정(GB21), 천주(BL10), 대저(BL11), 풍부
(GV16), 대추(GV14), 후계(SI13), 중저(TE3) 등의 혈자
리, 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경판상근, 두판상근,
부척주근 등의 근육을 목표로 자입하였으며, 유침 시간
동안 경피 적외선 조사요법(IR-880; (주)아이티시, 대전,
한국)을 자침 부위에 시행하였다. 침 치료는 1일 2회, 오
전과 오후에 시행하였다.

를 B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수집
하고자 하는 자료 항목은 아래와 같다.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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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방법

2) 뜸 치료
뜸 치료는 통처 2부위로 전자무연뜸((주)동방메디컬),
황토뜸((주)동방메디컬)을 각각 1일 1회 15분씩 시행하
였다.

1) 시각적 상사척도(VAS)15)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 측정에 있어서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연구자의 관여가 최소화되는 측정법이다.
10 cm의 수평선의 양쪽 끝에 0 (통증이 없는 상태)과

3) 약침 치료

10 (가장 심한 통증)으로 정해 놓고 환자가 직접 자신의

약침은 소염약침(2 mL; 대한약침제형연구회, 원주, 한

통증 정도를 일직선 위에 V 표로 표시하도록 하여 0에

국), 봉약침(SBV10 2 mL [melittin 0.1 mg/mL]; 대한약침

서 표시된 지점까지를 cm자로 재어서 점수화한다. VAS

제형연구회) 중 한 종류를 일회용 주사기(1 mL, 26G×13 mm

는 통증 측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의 하나로 적용

syringe; (주)벡톤디킨슨, 서울, 한국)를 사용하여 복와위

이 쉽고 간단하며 수집이 편리하고 단기간의 변화에 따

상태에서 주입하였다. 봉약침을 사용하는 경우 주입 1일

른 신뢰성이 좋다.

전 환자의 곡지혈(LI11) 피하로 0.2-0.3 cc 주입하여 skin
test 시행 후 발적, 소양감, 통증 등의 이상 반응이 없는 경

2) 경부장애지수(NDI)16)

우 시행하였다. 약침 치료는 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

경추부 이상 측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설문 양식으

근, 경판상근, 두판상근 등의 경결점을 목표로 주 3회,

로 처음에는 심한 경추 통증, 특히 편타성 손상 환자에

오후에 시행하였다.

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
다. 통증 강도, 일상생활, 들어올리기, 읽기, 두통, 집중

4) 물리 치료

도, 일, 운전, 수면, 여가생활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각

물리 치료는 간섭파 전류치료(interference current ther-

각 6개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0-5점). NDI 점수는

apy; (주)대화메디피아, 대전, 한국), 건식부항(DK-S01;

각 항목의 합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부 이상과 관련된

(주)대건양행, 서울, 한국), 경피경근온열요법(Hot Back;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6개의 항목 점

(주)대송메디칼, 청주, 한국)을 공통으로 처방하였으며,

수를 합산하여 0-4점은 장애 없음, 5-14점은 약간의 장

환자에 따라 심층열 치료로 microwave therapy (ME-8150;

애, 15-24점은 중등도의 장애, 25-34점은 심한 장애, 35

(주)대화메디피아, 대전, 한국), ultrasound therapy (Endostim

점 이상은 완전한 장애를 의미한다.

II; (주)대화메디피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방하였
다. 물리 치료는 1일 1회 시행하였다.

5. 통계처리

5) 한약 치료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5.0 for Windows pro-

한약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증하여 처방하였

gram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으며 1일 3회 2첩 3팩(100 mL/팩), 식후 30분을 기준으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40명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변인에 대한 빈도 분석,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A군
과 B군의 입원 시와 입원 5일째의 NDI, VAS를 비교하

(1) 고방 처방
5)

6)

고방은 ≪傷寒論≫ 과 ≪金匱要略≫ 을 근거로 처

고 분석하였다. Shapiro-Wilk test로 정규성 검정을 시행
하였고,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 집단 내의 치료 전후 차

방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정규성을 만족하

(2) 후세방 처방
14)

후세방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처방집 을 근거
로 처방하였다.

지 못한 경우에는 Wil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였다.
A군과 B군 모두에 대해 입원 시와 입원 5일째의 평
가도구의 수치값 변화가 유의한 경우에는 independent
two-sample t-test를 사용하여 군간 비교로 각 군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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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변화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모
든 결과 값은 평균±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
로 표기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
1. 일반적 특성
1) 성별 및 연령

Table Ⅰ.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ccording to Age and Sex
Age (yrs)

B군에서 남자 9명, 여자 11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A군

Group B
(n=20)

Male Female

Male Female

10-19

0

0

1

0

20-29

2

1

2

3

30-39

2

3

2

0

40-49

1

3

0

5

50-59

5

2

0

3

60-69

0

1

4

0

Total

10

10

9

11

Mean±standard deviation

성별 분포는 A군에서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었으며,

Group A
(n=20)

*

42.65±15.67*

43.75±11.80

Group A: Go-bang, Group B: Huse-bang.
*
p=0.97 was evaluated by Wilcoxon rank sum test.

에서 10-19세가 0명, 20-29세가 3명, 30-39세가 5명,
40-49세 4명, 50-59세는 7명, 60-69세 1명이었으며, B군

Table Ⅱ. The Hospitalization Period for Group A and Group B
Variable

Group A

Group B

p-value*

40-49세 5명, 50-59세는 3명, 60-69세 4명이었으며, A군

Hospitalization period (d)

8.00±3.11

8.80±3.15

0.187

의 평균 연령은 43.75±11.80세, B군은 42.65±15.67세로 각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Go-bang, Group B: Huse-bang.
*
p-value was evaluated by Wilcoxon rank sum test.

에서 10-19세가 1명, 20-29세가 5명, 30-39세가 2명,

군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97)(Table Ⅰ).

2) 입원기간
평균 입원 기간은 A군에서 8.00±3.11일, B군에서
8.80±3.15일로 각 군 간의 평균 입원 기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87)(Table Ⅱ).

Table Ⅲ. The List of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Group
Group A

3) 한약 치료
한약 처방은 변증을 통하여 환자에 따라 한약을 처방
하였으며 A군에서 다용된 처방은 桂枝湯, 桂枝加葛根
湯, 桂枝加桂湯, 越婢湯 순이었으며 B군은 回首散加減方

Group B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Frequency

Gyeji-tang

6

Gyejigagye-tang

4

Gyejigagalgeun-tang

6

Weolbi-tang

4

Hoisusangagam-bang

20

Group A: Go-bang, Group B: Huse-bang.

단독이었다(Table Ⅲ).
A군에 사용된 桂枝湯, 桂枝加葛根湯, 桂枝加桂湯, 越
17)

婢湯의 처방구성은 ≪傷寒論解說≫ 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처방 1첩의 내용과 용량은 Table Ⅳ과 같다.
B군에 사용된 回首散加減方의 처방구성은 ≪東醫寶
鑑≫18)의 回首散을 기준으로 하여 약재를 가감한 것으
로, 처방 1첩의 내용과 용량은 Table Ⅴ과 같다.

2. 치료 결과 비교
1) VAS
입원 시 VAS는 A군과 B군에서 각각 5.49±1.94,
6.49±1.81였으며 각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므로 입원 당시 각 군 간의 통증 정도가 유사하
였음을 알 수 있다(p=0.099).
VAS의 변화량은 A군의 경우 입원 시 5.49±1.94에서
입원 5일째 3.08±1.89로 2.41±1.27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01), B군의 경우 입원 시 6.49±1.82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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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Ⅳ. The Prescription of Group A

Table Ⅴ. The Prescription of Group B

Prescription

Pharmacognostic
name

Gyeji-tang

Cinnamomi Ramulus

6

Paeoniae Radix Rubra

6

Zingiberis Rhizoma
Crudus

6

Jujubae Fructus

8

Perillae Folium

8

Jujubae Fructus

6

Cyperi Rhizoma

8

Citri Unshius
Pericarpium

6

Atractylodis
Rhizoma

6

Linderae Radix

6

Chaenomelis
Fructus

4

Osterici Radix

4

Platycodonis Radix

4

Cnidii Rhizoma

4
4

Glycyrrhizae Radix
Gyejigagye-tang

28

Prescription
Hoisusangagam-bang

4

Cinnamomi Ramulus

10

Paeoniae Radix Rubra

6

Zingiberis Rhizoma
Crudus

6

Jujubae Fructus

6

Glycyrrhizae Radix

4

Gyejigagalgeun-tang Puerariae Radix

Weolbi-tang

Quantity Total
(g)
(g)

8

32

36

Pharmacognostic
name
Zingiberis Rhizoma
Crudus

Quantity Total
(g)
(g)
12

Cinnamomi Ramulus

6

Paeoniae Radix Rubra

6

Zingiberis Rhizoma
Crudus

6

Batryticatus
Bombyx

Jujubae Fructus

6

4

Glycyrrhizae Radix

4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Zingiberis Rhizoma
Crudus

12

4

Gypsum Fibrosum

16

Araliae
Continentalis
Radix

Ephedrae Herba

12

4

Jujubae Fructus

8

Aurantii Fructus
Immaturus

Zingiberis Rhizoma
Recens

6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2

Glycyrrhizae Radix

4

58

88

Group B: Huse-bang.

Group A: Go-bang.

Table Ⅵ. The Change of VAS between Group A and Group B
Group

p-value

Pre-Tx.

Post-Tx.

Improvement

Group A

5.49±1.94

3.08±1.89

2.41±1.27

0.000*

Group B

6.49±1.81

3.31±1.74

3.18±1.89

0.000*

Within group

Between group
0.1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Go-bang, Group B: Huse-bang, VAS: visual analogue scale, Pre-Tx.: pre therapy (1 day), Post-Tx.: post therapy (5 days later).
*
p<0.001 was evaluated by paired t-test, †p-valu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에서 입원 5일째 3.31±1.74로 3.18±1.89만큼 유의미하

비교하여 보았을 때 B군의 변화량이 더 큰 감소량을 보였

게 감소하였다(p<0.001).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37)(Table Ⅵ).

각 군의 변화량은 각각 2.41±1.27, 3.18±1.89로 각 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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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 The Change of NDI between Group A and Group B
Group

p-value

Pre-Tx.

Post-Tx.

Improvement

Group A

19.30±7.37

13.45±6.44

5.85±4.36

0.000*

Group B

21.95±7.24

13.05±5.91

8.90±4.66

0.000*

Within group

Between group
0.03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Go-bang, Group B: Huse-bang, NDI: neck disability index, Pre-Tx.: pre therapy (1 day), Post-Tx.: post therapy (5 days later).
*
p<0.001 was evaluated by paired t-test, †p<0.05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2) NDI
입원 시 NDI는 A군과 B군에서 각각 19.30±7.37,
21.95±7.24였으며 각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으므로 입원 당시 각 군 간의 통증 정도가 유사
하였음을 알 수 있다(p=0.258).
NDI의 변화량은 A군의 경우 입원 시 19.30±7.37에서
입원 5일째 13.45±6.44로 5.85±4.36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01), B군의 경우 입원 시 21.95±7.24
에서 입원 5일째 13.05±5.91로 8.90±4.66만큼 유의미하
게 감소하였다(p<0.001).
각 군의 변화량은 각각 5.85±4.36, 8.90±4.66으로 각 군
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B군의 변화량이 더 큰 감소량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Ⅶ).

한의학적 관점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통증은 氣滯瘀血로 변증21)하여 順氣活血
하는 치법으로 金, 元, 明, 淸 시대의 후세방을 활용한
한약 치료를 다용하였다22-24).
그러나 Kim 등10)은 교통사고 이후 경항통을 호소하
는 환자에게 일관되게 氣滯瘀血 변증만을 적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臟腑 변증, 八綱 변증, 病因
변증, 氣血津液 변증으로 이루어진 Diagnosis System of
Oriental Medicine을 이용해 교통사고 환자의 다양한 변
증, 병인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Jeon과 Oh12)
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고방 처방을 통해 유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발현된
통증이 모두 氣滯瘀血로만 변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변증으로 접근하여 한약 처방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찰»»»
2018년 한 해 동안 약 122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
였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각각 2.6%, 2.9%가 증가하였다. 심각한 상해로 인해 발
생한 중상자 수,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경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자의 주 상해 부위로 경추부
상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2,19). 교통사고 후 나
타나는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고 당시 충격으로 탑승
자의 목이 과신전 과굴곡되어 나타나는 편타성 손상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유발된 증상으로 연
도별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에서 2018년 7,139
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
료비 비중이 2019년 상반기 기준 40%를 넘어서고 있
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비중에서 첩약은 51.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

고방은 ≪傷寒論≫5)과 ≪金匱要略≫6)에 기술된 처
방을 의미하며 실증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처
방 시 전반적인 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한다25). 설문
지26)는 ≪藥徵≫11), ≪傷寒論解說≫17) 및 ≪古方類聚≫27)
등의 서적과 문진 내용 등을 활용하여 증상을 개괄적으
로 표현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지 내용은 총 14개
의 부분으로 食慾, 消化狀態, 口渴, 大便, 小便, 寒熱, 汗
出, 手足 및 身體, 頭痛, 胸部, 睡眠, 皮膚, 關節痛 部位,
婦人科 症狀으로 나뉘며, 이 문항 안에 각각의 개별 내
용이 있다. 예를 들어 汗出 문항을 통해 병위의 표리를
이해하고 桂枝나 黃耆, 葛根 등의 사용 유무를 파악하
며, 寒熱을 통해 衝과 煩 등을 확인하며, 頭部 및 胸部와
같이 병위에 맞는 약 처방을 선택한다28).
교통사고 후 경항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는
많지만 한약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총 2편29,30)으
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www.e-jkmr.org

123

김상우⋅구지향⋅하현주⋅오민석

경항통 환자에 대한 고방과 후세방의 효과를 비교한 연

된 설문지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도구이다.

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사고로 유발된

NDI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받은 도구로서 경항통

급성 경항통 환자에 대해 氣滯瘀血의 변증을 이용하는

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널리 적용하고 있다34). 설문지에

후세방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참고하여 처방

는 통증 강도, 자기관리, 물건 들어올리기, 책읽기, 두

한 고방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치료법 선택에 기준을 제

통, 집중도, 일의 수행정도, 운전, 수면, 여가 생활 등 10

시하고자 하였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0-5점이

본 연구는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5일
까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

고 10개 문항의 합이 최고인 점수는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제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교통사고로 인해 발현된 급성 경

일반적인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

항통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5일 이상 입

서 A군은 남자 10명, 여자 10명, B군은 남자 9명, 여자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전자의무기록

1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A군은 43.75±11.80세, B군

검토를 통해 선정 제외기준에 맞는 40명 환자의 전자의

은 42.65±15.67세로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무기록을 수집하여, 고방을 복용한 한방치료군(A군) 20

의하지 않았다. 본원 입원 시 평균 VAS는 A군에서

명과 후세방을 복용한 한방치료군(B군) 20명으로 분류

5.49±1.94, B군에서 6.49±1.81이며, 평균 NDI는 A군에

하고 치료 전후 통증의 변화와 경추부 기능적 상태를

서 19.30±7.37, B군에서 21.95±7.24로 군 간의 차이는

후향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군 간 성비, 연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항통은 초기에 환자가 호소

령, 입원 시 경항통의 통증 강도와 일상생활 제한 정도

하는 통증의 강도가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초

가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슷한 조건에서 치료를 시작했

31)

기 치료가 지연될수록 회복 속도가 감소한다 . 교통사

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이후 경항통을 유발하는 편타성 손상의 치료 프로토

각 군의 평균 입원 기간은 A군에서 8.00±3.11일, B군

콜은 총 6단계로 나누어진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1단

에서 8.80±3.15일로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계는 4일 이내, 2단계는 4일에서 3주 이내, 3단계는 3-6

지 않았다.

주, 4, 5, 6단계는 6주 이후에 해당하며 각 단계별로 주

한약 처방의 경우 고방을 처방받은 A군은 총 20명이

요 치료목표가 존재한다. 1단계에 속한 사고 당일 기준

었고, 후세방을 처방받은 B군은 총 20명이었다. A군에

4일 이내의 치료목표는 통증 감소와 치료경과에 대한

서 다용된 처방은 桂枝湯 6명, 桂枝加葛根湯 6명, 桂枝加

환자의 인식개선으로 사고 이후 4일부터 4주 이내인 2

桂湯 4명, 越婢湯 4명 순으로, B군은 回首散加減方 20명

32)

단계의 치료목표인 기능회복과 대비된다 . 따라서 본

으로 처방되었다.

연구는 한약 처방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교통사

치료 전후 통증 평가를 살펴보면 A군에서 VAS의 변

고 발생 후 일주일 이내의 급성 경항통 환자를 연구대

화량은 2.41±1.27, B군은 3.18±1.89로 측정되어 두 군

상으로 하였으며 입원 시와 입원 5일째 각각 통증 평가

모두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B군

및 기능 장애 평가를 시행하였다.

에서의 변화량이 A군보다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A군과 B군의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 치료

하지 않았다.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VAS, NDI를 사용하여 통증,

치료 전후 기능 평가를 살펴보면 A군에서 NDI의 변

기능 개선을 평가하였다. 통증 평가도구인 VAS는 비례

화량은 5.85±4.36, B군은 8.90±4.66으로 측정되어 두 군

척도로 10 cm 직성의 왼쪽 끝에는‘통증 없음’가장 오른

모두 유의하게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감소한 것을 볼

쪽 끝에는‘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명시하고

수 있었다. B군에서의 변화량이 A군보다 더 컸으며 통

환자에게 자신의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는

계적으로 치료 전후 그룹간 NDI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

방식으로 높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갖추어 임상연구에

가 있었다.

33)

활용하기 적합한 통증 평가 방법이다 . NDI는 경항통

본 연구는 후향적 관찰연구로 후세방 치료군과 고방

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

치료군이 모두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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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감소와 기능회복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回首

방안을 넓히고 그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散加減方 단용인 후세방 치료군이 桂枝湯加減方과 越婢
湯인 고방 치료군보다 일상생활의 제한과 관련된 NDI
감소에 통계적으로 더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
방의 처방 방법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결론»»»

고방 처방 시 모든 병은 水穀 出納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으로 대전대학교 대

나타난 하나의 毒으로부터 시작한다는 吉益東洞의 ≪藥

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치료한 환자 중 古方

徵≫을 바탕으로 一毒의 병소를 찾고 치법(吐, 汗, 下,

치료군 A군(20명)과 後世方치료군 B군(20명)의 진료기

35)

和)을 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다 . 하지만 설문지

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다

내용 중 총 14개 항목에서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환자의 치료 전후 경항통의 VAS, NDI 값은

우 一毒의 병소를 찾아내기 어렵고, 교통사고와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급성 경항통의 경우에는 평소의 一毒보다 현재의 一毒

2. 한약 처방은 A군은 桂枝湯 6명, 桂枝加葛根湯 6명,

이 더욱 급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藥徵≫ 위주의 변증

桂枝加桂湯 4명, 越婢湯 4명 순으로, B군은 回首散

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加減方 20명으로 빈용 처방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수가 40명으로 증례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두 군 모두 침 치료, 물리치료, 약

3. VAS의 변화는 A군과 B군 모두 유의한 감소량을

침치료를 병행하였고 실험 설계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군이 A군보다 더 큰

군을 설정한 전향적 연구가 아닌 전자의무기록을 분석

감소량을 보였으나 각 군의 감소량의 차이는 통계

한 후향적 연구라는 점과 고방 처방에 활용된 설문지가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직 타당도나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도구라는 한계

4. NDI의 변화는 A군과 B군 모두 유의한 감소량을

점이 있다. 또한 한약 이외 두 군 간의 치료내용이 거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군이 A군보다 통계

흡사하기는 했으나, 여러 치료가 동일 기간 함께 시행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되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한약 치료만의 효과라고 단

따라서 桂枝湯加減方과 越婢湯을 이용한 고방 치료와

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NDI의 항목 중에

回首散加減方을 활용한 후세방 치료 모두 교통사고로

는 운전, 여가 생활, 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한 급성 경항통 환자의 통증 감소 및 일상생활 회복

본 연구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활동이 제한되어

에 유의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

있는 상황에서 설문이 시행되었으므로 치료 후 환자에

여 향후 급성 경항통 환자에 대한 고방과 후세방 처방

게 얻은 NDI 설문결과가 증상 및 기능을 얼마나 정확하

활용 및 치료효과 비교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

게 평가하였을지도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급성 경항통

라 생각한다.

환자의 한약치료에 있어,후세방이 回首散加減方 단일로
제시되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4종류의 고방과 1종류의
후세방 사이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경항통
치료에 氣滯瘀血 변증 외에 ≪藥徵≫ 위주의 변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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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supine JS cervical
therapy an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in patients with acute neck pain
caused by traffic accidents.
Methods We studied 42 patients with acute neck pain caused by traffic accidents
from July 1, 2019 to November 30, 2019.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retrospective
study which analyzes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21 patients (group A)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and 21 patients (group B)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We used the neck disability index (NDI) and visual analog scale (VAS)
to evaluate improvements in symptoms and pain, and used the five point Likert scale
to evaluate patient’s satisfaction with chuna manual therapy. In each group, we compared the NDI and VAS of hospitalization day to those of 5 days later. Then we compared the NDI, VAS variation and five point Likert scale between the group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BM SPSS for windows 25.0.
Result Both group A and group B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DI
and VAS on the 5th day of hospitalization. In group A,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DI compared to group B. The VAS and Five Point Likert Scale
decrease was greater in group A than in group B,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We found that using supine JS cervical therapy may be more effective
than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in acute stage after traffic accidents.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29-139)
Key words Neck pain, Chuna manual therapy, Supine JS cervical therapy,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Traffic accidents

서론»»»
경항통이란 목의 前部인 頸과 後部인 項의 동통을 의

미하며 경항부의 운동 범위 제한이나 국소 부위의 압통,
상지와 견갑부의 방사통을 특징으로 한다1). 교통사고 발
생 시 가장 흔히 손상되는 부위는 경항부이며 실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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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경상자 중 53.8%가 목 부상을 호소한다2).

therapy)과 근육 이완/강화기법(muscle release/strengthen-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구조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ing technique)을 시행받은 환자군의 전자의무기록과 설

단순 염좌의 경우 의과에서 소염진통제나 물리치료, 도

문 자료를 후향적으로 비교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수치료 등의 치료법을 제시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 스스로가 대안으로써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3).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항통에 침4),
약침5,6), 전침7), 뜸8), 탕약9,10), 추나요법11-18) 등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하며 효과가 우수함이 밝혀졌다. 추나요
법의 경우 추나 치료군과 추나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과의 비교 연구가 보고되었고11-13), 추나 치료군과 약침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대전대학

치료군의 비교 연구를 통해 추나요법의 효과를 밝힌 바

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교통사고 후 급성

14-16)

있으며

, 근육 이완/강화기법과 유사한 근에너지기
17,18)

법의 경우도 그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

경항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원하여 5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367명이

그러나 경항통에 적용할 수 있는 추나요법의 종류가

었다. 그 중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을 병행한 환

다양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항통에 특정 기법

자군(이하 A군) 78명, 근육 이완/강화기법을 병행한 환

이 권장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추나기법 간의

자군(이하 B군) 39명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추나요법을

효과 비교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었다.

5일 이내에 3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neck disability index

이에 저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

(NDI), visual analogue scale (VAS), 만족도 평가(five

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항통을 주소로 대전대학

point Likert scale)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환자

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5일 이상 입원한 환

42명의 전자의무기록 및 설문 자료를 후향적 방법으로

자들 중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supine JS cervical

분석하였다(Fig. 1).

Fig. 1. Flow chart of selec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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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및 제외 기준
(1) 선정 기준

① 교통사고 5일 이내에 입원하였으며 주소증으로
경항통 또는 경항견배통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② 만 20세 이상의 남녀
③ 주상병 및 부상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코
드: S134)’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④ C-spine X-ray 검사에서 단순 경추 염좌 소견을
받은 경우
⑤ 치료 기간 내 침, 약침, 뜸, 탕약, 물리치료를 포함
한 병행치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⑥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3회 이상 앙와위 경추

을 A군, 근육 이완/강화기법을 시행 받은 환자 21명을
B군으로 분류하였다.

3) 수집한 자료 항목
(1) 성별 및 연령

성별은 남녀로, 연령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로 분류하였다.
(2) 입원 기간

입원 일수를 조사하였으며 5일 미만의 경우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3) NDI, VAS, 만족도 평가

전자의무기록과 설문 자료를 통해 NDI, VAS, 만족도
평가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JS 신연 교정기법 또는 근육 이완/강화기법을 시
행받은 경우
(2) 제외 기준

3. 치료 방법

①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을 경과하여 내원한 경우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② C-spine X-ray, CT, MRI 검사에서 경추의 척추관

결과 침 치료, 약침 치료, 뜸 치료, 한약 치료, 물리 치

협착증 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골절 등을 진단

료, 추나 치료가 공통으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받은 경우

은 다음과 같다.

③ 입원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
④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과 근육 이완/강화
기법을 병행하여 시행한 경우
⑤ 추나요법을 시행하였으나 NDI, VAS, 만족도 평
가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

1) 침 치료
침 치료는 1회용 stainless steel 멸균용 호침(0.25×30 mm;
(주) 동방메디컬, 보령, 한국)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복와
위 상태에서 15분간 유침하였다. 침은 완골(GB12), 풍지

⑥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3회 미만 앙와위 경추

(GB20), 견정(GB21), 천주(BL10), 대저(BL11), 풍부(GV16),

JS 신연 교정기법 또는 근육 이완/강화기법을 시

대추(GV14), 후계(SI3), 중저(TE3) 등의 혈자리, 승모

행받은 경우

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경판상근, 두판상근, 부척주
근 등의 근육을 목표로 자입하였으며, 유침 시간 동안

2. 연구 방법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임상연구 승인
본 연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및 설문지를 후향

경피 적외선 조사요법(IR-880; (주)아이티시, 대전, 한
국)을 자침 부위로 시행하였다. 침 치료는 1일 2회, 오
전과 오후에 시행하였다.

2) 약침 치료

적으로 관찰한 연구로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기

약침은 소염약침(2 mL, 대한약침제형연구회, 원주,

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

한국), 봉약침(SBV10 2 mL [melittin 0.1 mg/mL]; 대한

(DJDSKH-19-E-20-1).

약침제형연구회) 중 한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일회용 주

2) 분류
경추 앙와위 JS 신연 교정기법을 시행받은 환자 21명

사기(1 mL, 26G×13 mm syringe; (주)벡톤디킨슨, 서울,
한국)를 사용하여 복와위 상태에서 주입하였다. 봉약침
을 사용하는 경우 주입 하루 전 환자의 곡지혈(LI11) 피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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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하로 0.2-0.3 cc 주입하여 skin test 시행 후 발적, 소양

(2) 근육 이완/강화기법

감, 통증 등의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 시행하였다. 약침

근육 이완/강화기법은 환자 진단 후 상부 승모근, 견

치료는 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경판상근, 두판

갑거근, 흉쇄유돌근 세 가지 근육 중 두 가지를 택하여

상근 등의 경결점을 목표로 주 3회, 오후에 시행하였다.

시행하였다.
➀ 상부 승모근

3) 뜸 치료

환자는 앙와위로 누운 상태에서 의사의 주동수는 환

뜸 치료는 통처 2부위로 전자무연뜸((주)동방메디컬),

자의 후두부, 보조수는 상부 승모근의 쇄골 부착부에

황토뜸((주)동방메디컬)을 각각 1일 1회 15분씩 시행하

위치한다. 주동수로 환자의 목을 굴곡, 건측 측굴, 회전

였다.

(전방 섬유: 환측 회전, 중부 섬유: 중립 또는 약간 건측
회전, 후방 섬유: 건측 회전)시킨 상태에서 제한 장벽을

4) 한약 치료

확인하고 중간범위로 돌아간다. 환자에게 흡기 후 숨을

한약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증상들을 고려하여 변

멈추게 하고 근육의 기시와 종지가 가까워지는 방향으

증 후 탕약을 선정, 가감, 변경하였다. 한약 치료는 1일

로 등척성 수축을 하도록 하며, 의사는 반대 방향으로

3회, 2첩 3팩(120 cc/팩),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 복

힘을 준다. 6-7초 정도의 수축 이후 환자가 숨을 뱉으며

용하도록 하였다.

이완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한 장벽까지 근육을 신장시
킨다. 이것을 3-5회 반복하며 시술 후 10초 정도의 스트

5) 물리 치료

레칭을 시행한다.

물리 치료는 간섭파 전류치료(interference current ther-

➁ 견갑거근

apy; ㈜대화메디피아, 대전, 한국), 건식 부항(DK-S01;

환자는 앙와위 상태로 환측 손의 손등을 위로한 채

(주)대건양행, 서울, 한국), 경피 경근 온열 요법(Hot Back;

둔부 아래에 넣고 의사의 주동수는 환자의 후두부, 보

(주)대송메디칼, 청주, 한국)을 공통으로 시행하였으며,

조수는 견갑골 상각의 견갑거근 부착부에 위치한다. 주

환자에 따라 심층열치료로 microwave therapy (ME-8150;

동수로 환자의 목을 굴곡, 건측 측굴, 건측 회전시킨 상

(주)대화메디피아, 대전, 한국), ultrasound therapy (Endostim

태에서 제한 장벽을 확인하고 중간범위로 돌아간다. 환

Ⅱ; (주)대화메디피아) 중 한 가지를 시행하였다. 물리

자에게 흡기 후 숨을 멈추게 하고 근육의 기시와 종지

치료는 1일 1회 시행하였다.

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등척성 수축을 하도록 하며,
의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6-7초 정도의 수축 이

6) 추나 치료

후 환자가 숨을 뱉으며 이완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한

추나 치료는 환자에 따라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
기법과 근육 이완/강화기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시행하
였으며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3회 이상 시행하였다.
19)

(1)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

장벽까지 근육을 신장시킨다. 이것을 3-5회 반복하며
시술 후 10초 정도의 스트레칭을 시행한다.
➂ 흉쇄유돌근

환자는 침대 끝부분에 어깨를 두고 의사의 무릎 위에

환자는 앙와위로 누운 상태에서 의사는 환자의 머리

머리를 받쳐 목이 약간 신전되게 하고 의사의 주동수는

위에서 족방을 향해 앉는다. 총 3단계로 시행하며 1단

흉쇄유돌근의 정지부인 환측 유양돌기, 보조수는 기시

계는 장근부로 환자 측두부를 받치고 양측 중지로 환자

부인 흉골부에 위치한다. 환자의 머리를 건측으로 회전

의 관절돌기면을 좌우 교대로 밀어준다. 2단계는 장근

한 상태에서 환자가 흡기 후 숨을 멈추게 하고 머리를

부를 측두부에 접촉하고 식지로 환자의 관절돌기면을

들어 올리게 하며, 의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좌우 교대로 한 분절씩 거상한다. 3단계는 식지로 환자

6-7초 후 환자가 숨을 뱉으며 이완된 상태에서 보조수

의 좌우 관절돌기 후면을 들어서 양측을 두방으로 동시

를 이용하여 근육을 신장시킨다. 이것을 3-5회 반복하

에 신연한다. 이 3단계 동작을 제6 경추부터 제2 경추

며 시술 후 10초 정도의 스트레칭을 시행한다.

까지 차례대로 시행하고 5회 정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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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 만족도 평가의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Shapiro-

4. 평가 방법

Wilk test를 사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각 군

치료 효과는 NDI와 VAS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만족

에서 입원 시와 입원 5일째의 NDI, VAS의 변화량 분석

도 평가는 five point Likert scale을 분석하였다. A군, B

은 paired t-test, A군과 B군 간의 치료 효과 비교는 in-

군 모두 입원 당일 추나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NDI,

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VAS를 측정하였으며, 입원 5일째 3회 이상의 추나요법

데이터의 값은 평균±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

시행 후 NDI, VAS,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로 표기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1) 주 평가변수: 경부 장애 척도(NDI)21)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NDI는 Vernon이 개발하였으며, 경추부 이상을 측정
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설문 양식이다. 통증 강
도, 일상생활, 들어올리기, 읽기, 두통, 집중도, 일, 운전,
수면, 여가생활의 10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0부터 5점
까지 6개의 항목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각 항목 점수

결과»»»
1. 일반적 특성

를 합산하여 0-4점은 장애 없음, 5-14점은 약간의 장애,

1) 성별 및 연령

15-24점은 중등도의 장애, 25-34점은 심한 장애, 35점

성별 분포는 A군에서 남성 10명, 여성 11명이었고, B

이상은 완전한 장애로 평가한다.

군에서 남성 11명, 여성 10명으로 전체 남성 21명, 여성
21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20-29세가 12명, 30-39세가 9

2) 부 평가변수

명, 40-49세가 8명, 50-59세가 7명, 60-69세가 6명으로
22)

(1) 시각적 상사 척도(VAS)

20-29세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A군이 41.67±14.11

VAS는 1974년 Huskisson이 개발한 평가법으로 임상

세, B군이 41.86±13.04세로 각 군 간의 평균 차이는 유

에서의 통증 평가에 흔히 사용한다. 10 cm 길이의 선분
양 끝을 0 (통증이 없는 상태), 10 (참을 수 없는 통증)

의하지 않았다(p=0.964)(Table I).

으로 놓고 환자 스스로가 현재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2) 입원 기간

선으로 그어 표시하게 하고, 검사자는 0으로부터 표시

평균 입원 기간은 A군 8.62±2.78일, B군 8.05±3.06일

된 곳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통증의 정도를 평가한다.

로 각 군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530)

자료수집 시 편리하며 단기간의 변화에 따른 신뢰성은

(Table II).

비교적 좋다.
(2) 만족도 평가(five point Likert scale)

추나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트 척도 중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입원 5일째 되는 날 환자에게
‘나는 입원 중 시행 받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라는 문항
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5.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25.0 for Windows program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A군과 B군의 입원 시 NDI, VAS, 입원 5일째의 NDI,

Table I. Distribution of Sex and Age
Group A (n=21)

Group B (n=21)

Male

Female

Male

Female

20-29

4

2

5

1

12

30-39

2

3

1

3

9

40-49

1

3

2

2

8

50-59

1

1

2

3

7

60-69

2

2

1

1

6

Total

10

11

11

10

42

Age (yr)

Total

Group A: group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Group B: group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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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Hospitalization Period of Group A and Group B
Variable

Group A

Group B

p-value

Hospitalization period (d)

8.62±2.78

8.05±3.06

0.53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group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Group B: group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Table III. The Changes on NDI between Group A and Group B
Group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Improvement

p-value
Within group
**

Group A

21.05±6.38

14.48±5.98

6.57±6.23

0.000

Group B

19.76±7.83

17.05±6.78

2.71±4.81

0.018*

Between group
0.03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DI: neck disability index, Group A: group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Group B: group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
p<0.05, **p<0.001.
Table IV. The Changes on VAS between Group A and Group B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Improvement

Group A

Group

5.54±1.87

3.32±2.17

2.22±1.80

0.000*

p-value

Group B

5.42±1.63

3.95±1.41

1.48±1.54

0.000*

0.1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AS: visual analog scale, Group A: group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Group B: group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
p<0.001.

2. 치료 효과 평가
1) NDI

로 2.22±1.80만큼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B군의 경우도 입원 시 5.42±1.63에서 입원 5일째 3.95±1.41
로 1.48±1.54만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입원 시 NDI는 A군 21.05±6.38, B군 19.76±7.83이었

두 군에서의 VAS 변화량은 각각 2.22±1.80, 1.48±1.54

으며, 두 군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563).

로 A군에서 더 컸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A군의 경우 입원 시 21.05±6.38에서 입원 5일째 14.48±5.98

다(p=0.159)(Table IV).

로 6.57±6.23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B군의 경우도 입원 시 19.76±7.83에서 입원 5일째 17.05±6.78
로 2.71±4.81만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두 군에서의 NDI 변화량은 각각 6.57±6.23, 2.71±4.81
로 A군에서 더 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Table III).

2) VAS

3. 치료 만족도 평가
1) 리커트 척도
추나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A군 4.52±0.68, B군 4.29±0.85
로 A군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0.320). A군의 경
우 3점 2명(9.52%), 4점 6명(28.57%), 5점 13명(61.90%)
이었으며, 4점 이상이 19명(90.48%)으로 높은 만족도를

입원일 시 VAS는 A군 5.54±1.87, B군 5.42±1.63이었

보였다. B군의 경우 2점 1명(4.76%), 3점 2명(9.52%), 4

으며, 두 군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834).

점 8명(38.10%), 5점 10명(47.62%)이었으며, 4점 이상이

A군의 경우 입원 시 5.54±1.87에서 입원 5일째 3.32±2.17

18명(85.71%)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Table V,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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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 The Results of Five Point Likert Scale in Group A
and Group B
Likert scale

Group A

Group B

Total

1

0

0

0

2

0

1 (4.76)

1 (2.38)

3

2 (9.52)

2 (9.52)

4 (9.52)

4

6 (28.57)

8 (38.10)

14 (33.33)

5

13 (61.90)

10 (47.62)

23 (54.76)

Total

21 (100.00)

21 (100.00)

42 (10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Group A: group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Group B: group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이블같은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에
자극을 가해 관절, 근육, 인대, 신경 체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치료, 예방하
는 한의학 치료법을 말한다27).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8).
추나요법은 기법의 안전성과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단
순추나요법, 전문추나요법, 특수추나요법으로 분류되
며, 단순추나요법은 다시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로 나뉜다. 관절가동추나는 기혈순환장애로

Table VI. The Comparison of Five Point Likert Scale in Group
A and Group B
Variable

Group A

Group B

p-value

Likert scale

4.52±0.68

4.29±0.85

0.32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group had received supine JS cervical therapy,
Group B: group had received muscle release/strengthening
technique.

관절 부정렬과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가 발생했을 때
관절가동화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이며, 근막추
나는 해당 부위의 단축 및 긴장, 신장, 약화된 경근조직
을 대상으로 최적의 자세를 찾아 시술자의 손으로 점진
적인 압박, 환자의 등척성 수축, 환자의 등장성 수축에
대한 시술자의 저항 등의 방법을 이용해 경근의 길이와
장력의 균형을 회복하여 통증, 호흡과 순환기능 부전,
관절과 근육의 운동기능 제한, 신체 부정렬 등을 치료

고찰»»»

하는 행위를 말한다19).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과 근육 이완/강화기법

최근 제도 개선 및 차량 안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

은 경추통 환자에게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며 이미 그

통사고로 인한 중상자와 사망자 수에 비해 3주 미만의

효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11-18). 앙와위 경추 JS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며, 경

신연 교정기법은 관절가동추나에 속하며 환자의 경추

상자의 절반 이상이 경항통을 호소하여 이들의 치료 및

를 대상으로 관절부의 급만성 통증, 민감도, 조직의 질

2)

후유증 관리가 의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

감 변화, 비대칭성, 경추 가동성 제한 및 가벼운 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통증은 초기에 나타나는 심

변위 등에 사용한다. 근육 이완/강화기법은 근막추나에

한 통증 강도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능의 회복

속하며 환자의 근육을 대상으로 주로 근막의 경결, 긴

23)

을 지연시킨다 . 따라서 급성기 통증 부위에 대한 적

장 및 단축으로 인한 기혈순환부전, 급만성 통증 및 기

극적이고 다양한 치료를 통하여 초기 통증의 강도를 신

능장애에 사용한다. 추나요법은 전통적인 추나 기술을

속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한의학적 치료들

토대로 각 국의 우수한 수기요법을 흡수, 발전시킨 도

이 교통사고로 유발된 통증에 효과적이며 한방병원 내

수기법으로 근육 이완/강화기법은 근에너지기법의 원

원자의 90% 이상이 한방 치료에 만족감을 보인 바 있

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19,29).

다24,25). 특히 추나요법은 침습적 처치에 거부감을 가지

근에너지기법은 Ruddy와 Mitchell Sr.에 의해 개발된

고 있는 환자,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첨단공포증

연부조직 정골의학 도수치료 방법으로 시술자에 의해

이 있는 환자, 자침에 의한 통증에 예민한 환자들의 경

정확하게 조절된 자세로부터 시술자가 정한 일정한 저

우에 응용 가능한 침습적이지 않고도 즉각적인 효과를

항에 대항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운동방향으로 환

26)

볼 수 있는 치료법이다 .
추나요법은 시술자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 추나 테

자가 자신의 신체를 수의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실시하
는 진단과 치료의 한 방법이다. 기법의 형태에는 등척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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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후 이완 기법, 상반 억제, 근력을 이용한 관절 가동

교통사고 환자는 예후에 대한 불안, 정신적, 신체적

술, 호흡 보조, 경안 반사 등이 있다. 근육 이완/강화기

감각의 둔화 등을 겪기 쉬우며 외상으로 인한 신체적

법은 수축 후 이완 효과와 상반 억제 원리를 이용하는

기능의 저하로 발생되는 무기력함, 행동의 회피나 위축

점, 근육과 근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에너지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경제생활, 여가생

19,20)

법과 유사점을 갖는다

.

활 등의 단절로 인하여 정서적 지원과 보살핌이 요구되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추나 치료군과

며 환자가 의사,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에게 의존하는

대조군, 추나 치료군과 약침 치료군, 근에너지기법 치

경우도 있다30).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은 환자

료군과 대조군 비교 연구, 추나 혹은 근에너지기법의

가 한의사의 시술을 수동적으로 시행받는 기법으로 의

증례 보고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추나기법 간의 치료

사에게 의지하고 싶은 환자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는 반면, 근육 이완/강화기법은 무기력함, 우울감을 호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대전대학교 대전한

소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한 교통사고로 유발된

해야 하는 기법이기에 A군의 NDI에서 더 큰 변화량이

경항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

관찰되었다고 생각된다.

법 시행군(A군) 21명과 근육 이완/강화기법 시행군(B

근육 이완/강화기법의 절대적 금기증 중 하나는 환자

군) 21명의 전자의무기록 및 설문 자료를 후향적으로

가 치료의 방향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분석하여 치료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A군과 B군

협조가 없는 경우이며, 환자가 부정확한 힘을 사용하여

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NDI, VAS, 만족도 평가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성공적인 치료가 어렵다20).

를 분석하여 통증의 정도,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 만족

따라서 만성으로 이환된 경항통 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

도를 평가하였다.

해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A군은 남성 10

운동을 통해 약화된 굴곡근의 근력을 증진시켜야 하기

명, 여성 11명, B군은 남성 11명, 여성 10명이었으며 평

에31) 근육 이완/강화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심한

균 연령은 A군이 41.67±14.11세, B군이 41.86±13.04세

통증이 있어 등척성 운동이 어려운 급성 경항통 환자의

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 입원 기간

경우, 환자가 고령이거나 청력이 저하된 경우, 인지력

은 A군이 8.62±2.78일, B군이 8.05±3.06일로 두 군 간

이 부족한 경우에는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에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 시 평균 NDI는 A군에

비해 시행이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서 21.05±6.38, B군에서 19.76±7.83이었으며, 평균 VAS

두 번째 부 평가변수인 입원 5일째 시행한 추나요법

는 A군에서 5.54±1.87, B군에서 5.42±1.63으로 두 군

만족도 조사는 A군에서 4.52±0.68, B군에서 4.29±0.85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834). 두 군 간의 성비,

로 A군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 군에서

연령, 입원 시 NDI, VAS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90.48%, 85.71%가 4점(만족) 이상으로 추나요법에 대

비슷한 조건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추나요법 시행

치료 효과를 보면 주 평가변수인 NDI는 A군에서

후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6.57±6.23, B군에서 2.71±4.81만큼 감소하여 각 군 모두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항통

유의하게 경항통이 호전되었으며, A군의 NDI 변화량

에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과 근육 이완/강화기

이 B군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급성 경항통 환자에

법이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앙와위 경추 JS

서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이 근육 이완/강화기

신연 교정기법이 근육 이완/강화기법과 비교하여 유의

법보다 NDI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게 주 평가변수인 NDI 수치를 감소시켜 환자의 일상

부 평가변수 중 하나인 VAS는 A군에서 2.22±1.80, B군

생활 수행능력을 호전시킴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에서 1.48±1.54만큼 감소하여 각 군 모두 유의하게 통

서 평균 입원 기간이 8일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교통사

증이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A군에서 변화량이

고 이후 2주 미만의 급성기에는 근육 이완/강화기법보

더 컸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다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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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경항통의 경우 가장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근육 중 하나는 흉쇄유돌근으로32), 흉쇄

결론»»»

유돌근에 문제가 생긴 경우 두통, 현훈, 구역 등의 증상
33)

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항통을 주소로 대전대학교

필수적으로 치료해야 할 근육 중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 치료한 환자 중

하나이다. 근육 이완/강화기법은 앙와위 경추 JS 신연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을 받은 A군 21명과 근

교정기법과 달리 흉쇄유돌근에 국소적으로 적용할 수

육 이완/강화기법을 받은 B군 21명의 전자의무기록 및

있다는 점에 그 강점이 있다. 따라서 급성기 교통사고

설문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군과 B군 모두 입원 5일 후 경항부 통증과 기능

환자의 경우 환자를 진찰하여 경추 후부 근육들에 문제

장애가 호전되었으며 유의하였다.

가 있는 경우 우선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을 시

2. A군은 B군에 비해 NDI 변화량이 컸으며 유의하

행하되 흉쇄유돌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 흉쇄유돌근 근

였다.

육 이완/강화기법을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가장

3. A군은 B군에 비해 VAS 변화량이 컸으나 유의하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설계를 통

4. A군은 B군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한 전향적 연구가 아닌 대조군 없이 전자의무기록, 설

않았다.

문 자료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개입을 통제하지 못했다. 비록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항통 환자에 대한 소염 약침과 봉

교통사고 이후 2주 이내의 급성기 경항통 환자에게

약침의 치료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 바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과 근육 이완/강화기법이

34,35)

있으나

, 약침을 비롯하여 추나요법을 제외한 처방

을 동일하게 통제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진행된다면

유효하며 특히 앙와위 경추 JS 신연 교정기법을 사용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대상자 수가 42명으로 증례의 수가 적다. 셋째,
입원 시와 입원 5일째만을 비교하여 그 이후 시간의 경
과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넷째, 환자들에
게 침, 약침, 뜸, 한약, 물리 치료를 병행하였기에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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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s
on pain reduction and range of motion recovery in patients with proximal tibia fractures.
Methods We studied 15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as proximal tibia frac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which analyzed patient's medical records with IBM SPSS statistics 25 program. We used numeric rating
scale to evaluate pain reduction and range of motion to observe the patient's recovery.
Results The average of numeric rating scale reduc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rom
5.26±1.38 to 2.73±1.17 (p<0.001). The average of knee flexion range of motion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rom 81.11±34.34 to 117.66±19.01 (p<0.01).
Conclusions We found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pain
reduction and knee rom improvement in patients with proximal tibia fractures.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41-149)
Key words Tibial fractures, Numeric rating scale, Articular range of motion, Korean
medicine

서론»»»

경골 근위부는 해부학적 특성상 슬관절을 형성하는 부
위로 체중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조기에 적절한

경골은 하지 안쪽 면을 구성하는 인체의 긴 장골 중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3-5).

하나로 표면의 1/3이 피하에 노출되어 있어 골절의 빈

경골 근위부 골절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

도가 높고 주변 연부조직이 쉽게 손상되어 골절의 지연

료로 구분된다. 보존적 치료로는 석고붕대 고정술이 대

1)

유합이 흔히 동반된다 . 경골의 골절은 크게 원위부, 간

표적이며, 수술적 치료로는 금속판 고정술, 나사못 고

부, 근위부 골절로 나뉘는데 그 중 근위부 골절의 경우

정술, 골이식술 등이 있다6). 골절의 전위가 없거나 전위

주로 교통사고, 낙상 등과 같은 강한 외부의 충격에 의

가 정도가 2 mm 이내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하여 호발하며 교통 및 산업의 발달에 따라 그 빈도가

하고, 이를 제외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7,8).

증가하고 있다2). 경골 근위부 골절은 크게 경골과 골절,

수술 후 1년 이내에 환부 근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골극 골절, 경골 근위부 골단 골절 등으로 나뉘는데

환자는 30% 정도에 불과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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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장기간의 석고 고정으로 인한 슬관절 강직으

절통 또는 하지통을 주소증으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

로 슬관절 굴곡에 제한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내원한 환자는 총 27명이었다.

정상 굴곡 각도 회복 및 통증 감소, 저하된 근력 강화를

이 중 의무기록상 수치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2,9)

위한 조기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와 슬관절 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가 입원 시

한의학에서는 환자가 석고 고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점과 퇴원 시점에 기록되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12명의

도 통증 감소, 조기 골절 유합 등의 목적으로 개개인의

의무기록을 제외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5명

변증에 따라 한약 치료, 침 치료 등을 시행하여 빠른 회

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관찰하였다.

복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재활 치료로는 수상 후 저하

본 연구는 환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된 환측 슬관절의 정상 가동범위 회복 및 근력 강화 등

챠트리뷰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

의 목적으로 침, 한약, 약침, 부항, 추나요법, 도인운동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10,11)

였다(DJDSKH-20-E-12-1).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0)

. Geum 등 은 근위 경골

절골술 후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등의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슬관절의 관절 가동범위 개
선 및 통증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고, Lee 등11)은

준은 아래와 같다.

1) 선정기준

경골 고평부 골절로 인한 후유증 환자들에게 한방치료

(1)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2011

와 능동이완 기법(active release technique)을 병행하여

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7일 이상 입

슬관절의 관절가동범위 회복 및 통증 개선에 효과적임

원 치료를 시행한 환자

을 보고하였다.

(2) 의무기록상 주상병 혹은 부상병이 S82120 (비골

이처럼 한의학적 치료가 경골 근위부 골절 환자에게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으나 그 수가 2-3예 정

쇄성), S82121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도뿐이며 경골 근위부 골절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연

경골 상단의 골절, 개방성), S82180 (경골 상단의

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기타 골절, 폐쇄성), S82181 (경골 상단의 기타

는 경골 근위부 골절로 진단받고 대전대학교 대전한방

골절, 개방성)로 등록된 경우

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
증 감소 및 저하된 슬관절 가동범위 회복을 중점으로

(3) 슬관절통 혹은 하지통이 주소증으로 기록되어 있
는 경우

하여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1

(4) 입원 시와 퇴원 시에 환자의 슬관절통 또는 하지통

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대전대학교 대전

의 정도가 의무기록에 NRS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경골 근위부 골절로 입원

(5) 입원 시와 퇴원 시에 환자의 슬관절 ROM이 의무

한 27명의 환자 중 15명의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
향적으로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
자 한다.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선정 제외기준
(1) 의무기록에 주소증이 슬관절통 혹은 하지통이 아
닌 경우

대상 및 방법»»»

(2) 의무기록에 NRS와 슬관절 ROM이 입원 시와 퇴
원 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연구대상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경골 X-ray,
computed tomography (CT) 혹은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결과에서 경골 근위부 골절로 진단받고 슬관

142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41-149.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관찰한
연구이며 총 15명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경골 근위부 골절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 후향적 관찰 연구

1) 수집한 자료 항목

행하지 않은 환자군 간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슬관절
굴곡 ROM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1) 성별 및 연령
(2) 발병 동기
(3) 발병일로부터 본원 내원까지의 기간 및 평균 입
원 기간

3. 치료 방법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총 15명의 의무기록을

(4) 입원 기간에 시행한 치료내역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환자들은 입원 기간에 침, 경

(5) NRS 변화량

피 적외선 조사요법, 한약, 뜸, 물리 치료, 부항 치료를

(6) 슬관절 ROM 변화량

공통으로 받았고, 14명의 환자가 약침 치료를 병행하였

2) 자료 분류 및 평가 방법
(1) 성별 및 연령

으며, 6명의 환자는 도인운동요법을 병행하였다.

1) 침 치료

총 15명 환자의 성별을 분류하였고, 생년월일을 기준

침은 0.25×30 mm, 0.25×40 mm 일회용 stainless steel

으로 하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

멸균 毫鍼((주) 동방메디컬, 보령, 한국)으로 兩膝眼을

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연령을 분류하였다.

기본으로 하여 陽陵泉, 梁丘, 血海, 陰陵泉, 足三理, 委中

(2) 발병 동기

및 아시혈 위주로 자침하였으며 환부에 석고 고정을 하

경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교통사고,

고 있는 경우에는 원위 취혈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

낙상, 기타 손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교통사고가

침하였다. 취혈은 해당 환자의 증상에 맞게 혈위를 가

발병 동기인 경우 요인을 세분화하여 보행자 상태, 자

감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1일 2회 15분씩 유

전거 주행 중, 차량 탑승 중인 경우로 분류하여 사고 원

침하였다.

인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3) 경골 근위부 골절 발병 후 내원일까지의 평균 기간 및 입원
기간

경골 근위부 골절이 발병한 날부터 본원에 내원일까
지의 평균 기간과 입원 기간을 조사하였다.

2) 경피 적외선 조사요법
경피 적외선 조사요법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
자기파로 빛과 성질이 유사한 적외선의 성질을 이용하
여 주로 염좌, 골절, 타박상 등에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4) NRS 변화량

쓰이는 광선치료이다12). 환자들은 오전 오후 1일 2회씩

NRS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숫자화 하여 객관적

유침하는 동안 화상에 주의하여 15분간 조사하였다.

으로 표현하기 위한 척도로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가장
통증이 심한 상태를 10으로 하여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3) 약침 치료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게 하는 통증 평가 도구이다. 의

약침 치료는 일회용 주사기(1 mL, 26G×13 mm syringe;

무기록상 입원 당일과 퇴원 당일 오전에 기록된 NRS

(주) 벡톤디킨슨, 서울, 한국)에 소염 약침(2 mL;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술 후 내원한 환

약침제형연구회, 원주, 한국)과 봉약침(SBV10 2 mL

자군과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 간의 NRS 변화

[melittin 0.1 mg/mL]; 대한약침제형연구회)을 兩膝眼,

량을 비교하였으며, 소염 약침 치료를 병행한 환자군과

陽陵泉, 梁丘, 血海, 陰陵泉, 足三理를 기본으로 하여 환자

봉약침 치료를 병행한 환자군 간의 NRS 변화량을 비교

의 증상 및 석고 고정 여부 등에 따라 혈위를 가감하여

하였다.

사용하였다. 소염 약침을 국소 경혈에 0.4 mL씩 5 point

(5) 슬관절 ROM 변화량

정도로 나누어 1일 1회 2 mL를 자입하였고 일주일에 3

입원 시와 퇴원 시 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측 슬관절의

회 실시하였다. 봉약침의 경우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굴곡 ROM을 수집하여 회복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

확인하기 위하여 시술 전 曲池穴에 0.2 cc 가량 자입하

한, 입원하는 동안 도인운동요법을 병행한 환자군과 병

여 skin test를 진행하여 자입 후 피부의 발적, 가려움,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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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하였다.

4) 한약 치료

4. 통계처리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Statistics 25.0 for Windows
program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골절 후의 상태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초기인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포, 발병 동기에 따른 분포, 발

경우 活血散瘀, 行氣通絡, 消腫止痛의 치법에 준하여 처

병 이후 내원일까지 걸린 기간 및 입원 기간에 따른 분

방하였고, 중기의 경우 골절 면이 재생하는 시기이므로

포에 관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여 해석하였다. 전체

接骨續筋의 치법에 준하였고, 후기의 경우 회복기에 해

15명 환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NRS 변화량과 입원

당하므로 補氣養血, 補益肝腎의 치법에 따라 처방하였

시 슬관절 ROM에 제한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의 슬관

13)

다 . 환자의 증상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活血湯加味方,

절 굴곡 ROM 변화량은 정규성 검정에서 정규성을 만

淸熱瀉濕湯, 當歸鬚散加味方, 越婢加朮湯, 葛根湯 등 다

족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소염 약침을 병행한

양한 처방이 활용되었다. 한약 복용의 경우 1일 3회 식후

군과 봉약침을 병행한 군 간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30분 2첩 3팩(120 cc/팩)의 비율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NRS 변화량, 수술 후 내원한 군과 보존적 치료 후 내원

5) 뜸치료

한 군 간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NRS 변화량과 입원 기
간 비교는 정규성을 만족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

모든 환자는 1일 2회 뜸치료를 시행하였다. 1회는 슬

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과 보존적

관절부 및 하지부의 통처 2부위에 間接艾炷灸를 시행하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 간의 발병일로부터 내원일까지

였고, 1회는 전자 무연 뜸(전기식 온구기; ㈜피엔유동제

걸린 기간 비교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Mann-Whitney

메디칼, 양산, 한국)을 슬관절부 및 하지부 통처에 회당

U 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데이터의 값은 평균±표준편

15분간 부착하도록 하였다.

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고, p-value가 0.05

6) 물리 치료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환자는 간섭파 전류치료(interference current therapy)와 심층열 치료(ultra sound)를 슬관절부 및 하지부
통처에 15분간 시행하였다. 또한 足太陽膀胱經 背部를 따
라 乾式附缸을 5분간 부착하였으며 모든 물리 치료는 1
일 1회 시행하였다.

7) 도인운동요법

결과»»»
1. 성별, 연령별 분포
총 15명의 대상자 중에서 남성 4명, 여성 11명으로
성비는 여성 1명당 남성 수를 기준으로 하여 1:0.36으

한의사 2인의 지도하에 슬관절 ROM 회복 및 대퇴

로 나타났다. 연령별 발생 분포는 10대 1명, 20대 3명,

사두근의 근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혀끝은 입천장에

30대 2명, 40대 0명, 50대 2명, 60대 1명, 70대 3명, 80

둔 상태로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병행한 개인별 맞춤

대 3명으로 나타났고, 전체 연령의 평균은 53.73±24.22

호흡법과 함께 수동적 관절 각도 회복 운동, 하지 직거

세였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49.5±22.84세, 여성의 평균

상 운동, 대퇴 사두근 운동, 밴드를 이용한 운동 등을

연령은 55.27±25.59세로 나타났다(Table Ⅰ).

개인의 회복 단계 및 입원 기간에 따라 최소 2회에서
최대 49회까지 실시되었고, 1일 1회를 기준으로 20-30
분 동안 시행하였다.

2. 발병 동기별 분포
발병 동기를 살펴보면 총 15예 중 낙상으로 발생한
1예(6.67%)를 제외하고는 14예(93.33%) 모두 교통사고
로 인해 발생하였다. 발병 동기가 교통사고인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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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Distribution by Sex and Age of Patients
Age (yr)

Male

-19

Female

Total

1 (9.09)

1 (6.67)

20-29

1 (25)

2 (18.18)

3 (20)

30-39

1 (25)

1 (9.09)

2 (13.33)

0 (0)

0 (0)

1 (9.09)

2 (13.33)

60-69

1 (9.09)

1 (6.67)

70-79

3 (27.27)

3 (20)

2 (18.18)

3 (20)

40-49
50-59

1 (25)

80-

1 (25)

Total

4 (100)

11 (100)

Table Ⅱ. Distribution of the Length of Times Took to Visit
Hospital from Onset, Hospitalization Period
Variables
<2

4 (26.67)

2-4

2 (13.33)

4-6

3 (20)

6<

6 (40)

Hospitalization period (wk)

15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행 중인 상태가 10예(71.43%)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N (%)

Period took to visit hospital from onset (wk)

<2

3 (20)

2-4

5 (33.33)

4-6

3 (20)

6<

4 (26.67)

Total

15 (100)

주행 중인 상태 3예(21.4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차량
탑승객 1예(7.14%)였다.

3. 발병일로부터 내원일까지 걸린 기간 및 평균 입원
기간별 분포

Table Ⅲ. Comparison of the Length of Times Took to Visit
Hospital from Onset between Operation Patients and Conservative
Treatment Patients
N

Operation

10

51.20±34.69

5

14.40±12.30

Conservative treatment

발병일로부터 본원에 내원할 때까지 걸린 기간의 평
균은 44.07±41.37일이며 최소 2일부터 최대 140일이 걸
렸다. 2주 이내 내원이 4예(26.67%), 2주 이상 4주 이내
내원이 2예(13.33%), 4주 이상 6주 이내 내원이 3예(20%),
6주 이후 내원이 6예(40%)로 나타났다(Table Ⅱ). 총 15
명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32.47±18.37일이었으며

Length of times p-value*

Type

0.00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p-value was evaluated by Mann-Whitney U test.
Table Ⅳ. Comparison of Admission Days between Operation
Patients and Conservative Treatment Patients
Type

N

Admission days

Operation

10

29.90±15.32

5

37.60±24.56

p-value*

최저 입원일은 7일, 최대 입원일은 74일로 나타났다.

Conservative treatment

2-4주 이내 입원이 5예(33.33%)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p-valu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지하였다(Table Ⅱ).

0.465

총 15명의 환자 중 10명은 타 의료 기관에서 수술 후
내원하였고, 5명은 보존적 치료만 시행한 후 내원하였
다.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평균
51.20±34.69일 이내,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의

4. NRS 변화량
1) 전체 환자의 NRS 변화량

경우 평균 14.40±12.30일 이내 내원하였으며 통계적으

전체 환자 15명의 입원 시 평균 NRS는 5.26±1.38이

로 유의하게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이 발병일로

었고, 퇴원 시 평균 NRS는 2.73±1.17로 2.53±1.04만큼

부터 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Table Ⅴ).

(p<0.01)(Table Ⅲ).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의 평균 입원 기간은 29.90±15.32
일,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의 평균 입원 기간은
37.60±24.56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05)(Table Ⅳ).

2)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과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
군 간의 NRS 변화량 비교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평균
NRS 변화량은 2.40±0.69,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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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Ⅴ. Result of NRS Difference between before Treatments and after Treatments
Type

N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NRS difference

p-value

Total NRS

15

5.26±1.38

2.73±1.17

2.53±1.04

0.000*

Operation

10

4.80±1.31

2.40±0.96

2.40±0.69

0.618†

5

6.20±1.09

3.40±1.38

2.80±1.60

10

5.80±1.13

3.10±1.04

2.70±1.11

4

4.50±1.29

2.25±1.19

2.25±1.04

Conservative treatment
Soyeom acupuncture
Bee venom acupuncture

0.5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RS: numeric rating scale.
*
p-value was evaluated by paired t-test, †p-valu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Table Ⅵ. Changes on ROM between before Treatments and after Treatments
ROM

N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ROM difference

p-value*

Flexion

9

81.11±34.34°

117.66±19.01°

36.55±29.61°

0.00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ROM: range of motion.
*
p-value was evaluated by paired t-test.

군의 평균 NRS 변화량은 2.80±1.60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Ⅴ).

3) 소염 약침 병행군과 봉약침 병행군 간의 NRS 변화량
비교

고찰»»»
경골 근위부 골절은 해부학적 위치상 체중이 부하되
는 슬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골절 시
전후방 십자인대, 반월판 등 기타 구조물의 손상이 동

총 15명의 환자 중 14명의 환자가 약침 치료를 병행

반되기 쉽다3-5). 골절의 전위 유무와 전위 정도, 연부 조

하였으며 10명은 소염 약침 치료를 병행하였고, 4명은

직의 손상 정도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며 수술

봉약침 치료를 병행하였다. 소염 약침 치료를 병행한 환

적 치료의 경우 금속판 고정, 나사못 고정, 골수강내 고

자군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NRS 변화량은 2.70±1.11이

정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고정방법이 시행되고

었고 봉약침 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의 입원 시와 퇴원

있다6-8). 초기 치료 과정에서 장기간의 석고 고정으로

시의 NRS 변화량은 2.25±1.0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인한 슬관절 ROM 제한이 동반되고 수술적 치료 후에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Ⅴ).

도 슬관절 주변 위주의 근강직과 위축, 신경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슬관절 가동범위를 회복하

5. ROM 변화량

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2,9).
한의학에서는 골절의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

전체 15명의 환자 중 입원 시 슬관절 굴곡 ROM에

하여 골절의 초기에는 어혈 제거 및 통증 감소, 중기 및

제한 반응이 있었던 9명을 대상으로 입원 시 슬관절 굴

후기에는 골절의 유합 촉진 및 관절 동작 범위 회복을

곡 각도의 평균은 81.11±34.34인데 비해 퇴원 시 슬관

통한 일상 활동 복귀를 목표로 하여 치료해 왔다13-15).

절 굴곡 각도의 평균은 117.66±19.01로 36.55±29.61만

특히 본 후향적 관찰연구에서는 골절의 단계에 따른 치

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1)(Table Ⅵ).

법에 따라 어혈 제거 및 통증 감소의 목적으로 活血湯
加味方, 淸熱瀉濕湯, 當歸鬚散加味方 등이 빈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골 근위부 골절에 시행된 한방치료에 관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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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eum 등10)은 한방치료에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
11)

간을 분석한 결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이

을 병행하였고, Lee 등 은 능동이완 기법을 병행하여

37.60±24.56일,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이 29.90±15.32일

통증 감소, 관절 가동 범위 회복 등의 측면에서 한방 재

로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군이 다소 길게 나타났으나

활 치료의 효과를 밝힌 바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이렇게 경골 근위부 골절 후 한방치료에 대한 연구는

Ⅳ). 이는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의 경우 이미 타 의료

증례 보고의 형태로는 보고된 바가 있으나 아직 논문 자

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여 통증이 다소 경감된 후

체 수가 한정적이며 관련된 연구 또한 절대적으로 미비

에 내원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군은 발병일로부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골 근위부 골절로 입원한

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본원에 내원하였기 때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문으로 생각된다.

경골 근위부 골절로 진단받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20

통증 호전도의 평가는 NRS를 사용하였는데 전체 환

년 4월 16일까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

자 15명의 입원 시 평균 NRS는 5.26±1.38이었고, 퇴원

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

시 평균 NRS는 2.73±1.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는 15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관찰하였다.

하였다(p<0.001)(Table Ⅴ).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과 보

총 15명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11명으로 성비는 여

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의 평균 NRS 변화량을 비

성 1명을 기준으로 1:0.3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령의

교한 결과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은 2.40±0.69, 보존적

평균은 53.73±24.22세였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49.5±22.84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은 2.80±1.60으로 나타났으나 통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55.27±25.59세로 나타났다(Table Ⅰ).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발병 동기로는 총 15예 중 14예(93.33%)가 교통사고

Ⅴ). 이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골절의 정

로 인해 발생하여 그 수가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의 경

도, 발병일로부터의 시점, 양방 진통제 복용 여부 등의

우 보행 상태인 경우가 14예 중 10예(71.43%)로 가장

요인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았다. 이는 경골 골절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장 많이
1-3)

약침의 종류에 따른 NRS 감소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 발병 후 내원

위하여 소염 약침 치료를 병행한 군과 봉약침 치료를

일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은 44.07±41.37일로 15명의 환

병행한 군의 평균 NRS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15명의

자 중 6주 이상 지나서 내원한 경우가 6예(40%)로 가장

환자 중 의무기록상 14명의 환자가 약침 치료를 받았다

많았고 그 다음은 2주 이내 내원한 경우가 4예(26.67%)

고 기록되어 있으며 10명의 환자가 소염 약침 치료를

였다(Table Ⅱ). 총 15명의 환자 중 수술 후 내원한 10

받았고 4명의 환자가 봉약침 치료를 받았다. 소염 약침

명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평균 51.20±34.69일 이내에

치료를 병행한 군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NRS 변화량

내원하였고,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5명의 경우 평균

은 2.70±1.11이었고 봉약침 치료를 병행한 군의 NRS

14.40±12.30일 이내 내원하였다(p<0.01)(Table Ⅲ). 이는

변화량은 2.25±1.0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의 경우 수술 직후 석고 고정 등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Ⅴ). 약침의 종류가 환자의

의 처치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4-6주 정도 치료한 후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슬관절의 NRS 변화량에 영향을

한방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생각되고, 보존적 치료 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내원한 환자군은 수상 후 타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단

ROM은 의무기록상 입원 기간에 석고 고정을 하고

기간 치료 후 한방병원에 내원하였거나 또는 수상 후

있어 ROM 측정이 불가한 상태였거나 입원 시부터 슬

바로 한방병원으로 내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 ROM에 제한이 없었던 6명을 제외하고 입원 시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32.47±18.37일이었으

슬관절 ROM에 제한이 있었던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며 최저 7일부터 최대 74일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

또한 입원 기간 중 석고 고정을 제거한 경우 제거 후 최

하였으며 2-4주 이내 입원이 5예(33.33%)로 가장 많은

초 측정한 슬관절 굴곡 ROM을 퇴원 시의 ROM과 비교

경우를 차지하였다(Table Ⅱ). 수술 후 내원한 10명의 환

하여 호전 여부를 평가하였다.

자군과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5명의 환자군의 입원 기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개인별 맞춤 호흡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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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반으로 근력강화 및 관절 가동범위 회복을 목적

보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족관절을 구성하는 경골

으로 시행한 운동을 도인운동요법으로 정의하였고 본

원위부 골절에 대한 증례를 슬관절을 구성하는 경골 근

원에서는 입원하는 동안 슬관절 굴곡 각도 회복을 목적

위부 골절에 한정하여 관찰한 본 연구와 비교 관찰하기

16)

으로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하였다 . 입원 시 슬관절 굴

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곡 각도에 제한 반응이 있었던 9명의 환자 중 의무기록

하지만 경골 근위부 골절의 한의학적 치료에 관한 연

상 6명의 환자가 도인운동요법을 병행하였다. 병행하지

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경골

않은 3명은 통깁스 제거 후 짧은 기간 내에 본원을 퇴

근위부 골절에 한의학적 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간 경우, 경골 외에 동반된 기타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이

골절 부위를 우선적으로 재활 치료를 시행한 경우 등의

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연구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도인운동요법을 병행한 6명의

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

환자는 입원 기간 및 석고 고정 제거 시기 등에 따라 최

해 한의학적 치료의 접근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소 2회에서 최대 49회까지 평균 19.16±17.40회 실시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었으며, 1일 1회를 기준으로 20-30분간 시행하였다.
9명의 환자 모두 슬관절의 굴곡 각도에서 제한반응
을 보였으므로 입원하는 동안 환측 슬관절의 굴곡 ROM
회복 정도를 확인하였다. 입원 시 슬관절의 굴곡 ROM

결론»»»

의 평균은 81.11±34.34°인데 비해 퇴원 시 슬관절 굴곡

본 연구는 경골 X-ray, CT 또는 MRI 검사에서 경골

ROM은 117.66±19.01°로 36.55±29.61°만큼 증가하였다.

근위부의 골절로 진단받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따라서 본원에서 입원기간에 시행한 한방 복합치료를 통

4월 16일까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

해 골절로 인해 저하된 슬관절의 굴곡 각도가 통계적으로

과에 입원한 27명의 환자 중 15명의 후향적 의무기록

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p<0.01)(Table Ⅵ).

관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경골 근위부 골절 환자의 통증 감소

1. 전체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11명으로

및 슬관절 ROM 회복 측면에서 한방 복합치료가 통계

성비는 여성 1명을 기준으로 1:0.36의 비율로 나타

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났다.

통증 호전의 정도를 주관적인 통증 평가 척도인 NRS를

2. 발병 동기로는 교통사고가 15예 중 14예(93.33%)

사용하였고 15명의 환자 중 골절이 경미하여 통증이 심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교통사고를 다시

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본원에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보행 상태에서 사고가 난

입원하기 전 기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진통제나 본원

경우가 10예(71.43%)로 가장 많았다.

양방 의학과에 의뢰하여 처방받은 진통제를 입원하는

3. 전체 환자의 발병일로부터 내원일까지 걸린 평균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객관적으로 한의학적

기간은 44.07±41.37일로 나타났다. 수술 후 내원한

치료로만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

환자군은 내원일까지 평균 51.20±34.69일이 걸렸고

계가 있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은 평균 14.40±12.30

한의학적 복합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과

일이 걸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존적

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나 후향적 관찰 연구의 특성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이 발병일로부터 더 짧은

명백한 대조군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

기간 내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이는 경골 골절에 대한 물리 치료나 도수치료와 같

4.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32.47±18.37일이었

은 보존적 치료에 대한 논문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으며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의 경우 수술

17)

Ahn 등 은 경골 원위부 골절 수술 후 내원한 환자에

후 내원한 환자군보다 입원 기간이 다소 더 길으

대해 한방 치료가 아닌 도수치료와 물리 치료만을 시행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하여 관절 가동 범위 회복 및 통증의 감소에 대한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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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술 후 내원한 환자군과 보존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군 간의 NRS 감소량과 약침 종류에 따른
NRS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6. 전체 환자의 수상 후 저하된 슬관절 굴곡 각도는 한
방 복합치료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8.

이상의 결과에서 경골 근위부 골절 환자에게 한방 복
합치료가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골 근위부 골절의 한의학적 치

9.

료 효과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후
향적 관찰 연구를 통하여 한방 복합치료가 환자의 통증

10.

감소 및 관절 가동 범위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경골 근위부 골절에 한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다만

11.

후향적 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언급했던
한계점에 대하여 향후 한방 복합치료를 시행한 군과 한
방 복합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물리 치료나 재활치료만
받은 군 또는 경과관찰한 군 등으로 나누어 대조군을

12.

설정하여 설계된 전향적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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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stoperative Korean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undergoing Korean medical rehabilitation
after a musculoskeletal surgery,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9,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The effect of treatment was evaluated by using a numeric
rating scale (NRS) and questionnaire for each surgical site. When the same patient
was re-admitted after discharge, it was treated as the same case if it was within 7
days from the discharge date; otherwise, it was treated separately. I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was within 7 days or the chief complaint was not related to musculoskeletal surgeries, the case was excluded.
Results In total, 480 cas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cupuncture (99.8%), moxibustion (95.6%), cupping (97.5%), Chuna manual therapy (81.5%),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61.0%), Daoyin exercise therapy (26.3%), and herbal medicine
(87.7%) were used as the Korean medical rehabilitation treatments. A significant improvement was noted when comparing the NRS and questionnaire results for each
surgical site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Conclusions Korean medical rehabilitation can be effectively used for patients who
have undergone musculoskeletal surgeries, to relieve pain and enable returning to
daily activities. However, further research with a high level of evidence is necessary
to support this finding.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51-162)
Key words Musculoskeletal diseases, Postoperative care, Rehabilitation, Korean
medicine

서론»»»

술 질환별 순위에 따르면 무릎관절증(M17), 기타 추간
판 장애(M51), 기타 척추 병증(M48)이 꾸준히 20위 내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에 머물고 있으며 2014년부터 요추 및 골반의 골절

골다공증, 관절염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

(S32)이 순위권으로 진입하였다2). 또한 2006년과 비교

및 이와 연관된 수술적 치료에 드는 비용이 점차 증가

하여 2018년에 고관절 치환술은 약 4.28배, 슬관절 치

1)

하고 있다 . 통계청에서 2006년부터 발표한 다빈도 수

환술은 약 2.33배, 일반 척추수술은 약 1.86배 증가하는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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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 근골격계 수술 인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증외상 환자 수도 2016년
197,839명에서 2018년 219,57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4). 이러한 환자군에서 동반되는 외상성 골절은 복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합, 다발성 골절이 많고 타 부위 외상을 동반하며, 대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골격계

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술적 처치를 시

수술 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재발 및 악화, 심한 경우

자 중 근골격계 수술 후 12주 이내에 본원에서 처음 재

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수술 후 수술 부위

활치료를 시작하거나, 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온

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기능

경우 마지막 재활치료 시점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원

5)

회복을 위한 복합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 이러한 측면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한 환자가 퇴원 후 재

에 있어 한방재활의학은 인체의 근골격 및 신경계통에

입원한 경우, 7일 이내 재입원은 중복으로 처리하고 그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관리하는 것에 그 목

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하였으며, 수술 부위가

표를 두고 있고, 구조적 요소와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

여러 곳인 경우에도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입원 기간이

는 기본적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어 수술 후 환자의

7일 이내이거나 수술 후 재활과 관련 없는 주소증으로

6)

기능적 회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 실

입원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제로 침 치료, 약침 치료, 뜸 치료, 추나요법 및 한약 치
료를 포함하는 수술 후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1,5).
근골격계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
7)

8)

2. 연구 방법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연구를 시

9)

보면 고관절 전치환술 , 슬관절 전치환술 , 골절 수술

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성별, 연령, 보험, 상병코드,

등 수술 후 한방 재활치료에 대한 연구, 척추 수술 후

수술 후 입원까지 걸린 기간, 재원일수, 시행된 한방 치

10)

및 연구 동향 에 대한 논

료, 입원과 퇴원 시의 숫자평가척도 및 수술 부위별 설

문이 있었으나 대부분 단일 질환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문지를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에 앞서 원광대학

증후군 환자에 대한 치험례

11)

12)

또한 Kim 등 은 환자 45예에 대한 증례보고를 통해

교 한방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위원회의

기존의 연구보다 많은 수의 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심의(WKUIOMH-IRB-2020-05)를 거쳤다.

였으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숫자평가척도만을 이
용하였고 환자의 기능적 회복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
했다. 또한 현재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13), 교통사고
14)

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은 이
뤄져 있으나 수술 후 한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대규모
고찰은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근골격계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의 효과
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
월 31일까지 근골격계 수술 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재활치료를 시행한 결과
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및 연령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0세부터 90세까지 10세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보험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의료급여, 공무원공상보험으로 분류하였다.

3) 직업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참고하여 관리
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
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단순노
무 종사자, 군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파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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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병코드

한 통증을 10으로 산정하여 표현한다. 숫자 개념을 이
해하고 있으면 환자의 현재 통증 정도를 매우 간단하고

대상 환자의 상병코드를 중분류까지 정리하여 수술

빠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질병, 상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을 주상병으로 선정하였

해로 인해 신체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다. 그 외 다발성 골절 및 타부위 외상이 있는 경우,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술 부위 외 다른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수술의

(2) EQ-5D

원인이 되는 원발성 병변이 있는 경우 등 수술 후 재활

현재 건강 상태를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병을 최대 2개까지 부상병으

불편감, 불안/우울의 5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대표적인

로 선정하였다.

삶의 질 평가 도구이며 본원에서 사용하는 EQ-5D-5L은

5) 기저 질환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복용 여부

각 측면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한다16).
(3) PDI

기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주로 관절질환에 대한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

악성 종양, 뇌혈관계 질환, 결핵, 그 외 기타 질환과 수

는 설문지이다. 가사, 여가 생활, 사회 활동, 직업, 성생

술력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으며, 근골격계 수술 후 통증

활, 개인 위생, 의식주의 7가지 측면에 대한 기본 동작

조절을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같이 파악하였다.

에 대해 0~10점의 11단계로 기술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6) 수술 후 입원까지 걸린 기간 및 재원 일수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한다17).
(4) Neck disability index (NDI)

수술 후 입원까지 걸린 기간 및 재원 일수는 2주 단

목 부위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문지이

위로 파악하였으며, 12주가 넘은 경우는 하나의 범주로

다. 통증의 강도, 개인위생, 물건 들기, 읽기, 두통, 집중

묶어 파악하였다.

도, 업무, 운전, 수면, 여가에 대한 10가지 문항에 대해

7) 한방 치료
시행된 한방 치료는 침 치료, 약침 치료, 뜸 치료, 부

0~5점의 6단계로 기술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타당도 평가가
완료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8).

항 치료,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 및 한

(5)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약 치료로 분류하였다. 침 치료는 일반 침, 도침, 화침,

어깨 통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과 관련된 장애를 파악

전침으로, 부항 치료는 유관법, 자락관법, 주관법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문지이다. 통증에 대한 5가지 문

분류하였으며, 약침 치료는 사용된 약침의 종류를 같이

항과 어깨 관절 사용 장애에 관한 8가지 문항으로 구성

조사하였다.

되어 있다. 0~10점의 11단계로 기술한 후 점수를 합산

8) 평가 방법
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 한방재활의

하여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 타당도 평가가 완료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9).
(6)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요통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문지이다. 통증 강

NRS), Euroqol-5 dimension (EQ-5D), pain disability in-

도, 개인위생, 물건 들기, 보행, 앉기, 서기, 수면, 성생

dex (PDI)를 기본으로 하여 수술 부위별로 적절한 평가

활, 사회생활, 여행에 대한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표를 활용하여 입원 당시, 퇴원 직전에 평가를 진행

있다. 0~5점의 6단계로 기술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기

하였다.

능 제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타당

(1) 숫자평가척도(NRS)

환자가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통증을 0부터 10까

도 평가가 완료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0).
(7) Lysholm knee score system (LKSS)

지의 숫자로 표현하여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의 측면에서 무릎 인대 수술 결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

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문지이다. 절뚝거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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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구 사용, 계단 오르기, 무력감, 쪼그려 앉기, 바닥에
앉고 서기, 염발음, 부종, 통증에 대한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점수 단계가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점수를 합산하여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한다21).
(8) Oxford knee score (OKS)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무릎과 관련한 건
강 상태 및 수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문
지이다. 통증과 기능(이동성, 절뚝거림, 계단 오르기, 앉
은 후 서기, 무릎 꿇기, 평지 보행, 수면, 개인위생, 가
사, 쇼핑 등)에 대한 1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0~4점의 5단계로 기술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한다21).

Fig. 1. Distribution according to age.

3. 자료 분석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한방재
활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규성 검정에 따라 paired
t-test 혹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해 분석하
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
주하였다.

결과»»»
1. 성별 및 연령
연구 대상 건 수는 총 480건이었으며, 이 중 남성 197건
(41.0%), 여성 283건(59.0%)이었고, 남녀 비율은 1:1.44였

Fig. 2. Distribution according to insurance type.

3. 수술 후 입원까지 걸린 기간 및 재원 일수

다. 연령 분포는 9~90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61.74±15.76

수술 후 2주 이내에 입원한 경우가 217건(45.2%)

세였다. 50대에서 112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으로 가장 많았고, 2~4주가 118건(24.6%), 4~6주 41건

가 106건(22.1%), 60대가 104건(21.7%) 순이었다(Fig. 1).

(8.5%), 6~8주 21건(4.4%), 8~10주 15건(3.1%), 10~12
주 11건(2.3%), 12주 이상인 경우가 57건(11.9%)으로

2. 보험

나타났다(Fig. 3).
재원 일수는 2주 이내가 65건(13.5%), 2~4주가 148건

총 480건 중 국민건강보험 227건(47.3%), 자동차보험

(30.8%), 4~6주 121건(25.2%), 6~8주 50건(10.4%), 8~10

202건(42.1%), 산업재해보상보험 40건(8.3%), 의료급여

주 40건(8.3%), 10~12주 30건(6.3%), 12주 이상이 26건

9건(1.9%), 공무원공상보험 2건(0.4%)이었다(Fig. 2).

(5.4%)이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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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according to period from surgery to
hospitalization.

Fig. 5. Distribution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리의 골절)이 78건(16.3%), S72 (넙적다리뼈의 골절) 78
건(16.3%), M17 (무릎관절증) 64건(13.3%), S32 (허리
뼈 및 골반의 골절) 32건(6.7%),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26건(5.4%), S52 (아래팔의 골절) 20건(4.2%),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48
(기타 척추병증)이 각 17건(3.5%), S02 (머리뼈 및 얼굴
뼈의 골절) 14건(2.9%),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가 11건(2.3%)이었다(Table Ⅰ).
이 외에도 주상병과 부상병을 포함하여 재활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병이 1개인 경우가 90건(18.8%),
2개인 경우 187건(39.0%), 3개 이상인 경우가 203건(42.3%)
Fig. 4. Distribution according to period of hospitalization.

로 나타났다.
수술 부위를 살펴보면 안면부가 13건(2.7%), 경추부

4. 직업

17건(3.5%), 어깨 및 상완부 42건(8.8%), 팔꿈치 6건(1.3%),
하완 및 수부 39건(8.1%), 흉요천추부 55건(11.5%), 척추

총 480건 중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208건(43.3%)

를 제외한 체간부 6건(1.3%), 골반 및 대퇴부 112건(2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9건

무릎 93건(19.4%), 하퇴 및 족부 97건(20.2%)으로 나타

(14.4%), 사무 종사자 26건(5.4%), 서비스 및 판매 종사

났다(Fig. 6).

자 15건(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8건(10.0%),
기능, 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103건(21.5%), 군인 2건
(0.4%),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9건(1.9%)이었다(Fig. 5).

6. 기저 질환 및 수술 후 진통제 복용 여부
수술 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285건

5. 상병코드, 상병 수 및 수술부위

(59.4%)이었다. 고혈압이 185건(38.5%), 당뇨병이 71건
(14.8%), 고지혈증 78건(16.3%), 심질환 31건(6.5%), 악

주상병으로 선정된 상병코드는 총 64개이며, 그 중

성종양 28건(5.8%), 뇌혈관질환 29건(6.0%), 결핵이 6

10건 이상 주상병으로 선정된 상병코드는 10개로 나타

건(1.3%) 있었으며, 그 외 질환이 122건(25.4%), 현병력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

상 수술 외의 수술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289건(60.2%)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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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Distribution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Code number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N

Ratio (%)

S82

Fracture of lower leg, including ankle

78

16.3

S72

Fracture of femur

78

16.3

M17

Gonarthrosis (arthrosis of knee)

64

13.3

S32

Fracture of lumbar spine and pelvis

32

6.7

S42

Fracture of shoulder and upper arm

26

5.4

S52

Fracture of forearm

20

4.2

S83

Dislocation, sprain and strain of joints and ligaments of knee

17

3.5

M48

Other spondylopathies

17

3.5

S02

Fracture of skull and facial bones

14

2.9

S92

Fracture of foot, except ankle

11

2.3

M51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9

1.9

S46

Injury of muscle and tendon at shoulder and upper arm level

9

1.9

S62

Fracture at wrist and hand level

8

1.7

S22

Fracture of rib(s), sternum and thoracic spine

7

1.5

M25

Other joint disorders, NEC

6

1.3

M75

Shoulder lesions

5

1.0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Table Ⅱ. Distribution according to Underlying Disease
Underlying disease
Hypertension

N

Ratio (%)

185

38.5

Diabetes mellitus

71

14.8

Hyperlipidemia

78

16.3

Heart disease

31

6.5

Cancer

28

5.8

Cerebrovascular accident

29

6.0

Tuberculosis

Fig. 6. Distribution according to surgical site.

6

1.3

Other

122

25.4

Other operation(s)

289

60.2

Underlying disease total=285 (59.4%).

전침은 395건(82.3%)에서 사용되었다. 약침 치료는 총
이었다(Table Ⅱ).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 445건(92.7%)에서 타 병원
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병용하였다.

255건(53.1%)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중 신바로약침이 157
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자하거약침 52건
(10.8%), 중성어혈약침 39건(8.1%), 황련해독탕 약침 21
건(4.4%), 무독화봉독약침 14건(2.9%), 근이완약침과

7. 한방 치료

봉독약침이 각 6건(1.3%), 산양산삼약침이 1건(0.2%)으
로 가장 적었다.

침 치료는 전체 480건 중 479건(99.8%)에 적용되었

뜸 치료는 459건(95.6%)에서 시행되었으며, 부항

으며, 그 중 도침은 33건(6.9%), 화침은 265건(55.2%),

치료는 468건(97.5%)에서 시행되었는데 그중 유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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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 Treatment Provided as Korean Medical Rehabilitation
Treatment

N

Ratio (%)

479

99.8

33

6.9

B. Fire needle acupuncture

265

55.2

C. Electroacupuncture

395

82.3

D. Pharmacopuncture

255

53.1

157

32.7

2. Hominis Placenta

52

10.8

3. Sweet Bee-Venom

14

2.9

4. Jakyakgamcho-tang

6

1.3

21

4.4

6

1.3

39

8.1

Ⅰ. Acupuncture
A. Acupotomy

1. Shinbaro

5. Hwangryunhaedok-tang
6. Bee-Venom
7. Jungsongouhyul
8. Cultivated Wild Ginseng

Table Ⅳ. Herbal Medicine Applied to Patients
Herbal medicine

N

Dangkisoo-san (Dangguixu-san)

Ratio (%)

142

29.6

Hyangbujapalmul-tang
(Xiangfuzibawu-tang)

85

17.7

Chungyeulsaseip-tang (Qingrexieshi-tang)

52

10.8

Dokhwalgisaeng-tang
(Duhuojisheng-tang)

50

10.4

Kamisamul-tang (Jiaweisiwu-tang)

33

6.9

Galgeun-tang hap Jakyakgamcho-tang
(Gegen-tang he Shaoyaogancao-tang)

30

6.3

Samchulkunbi-tang (Shenzhujianpi-tang)

19

4.0

Samchulkunbi-tang hap
Samyoungbaekchul-san
(Shenzhujianpi-tang he
Shenlingbaizhu-san)

16

3.3

1

0.2

Ⅱ. Moxibustion

459

95.6

Jakyakgamcho-tang
(Shaoyaogancao-tang)

13

2.7

Ⅲ. Cupping

468

97.5

Jeopgol-san (Jiegu-san)

12

2.5

A. Dry cupping

468

97.5

Hoesoo-san (Huishou-san)

11

2.3

B. Wet cupping

392

81.7

Ohyaksungi-san (Wuyaoshunqi-san)

11

2.3

4

0.8

Galgeun-tang (Gegen-tang)

10

2.1

10

2.1

C. Moving cupping
Ⅳ. Chuna manual therapy

391

81.5

Beewha-eum (Bihe-yin)

Ⅴ. Physical therapy

293

61.0

1.9

126

26.3

Cheongsimyeunja-eum hap Soyo-san
(Qingxinlianzi-yin he Xiaoyao-san)

9

Ⅵ. Daoyin exercise therapy
Ⅶ. Herbal medicine

421

87.7

Ojeok-san (Wuji-san)

9

1.9

Boyanghwano-tang (Buyanghuanwu-tang)

8

1.7

7

1.5

468건(97.5%), 자락관법은 392건(81.7%), 주관법은 4건

Banhabaekchulchunma-tang
(Banxiabaizhutianma-tang)

(0.8%)에서 시행되었다.

Jaeumkanghwa-tang (Ziyinjianghuo-tang)

6

1.3

추나요법은 총 391건(81.5%)에서 시행되었으며, 한
방물리요법은 293건(61.0%), 도인운동요법은 126건(26.3%)
에서 시행되었다(Table Ⅲ).

8. 통증 및 기능 평가

한약 치료는 421건(87.7%)에서 시행되었으며 총 64가

전체 환자 군에 대한 한방재활치료의 효과를 살펴

지의 처방이 사용되었다. 그 중 10건 이상 사용된 처방은

보면 숫자평가척도(NRS)는 입원 시 5.45±2.01, 퇴원

當歸鬚散 142건(29.6%), 香附子八物湯加減 85건(17.7%),

시 3.21±1.81으로 측정되었다. EQ-5D-5L은 입원 시

淸熱瀉濕湯 52건(10.8%), 獨活寄生湯 50건(10.4%), 加味

17.27±3.71, 퇴원 시 13.89±4.27로 측정되었다. PDI는

四物湯(醫學正傳) 33건(6.9%), 葛根湯 合 芍藥甘草湯 30

입원 시 52.39±13.15, 퇴원 시 37.89±14.89로 측정되었

건(6.3%), 蔘朮健脾湯 19건(4.0%), 蔘朮健脾湯 合 蔘苓白

다. 상기 수치는 모두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朮散 16건(3.3%), 芍藥甘草湯 13건(2.7%), 接骨散 12건

수술 부위별 세부적인 한방재활치료의 효과는 입원 당

(2.5%), 回首散과 烏藥順氣散 각 11건(2.3%), 葛根湯과

시, 퇴원 직전 NRS와 수술 부위별 설문지 점수를 비교

比和飮 각 10건(2.1%)이 있었다. 한약은 각 환자별 상태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p-value

에 따라 약재를 가감하여 사용하였다(Table Ⅳ).

를 병기하여 Table Ⅴ에 기술하였다.

www.e-jkmr.org

157

우현준⋅금지혜⋅이정한

Table Ⅴ. Changes in the Evaluation Scale by Surgical Site during Admission and Discharge
Variables

Rating scale or questionnaire
*

NRS
Total

3.21±1.81

0.000

13.89±4.27

0.000

52.39±13.15

37.89±14.89

0.000

5.00±2.15

2.90±2.24

0.023

11±15

9±16

0.116

50.54±16.74

32.75±19.97

0.074

NRS

6.09±1.11

3.72±1.88

0.000

EQ-5D-5L†

15.5±10

11.5±10

0.074

*

NRS

EQ-5D-5L†
*

PDI

*

*

PDI

52.18±13.67

†

Shoulder, upper arm

54±50

46±50

0.012

5.77±1.94

3.39±1.69

0.000

16.93±3.53

14.07±3.94

0.045

EQ-5D-5L*
*

PDI

NRS

†

5.5±5

3.25±4.5

0.027

11±4

0.068

21±11.4

0.043

5.33±2.14

3.39±1.96

0.000

EQ-5D-5L

18.42±3.42

14.17±3.90

0.010

PDI*

53.15±14.11

35.91±14.51

0.000

5.78±2.13

3.59±1.93

0.000

*

EQ-5D-5L

17.36±3.47

13.82±4.51

0.052

PDI*

52.75±11.23

36.64±16.93

0.000

63.02±18.07

43.56±21.27

0.001

ODI*
†

3.5±7

NRS

PDI†
NRS*
*

1.5±6

0.027

53.5±32.3

23.2±44

0.109

5.48±1.92

3.18±1.70

0.000

EQ-5D-5L

18.06±3.28

14.27±4.88

0.000

PDI*

55.30±12.06

40.37±14.43

0.000

68.55±23.23

49.28±21.03

0.036

ODI*
†

Harris hip score

32.8±27.35

NRS*

5.45±1.86

3.07±1.74

0.000

15.92±3.66

13.04±3.56

0.007

PDI

47.38±13.35

34.27±14.54

0.000

LKSS*

33.67±15.98

46.56±13.73

0.008

*

OKS

13.21±6.03

22.47±9.66

0.000

NRS*

5.23±2.19

3.04±1.83

0.000

17.88±3.75

14.56±4.20

0.005

56.20±11.83

41.77±13.34

0.000

EQ-5D-5L*

Lower leg, foot

0.001

32±49

*

Knee

0.001

81.38±25.66

16±6

NRS

Pelvis, upper leg

41.32±13.70

PDI†

*

Body part

52.65±12.23
111.50±18.06

EQ-5D-5L
NRS*

T/L-spine, sacrum

0.047

NDI

†

Forearm, hand

39.94±14.75

NRS*

SPADI*
Elbow

p-value

5.45±2.01

PDI

C-spine

Discharge

17.27±3.71

EQ-5D-5L*
*

Skull, facial area

Admission

*

EQ-5D-5L*
*

PDI
*

†

50.85±23

0.096

Assessed by paired t-test (mean±standard derivation), Assess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median±range).
NRS: numeric rating scale, EQ-5D-5L: five-level version of Euroqol-5 dimension, PDI: pain disability index, NDI: neck disability index,
SPADI: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LKSS: Lysholm knee score system, OKS: Oxford kne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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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의 효과: 후향적 관찰연구

고찰»»»

우가 208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 기계, 단순
노무 종사자가 103건(21.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근골격계 수술을 시행하면 관절과 근육 등 근골격계

종사자가 69건(14.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무직의

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나타난다. 구조적인 병리상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인구 중 비취업자가 차지하는

태는 주로 경결, 변위, 위축 및 고착 등으로 나타나고,

비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6). 기능, 기계, 단순노무 종

이는 오장육부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

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직군이 다른 직군에 비

게 되며,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을 나타내거나 관련된

해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더 높아 근골격계 질환이 발

6)

증후성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또한 근골격계 수

생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Kim 등이

술 후 재활치료가 지연되면 관절 구축 및 근위약이 회

시행한 연구27)에서 나온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관

복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추후 재

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9건(14.4%) 중 다수는 원

활치료를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

불교 관련 종사자였는데 종교 활동 중 다리를 꼬아서

술 부위를 기능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빠

앉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무릎 연골의 손상이

22)

른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 한방재활치료는 인체의

잘 발생하고 이로 인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경

운동계통을 이루는 구조적 요소와 기능적 측면을 모두

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28,29).

고려하므로 수술 후 재활치료에 적용하기 쉬우며, 침

주상병은 골절이 278건(5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추나요법, 한약 치료, 한방물

였다. 이는 2018년 전북지역 입원환자 다빈도 상병 급

리요법 등 다양한 한방치료가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제

여 현황을 살펴봤을 때 근골격계 질환 중 골절이 비교

6)

공되고 있으나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단일

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30), 인근에 있는 전북지

질환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수술 후 한방병원 입원환

역 권역외상센터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에 대해 100건 이상의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수술 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85건(59.4%)

에 저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으로, 이는 50~70대가 연구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

근골격계 수술 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31), 수술 부위로는 보행에 영

를 받은 환자 480건의 한방재활치료 결과에 대해 분석

향을 많이 미치는 하지 및 흉⋅요⋅천추부가 비교적

하였다.

큰 비율(74.4%)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197건(41.0%), 여성이 283건(59.0%)

시행된 한방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침 치료는

으로 여성이 많았고, 평균 연령은 61.74±15.76세였으며

479건(99.8%)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止痛, 行氣의 목

50대~70대가 322건(67.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적으로 관련된 穴位를 선택하여 재활치료에 도움을 줄

있었다. 이는 여성은 40세 이상, 남성은 50세 이상에서

수 있다6). 수술부위는 침습적인 치료 시 감염의 위험이

골관절염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밝힌 Busija 등의 연

있어 해당 부위에 직접 침 치료를 시행하는 데에는 제

23)

구 , 대퇴골 골절의 유병률이 50세 이후 증가한다고
24)

한이 있으나, 경락이론에 근거하여 수술부위에서 떨어

밝힌 Melton 등의 연구 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져 있는 穴位를 선택하여 치료 시 감염의 위험 없이 통

각 성별의 연령 군을 살펴보면 여성 환자에서는 50세

증 및 기능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32,33). 또한 침

이상의 비율이 85.5%, 남성 환자에서는 59.4%로 나타

치료에서는 일반 호침이 아닌 특수한 침을 사용하거나

나 여성에서 5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유전적

호침에 조작을 가하여 치료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데,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골량이 낮게 형성되고, 폐

그 중 본 연구에서 수술 후 환자에게 적용한 특수 침 치

경기인 50대 전후로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히

료는 전침, 화침, 도침이 있었다. 전침은 395건(82.3%)

높아지는 반면에 남성은 급작스런 호르몬의 변화가 없

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자극을 재현성 있게 반복하며

어 50대 이후에도 완만한 골감소를 보여 관련 골절 병

자극 주파수에 따라 서로 다른 아편양 물질의 분비를

18,25)

변이 여성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

증가시켜 진통 효과를 높일 수 있다34). 화침치료는 溫壯
陽氣, 生肌斂瘡의 효능이 있고 동통 치료에도 효과적으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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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져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34).

분 氣滯, 瘀血이라는 병적 개념을 도입하여 氣와 血의

특히 치밀결합조직 손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當歸鬚散, 加味四物

되어 인대 및 섬유성 관절낭의 기계적 장애, 근건 연접

湯, 烏藥順氣散 등의 처방이 잦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부의 부분 파열, 피하조직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에 응

또한 통증은 風, 寒, 濕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기 때문

35)

용되고 있으며 , 본 연구에서도 265건(55.2%) 사용되

에 葛根湯 合 芍藥甘草湯, 淸熱瀉濕湯 등의 처방이 사용

었다. 도침은 ≪黃帝內經≫의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되었다. 또한 한약 치료는 손상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이론대로 氣血을 순조롭게 통하게 하고 陰陽을 조화시

상태를 반영하여 치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

켜 동통 제거,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인의 상태에 맞추어 한약을 처방하였다6).

연조직의 유착을 박리하여 본래의 동적 상태 위치로 복

한방물리요법에는 氣滯, 氣鬱 등과 같은 氣의 소통이

구시키며 경련이 일어나고 긴장된 근섬유를 일부 절단

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통증 및 종창에 전기나 음압을

하여 근긴장과 근경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 질환의 한열변증과 발병 시기

36)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으며 , 본 연구에서는 33

및 병정에 따라 온⋅냉 자극을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6.9%)에서 사용되었다.

방법이 있다6). 본 연구에서는 293건(61.0%)에서 사용하

약침 치료는 자침과 약물의 효능을 이용해 생체의 기

였는데 특히 경피냉각요법은 수술 후 일반적으로 사용

능을 조정하고 병리 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하며 수술 부위로 발생하는 발적, 열감, 통증을 조절하

술기이며 근골격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行氣, 活血, 止痛

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39).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총 255건

도인운동요법은 운동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피동적으

(53.1%)에서 사용하였고, 환자 상태에 맞추어 신바로약

로 적용하는 운동요법이며, 理筋을 목표로 신경 및 근

36)

침 , 중성어혈약침, 황련해독탕 약침, 무독화봉독약침,

육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

근이완약침, 봉독약침, 자하거약침, 산양산삼약침 등 약

으로6), 본 연구에서는 126건(26.3%)에서 사용되었다.

침의 종류를 달리 사용하였다.

근골격계 수술을 시행하면 그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이

뜸 치료는 溫經散寒하며 血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긴장하거나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이 발생한다. 따라서

있고, 통증 조절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및 가동범위 회복이

34)

어 본 연구에서도 459건(95.6%)에서 사용되었다 . 부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도인운동요법이 도

항 치료는 468건(97.5%)에서 사용되었는데 舒筋活絡 및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호흡과 함께 기

체 내에 정체되어 있는 惡液質老를 제거하며 음압형성,

혈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수술 후 전신 상태 개선에도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기능회복을 촉진시켜 수술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40).

후 재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34).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고 평가 방법이 모두 환자의

추나요법은 총 391건(81.5%)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기존의 재활치료와 비교하여 한

經絡疏通, 行氣活血, 理筋征復, 滑利關節의 효과가 있으

방재활치료가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없고, 치료

며 수술 후 손상된 조직 세포가 스스로 재생하여 이전

만족도, 안전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었

37)

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 수술 후 상

다. 또한 단일 한방병원에서 진행한 후향적 연구로 비

태의 관절은 추나요법의 상대적 금기증, 골절, 탈구 등

뚤림의 위험이 있으나, 근골격계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

은 추나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나, 한의사의 정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NRS는 입원 시 5.45±2.01, 퇴원

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수술부위 혹은 인접한 상하지 관

시 3.21±1.81, EQ-5D-5L은 입원 시 17.27±3.71, 퇴원 시

절에 시행하는 추나요법은 상하지의 불용성 근위축 및

13.89±4.27, PDI는 입원 시 52.39±13.15, 퇴원 시

근육약화를 방지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등 수

37.89±14.89로 모두 치료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38)

술 후 재활 과정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약 치료는 421건(87.7%)에서 시행되었으며 총 64
가지의 처방이 사용되었다. 외상이나 수술의 경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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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향후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에 대하여 근
거수준이 높은 연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골격계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의 효과: 후향적 관찰연구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한방재활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근골격계 수술 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480건에 대해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

6.

행하였다. 한방재활치료의 과정에서 침 치료(도침, 화
침, 전침 포함), 약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추나요

7.

법,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 및 한약 치료가 적용
되었고, 입, 퇴원 시 NRS, EQ-5D-5L, PDI 점수를 비교
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이는

8.

향후 수술 후 재활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한방
재활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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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폐쇄신경 포착으로 인한 고관절 통증 환자의 복합한방치료:
증례보고
추희영⋅이상운⋅배인수⋅윤경영⋅윤준흠⋅황동욱⋅조현우
해운대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A Case of Combined Korean Medicine Treatment of Hip Pain Caused by Obturator
Nerve Entrapment: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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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ports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reatment on a
patient with right hip pain caused by obturator nerve entrapment due to ganglion cyst.
The patient had been misdiagnosed for a stenosis at the other hospital, but he got a
different diagnosis this time with the examination.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Korean traditonal medicine, which includes pharmacopuncture, acupuncture, manual
treatment (Chuna), and herbal medicine. Numerical rating scale (NRS),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and Euroqol five dimension (EQ-5D) index were used as a objective tool for evaluating the patient's symptoms. After treatment, NRS and ODI were
decreased, while EQ-5D index was increased.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mbined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y be effective in reducing symptoms related to obturator nerve entrapment. (J Korean Med Rehabil 2020;30(3):163-169)
Key words Obturator nerve, Nerve entrapment, Ganglion cyst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서론»»»

고 신경 포착 및 손상 등이 있다1,2).
신경포착증후군은 포착성 신경병증이라고도 부르며,

척추 질환 및 고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는 통증 부위

지속적으로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신경학

가 명확하지 않은 둔부나 서혜부 동통을 호소하기 때문

적 병증이다. 신경포착증후군은 정상적 구조물을 과사용

에 증상만으로는 척추 질환과 고관절 질환을 감별하기

하거나 건, 인대, 섬유조직과 같은 공간 점유성 병변이

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관절 통증을 감별하는 것은 주

정상적인 신경 주행경로를 압박하여 생기며, 이로 인해

의를 요하며,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비

각 신경의 지배영역에 감각 이상과 통증이 유발된다3).

뇨기과, 부인과 질환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폐쇄신경이 포착된 것은 폐쇄신경 포착

고관절 통증의 근골격계 원인으로는 고관절 자체 질환

증후군 또는 폐쇄신경통이라고 불리며, 서혜부 및 대퇴

과 요추 추간판 및 척추 문제, 근육과 힘줄 손상, 그리

내측 부위의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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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신경은 요추 2,3,4 신경근에서 기원하여 하행하면

오후에 시행하였으며 자침 깊이는 10~30 mm, 유침 시

서 골반으로 들어가 폐쇄공을 통해 외폐쇄근, 내전근,

간은 10~15분 가량 하였다. 입원 1일째 양측 요부 방광

박근에 분지를 내는 신경이다. 보통 폐쇄신경이 포착되

경 선상 아시혈 및 요부 협척혈에 자침하였으며, 2일째

는 것은 골반 내 골절, 외상, 혈종, 악성종양 등이 원인

부터 퇴원 시까지 우측 허벅지 치골결절의 외측 하방,

3,4)

이며 의인성으로 수술 후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
신경포착 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신경전도검사를 이용
하거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 감별하며, 치료는 보

내전근 부위의 경결점 및 아시혈에 자침하였다. 유침하
는 동안 내전근 아시혈에 전침을 시행하였으며 침치료
부위에 적외선 치료도 적용하였다.

통 약물치료나 안정을 취하고, 신경 프롤로, 스테로이

2) 한약치료

드 주사, 자가 혈소판 주사, 감압술 등을 증세에 맞게

한약치료로는 염증 제거, 신경 재생에 도움을 주는 원

3,5)

적용한다 .

내 처방인 신바로한약 기본방(오가피 7.5 g, 방풍 7.5 g,

본 증례는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여 타 병

두충 7.5 g, 우슬 7.5 g, 구척 6 g, 백출 6 g, 산사 2 g, 신곡

원에서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

2 g, 맥아 2 g, 사인 2 g, 오공 0.375 g, 감초 0.5 g, 생강

전되지 않아 본원에서 새롭게 한 검사에서 결절종이 폐

7.5)을 가감하여 사용하였으며 1일 3회 식후 30분을 기준

쇄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을 확인한 사례이다.

으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고관절 부위 신경 포착을 치료한 한의학적 연구로 관
통피부신경 포착6), 대퇴신경 포착7) 증례 등이 있었으나

3) 약침치료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폐쇄신경 또는 결절종과 관련

입원 당일부터 1일 2회로 침치료와 같이 시행하였다.

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약침액은 신바로약침(자생한방병원의 고유 처방인 청

이에 저자는 폐쇄신경 포착증후군으로 인한 고관절

파전의 구성 약물인 오가피, 두충, 구척, 방풍, 우슬, 오

통증 환자에게 복합적인 한방치료를 시행하여 호전된

공, 강활, 독활 등의 약재를 넣고 70% 주정으로 3시간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동안 증류하여 추출한 약침; 자생약침연구소, 남양주, 한
국)을 사용하였으며 일회용 주사기(Kovax-Syringe 2 mL,
26G×11/2)로 시술하였다. 폐쇄신경 주행 노선을 고려하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8년 9월 본 한방병원에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
원한 62세 남성을 대상으로 10일간 한방치료를 시행하
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분석을 통한 증례 보고로 자생한방
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0-04-009).

여 우측 내전근 압통점에 4 포인트로 나누어 0.5 cc씩
시술하였다.

4) 부항
부항치료는 양측 요방형근에 습부항으로 1일 2회 유
침 전 시행하였다.

5) 추나요법
추나 기기로는 Ergostyle Fx table (Chattanooga Group,
Hixson, TN, USA)을 사용하였으며 장골 후방회전변위
교정법, 복와위 두상골 식지중수지절부 장골 인플레어/아

2. 치료 방법
1) 침치료
침은 0.30×40 mm 일회용 스테인레스 멸균호침(동방
침구제작소, 보령, 한국)을 사용하였다. 1일 2회 오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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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3. 발병일

1) 숫자통증등급(numerical rating scale, NRS)

2018년 8월경 밭일을 무리하게 한 후 증상 發

NRS는 0점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 10점은 가장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라고 하였을 때 환자가 자신의
통증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다8). NRS는 입원
당일부터 매일 20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진술로 측정하

4. 치료기간
2018년 9월 11~20일(10일간 입원 치료)

였다.

2) 요통 기능장애 척도(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5. 과거력 및 가족력

ODI는 요통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

Hypertension (2015), Diabetes mellitus (2013), Left

로 통증의 정도와 신체 활동의 어려움 수준을 측정하는

(Lt.) wrist fracture (Fx.)-Lt. wrist Fx. operation (2017),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요통으

Hearing loss (2015), Cataract (2016)

9)

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많음을 나타내며 , 입원
당일과 퇴원 시 환자에게 설문지를 주고 측정하였다.

3) Euroqol-5 dimension index (EQ-5D index)

6. 현병력
2018년 8월경 우측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OO병원

EQ-5D index는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

에서 L-Spine X-ray 촬영 후 큰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

ity of life)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운동성, 자기관리,

고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별무호전하였다. 이후 △△병

일상생활, 통증/불편감, 불안/우울 등 5개 영역으로 구

원에서 다시 L-Spine X-ray 촬영 후 협착증으로 진단받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척도를 이용하여 환

은 후 한 달간 외래진료 받았으나 별무호전하여 2018년

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EQ-5D-3L를 이용하여 측정

9월 11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level 1 (문제 없음), level 2 (약
간 문제 있음), level 3 (심각한 문제 있음)의 3가지 척도
중에 하나로 표시한다10). 입원 당일과 퇴원일에 EQ-5D
index 측정을 시행하였다.

7. 영상 소견
L-Spine MRI (2018. 9. 12)
• L3/4
• Left central disc mild protrusion with disc degeneration;

증례»»»
1. 환자
신OO(남/62세)

2. 주소증
우측 골반 내측 및 전면부 통증
보행시 통증 악화

cartilaginous node, upper L4.
• L4/5
• Left central ~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with disc
degeneration
;compression of left ventral dural sac & left L5 nerve root.
Hip MRI (2018. 9. 12)
• T2-weighted axial, T1 & T2- fat saturated coronal
scan were performed.
• About 2 cm sized multiloculated cystic lesion, right
obturator canal, suggesting ganglion cyst
• R/O Right obturator nerve entra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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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wise, unremarkable

소견을 보였는데 환자의 호소증상과 MRI 소견이 일치
하다고 판단하여 치료 방향을 폐쇄신경 포착을 해소시

8. 치료 경과

키는 방향으로 집중하였다. 이후 약침, 침, 부항 치료를
우측 골반 전내측 및 내전근 아시혈로 집중하여 진행하

환자는 평소 밭일을 하였으며 한 달 전에 일을 무리

였다. 환자는 일주일 정도 약간의 호전과 완화를 반복

하게 한 후 오른쪽 골반 내측 및 전면부 통증과 보행 시

하였으며, 일주일 후 우측 골반 내측 통증과 움직임 시

불편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불편감이 처음보다 확실히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입원

입원 1일 차에 요부협척혈과 우측 골반 아시혈을 중

9일차에는 우측 고관절을 외전하거나 누웠다 일어날

심으로 약침 및 침, 부항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별무

때 고관절이 당기고 아픈 느낌이 호전되었다. 입원 10

호전하였다. 타 병원에서 L-spine X-ray에서 협착증으

일차에 환자의 우측 골반 통증이 많이 개선되고 보행도

로 진단받았으나 증상이 골반 내측 및 전면부로 집중되

처음보다 편하게 되어 통증 시 외래진료를 권유하고 퇴

어 있고 L-spine X-ray로만 고관절 통증을 감별하기 어

원을 진행하였다.

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입원 2일 차에
L-spine MRI와 hip MRI 촬영을 함께 진행하였다. L-spine
MRI (Fig. 1) 결과 L3/4와 L4/5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9. 입원 치료 후 NRS, EQ-5D index, ODI 변화

탈출증 소견이 나왔으나 환자의 증상은 오른쪽임을 보

입원 시 NRS는 6에서 1주차에 NRS 5, 퇴원 시에 NRS

았을 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hip

4로 통증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ODI 또한 입원 시 36점에

MRI (Fig. 2)에서는 결절종에 의한 우측 폐쇄신경 압박

서 퇴원 시 30점으로 입원 시에 비하여 호전되었다(Fig. 3).

Fig. 1. L-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eptember 12, 2018).

Fig. 2. Hip magnetic resonance imaging (September 12, 2018).

Fig. 3. Changes of NRS & ODI. NRS: numerical rating scale,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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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EQ-5D index & dimensions. EQ-5D index: Euroqol-5 dimension index.

EQ-5D index는 입원 시 0.173점에서 퇴원 시 0.72점

를 지참하지 않아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EQ-5D

어려웠고 허리 신경근 질환 외에 고관절 연부조직의 이

dimensions의 5가지 항목 중에서 ‘운동성’, ‘일상 생활’,

상이나 염증 질환 등과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통증/불편감’ 항목이 개선되었으며 ‘자기관리’ 항목은

본원 입원 2일째 L-spine MRI와 hip MRI 촬영을 동시

오히려 불편감이 생겼고, ‘불안/우울’ 항목은 입퇴원 시 모

에 진행하였다. L-spine MRI에서 L3/4와 L4/5에서 중

두 정상이었다(Fig. 4).

심~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으며 central
canal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및 골반 통증에 어
느 정도 관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자의 주증상

고찰»»»

인 우측 고관절 전내측 통증은 hip MRI에서 확인한 결
절종이 우측 폐쇄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견과 더 일

고관절 통증은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
으로 발생한다. 고관절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치하여 치료의 방향을 우측 폐쇄신경 포착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는 통증의 양상과 위치, 통증을 증감시키는 자세와 보

고관절에서 결절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

행 양상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환자의 보행양상

으로 보통 약간의 이물감 외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및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가지 이학적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통증, 감각이상,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computed tomography, MRI,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13).

초음파, 관절경 등의 영상학적 검사가 뒷받침 되어야

결절종, 건, 인대, 섬유조직 등과 같은 공간 점유성

한다. 특히 본 증례와 관련된 고관절 내측 및 앞쪽 통증

병변이 있거나 정상적인 구조물의 과사용으로 신경 주

은 골괴사, 골절, 급성 활액막염, 하복부 병변, L2~3 요

행경로가 지속적으로 압박되는 경우, 신경포착증후군

11,12)

추부 신경근 병변 여부 등과 감별이 필요하다

.

이 발생할 수 있다. 신경포착증후군은 신경압박병증이

본 증례의 환자는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증상으로 타

라고도 부르며, 압박받는 신경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병원에서 L-spine X-ray 촬영 후 협착증으로 의심된다

나타난다.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 해당 피부 분절에서

는 소견을 듣고 내원하였다. 초진 시 환자는 우측 고관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나며 근력의 약화가 동반될 수

절 내측과 전면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보행 시 통증 악

도 있다. 반면 말초신경이 압박되는 경우 각 신경의 지

화 증상을 동반하였다. 허리보다 고관절 통증을 주증상

배영역에 감각 이상과 통증을 유발한다3).

으로 하고 보행장애를 동반한다는 점, 평소에 밭일을

폐쇄신경은 요신경총의 한 분지로, 요추 2,3,4 신경근

하고 연령이 62세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협착증 증

으로부터 나와서 내전근 및 대퇴 피부에 분포한다. 처

상과 유사한 점이 있었고 추간판 탈출증도 동반할 수

음에는 한 다발로 대요근 내부에서 시작하여 하행하면

있다고 의심되었다. 하지만 초진 시 환자가 영상 자료

서 골반으로 들어가 폐쇄공을 통해 외폐쇄근, 내전근,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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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에 근육 분지를 낸다. 이 신경이 포착되면 대퇴부

하였다.

내측 부위에 감각 이상과 통증, 작열감 등을 호소하게

10일간의 복합 한방치료 후 퇴원 시 NRS, ODI, EQ-5D

되며, 하지를 외측으로 움직이면 증상이 악화된다. 이

index를 다시 측정하였을 때 처음 입원했을 때 점수와

것을 폐쇄신경통 또는 폐쇄신경 포착증후군이라고 하

비교하여 모두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삶의 질을 평가

3)

며 약물치료와 안정, 국소 마취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

하는 EQ-5D dimensions의 5개 항목 중 ‘자기관리’ 항목

감압술 등 신경포착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를

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불편감이 생겨서 추후 관찰이 필

5)

적용할 수 있다 .

요하나, 나머지 ‘운동성’, ‘일상생활’, ‘통증/불편감’의 3

본 증례에서는 폐쇄신경이 관여하는 내전근 부위를

가지 항목에서 골고루 호전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따라 압통점을 확인하여 약침치료와 침치료를 시행하

전반적인 환자의 불편감 감소와 치료 만족도를 확인할

였다. 내전근은 장내전근, 단내전근, 대내전근, 박근으

수 있었다. 환자 스스로 호소한 증상 또한 자세 변화에

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장단내전근은 입각기

따른 우측 고관절통이 줄어들고 보행 시 불편감이 많이

후기에 보행의 안정성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

좋아졌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종결하였다.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서혜부, 대퇴상부 내측면, 슬관
14)

본 연구는 L-spine X-ray에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

절 내측부에 통증을 나타내게 된다 . 본 증례의 환자

웠던 고관절 통증 환자의 감별진단을 위해 hip MRI를

의 경우 장단 내전근 기시부 근처 치골결합 외측 부위

촬영하여 폐쇄신경 포착 소견을 확인하고 이에 초점을

에서 경결점이 촉지되어 집중적으로 약침과 침치료를

맞추어 치료하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다. 고관절에서

실시하였다.

결절종으로 인한 신경포착은 드물며, 이에 관한 한방치

약침 요법은 약물요법의 기미론과 침구요법 경락이론
을 동시에 기반으로 하여 근골격계 질환에서 항염, 진통,
15)

료 연구도 부족함을 고려할 때 한방 복합치료로 신경포
착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염효과를 나타내는 독특한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 신

하지만 본 연구는 단일 증례이며, 여러가지 복합치료

바로 약침은 골관절 질환의 치료 한약인 ‘청파전’에서

로 각 치료의 효과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정제된 추출물로써 신경과 연골을 재생할 뿐만 아니라

가진다. 또한 신경포착으로 인한 통증 변화에 중점을

16)

항염증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

본 환자의 증상완

두었기 때문에 한방치료가 환자의 결절종 자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화 및 회복을 위해 사용하였다.
한약 치료에 사용된 청파전은 구척, 방풍, 오가피, 두

향후 고관절 부위 신경포착병증에 관한 보존적 한방

충, 우슬, 대두황권 등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活血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祛風止痛, 强筋骨 효능이 있다. 염증을 줄여주고 뼈, 신경

것으로 생각한다.

및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본 증례의 신경
포착으로 인한 통증을 호전시키고 신경 재생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17,18).
추나치료는 한의사가 신체의 일부분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
19)

결론»»»
본 증례는 타 병원에서 협착증으로 오인되어 보존적

렬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기요법으로 , 본 증례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고관절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본

에서는 족지장단분석에 의해 골반 변위 정도를 평가하

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시행하여 결절종

여 장골 후방회전변위(단순 후하방장골) 교정법과 복와

으로 인한 폐쇄신경 포착이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위 두상골 식지중수지절부 장골 인플레어/아웃플레어

부위에 집중적인 한방 복합치료를 시행하여 10일간의

교정기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추나요법은 요부에서

입원 치료 후 우측 고관절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19)

둔부에 이르는 골반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며 ,
추나요법을 비롯한 경근요법으로 신경포착 증상을 완
화시킨 증례가 있어20) 본 환자에게도 추나요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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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기간에 개선된 양상을 보여 보고하는 바이다.

폐쇄신경 포착으로 인한 고관절 통증 환자의 복합한방치료: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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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shall be written on A4 (210×297 mm) white

full name in English, and affiliation, 3) sponsor of re-

paper by using Hangeul word processor of "Hancom" with

search expenses, etc., and 4) name, address, etc. of corre-

margin of 30 mm on the top and bottom and on the left and

sponding author (including telephone number, Fax num-

right and with font size of 10 points. The basic rule is to

ber and e-mail address). If the title has more than 30 let-

write the entirety of paper horizontally in line spacing of

ters in Korean and 15 words in English, running head

160%. Adjustment of paragraph such as indentation shall

shall be written separately at the end of title page (less

never be used while page shall be numbered continuously,

than 10 letters in Korean and less than 5 words in English).

starting from title page. Figures shall be included in the entire manuscript and shall be included in a separate file to be

2) Author

submitted. Manuscript shall be submitted to the editorial

Authors of paper listed in manuscript shall be qualified

board through e-mail or in the form of diskette. File name

as an author. Each author shall be a researcher who par-

shall be designated with author's name. However, when

ticipated in the study sufficiently enough to take public re-

multiple manuscripts are submitted, a simple description

sponsibility for the study. Authors shall be qualified only

shall be added behind author's name.

when they 1) made a contribution to setting the basic con-

(E.g.) Shin Hyun-taek(thermal examination).hwp, Shin
Hyun-taek(fig.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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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s, and reference in this order (clinical and

Oriental Medicine Hospital of ○○ University Oriental

case report and review are exceptions). The text shall be div-

Medicine College), and contents, all of which are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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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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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details.

in detail so that other researchers can reenact the experi-

(1) Objectives: This section shall simply and clearly de-

ment if they follow the same methods. The section shall

scribe the reason why this study was conducted and the

also include methods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of results.

objectives that this study intended to achieve in 1~2

The results shall be written in the same order as the one

sentences. The objectives of study described in this sec-

for table. Data in table or diagram in the text shall not be

t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itle of manuscript and state-

written repeatedly while important observation results on-

ment in introduction.

ly shall be emphasized and summarized. The discussion

(2) Methods: The first paragraph of this section shall

section shall focus on new and important aspects of study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of things that were conducted

and conclusions drawn from such aspects. Literature re-

and methods in which such things were conducted in or-

view shall be avoided if the review is not related to the

der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objectives. This section

results.

shall describe what data were collected, how such data
were analyzed, and how bias was adjusted.
(3) Results: This sec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of ob-

(1) Term: Academic term shall be written in Korean as
much as possible. If it is difficult to translate term, the
term may be written in English or Chinese character.

servation and analysis that were conducted and made in

(2) Abbreviation: Standard abbreviation only shall be

the methods that were explained in the previous section

allowed. Abbreviation shall not be used for paper title and

and shall present specific data.

abstract. When abbreviation is used for the first time in

(4) Conclusions: This section shall describe con-

the text, official name shall be written first, which is fol-

clusions that we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lowed by abbreviation in parenthesis. Afterward, abbrevi-

1~2 sentences. The conclus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ation only may be used. It is recommended to avoid the

the objectives of study described in the first section.

abbreviation that is not in common use as much as

The abstract shall be followed by key words of paper
that contain less than six words. In this case, it is recom-

possibl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abbreviations
of standard measurement units.

mended to use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listed in

(3) Proper noun, number and measurement value:

Index Medicus for key words. If a key word is name of

Person's name, place name, and other proper noun shall be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or name of acupuncture

written in the original language as much as possible.

point, Chinese pronunciation of the key word shall be

Number shall be written in Arabic number while weights

written in parenthesis.

and measures shall be in metric system. Temperature shall

4) Text

be recorded in centigrade while blood pressure shall be recorded in mmHg. Hematological and clinico-chemical

Text shall include introduction, subject or materials and

measurement values shall be expressed in the metric sys-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s in this order.

tem of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Measurement

If necessary, sections of the text may be merged with each

value and its unit shall be written with space between

other or may be omitted. Text for clinical or case report

them.

and review may be written in a different format. The sec-

(4) Drug name: The basic rule is to use generic name

tion of introduction shall describe purpose of study and a

rather than brand name. However, brand name may be

brief background for study. The section of methods shall

used only when the brand name is important to evaluate

include study subject such as experimental animal, meth-

results or conduct follow-up study.

ods, experimental apparatus (including manufacturer and

① First of all, name of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model), and procedures. Description shall be sufficiently

shall be written in Korean pronunciation while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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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ation shall not be used for title. Description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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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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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e imaging, CT scan and myelograph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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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3.58

170.2±4.25

low back pain. British Journal of Rheumatology.
1990;29:2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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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ok: author name. book name. edition. publication

itemized and shall be written in less than 150 words.

place:publishing company. publication year:number of pages.

(4) Case shall include patient, main complaint, date of

(E.g.)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onset, past history, history of present illness, findings in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

the first medical examination, and findings in examina-

155-6.

tion that are not itemized. The case shall be described in

(3) Chapter in book: author name. chapter name:editor

the perspective of time or incident.

name of book. name of book. edition. publicatio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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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company name. publication year:start page-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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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literature review.

(E.g.)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2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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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nic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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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The main purpose of clinical image is to pro-

(4) Materials from electronic media

vide education with use of picture, which is different from

(E.g.)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the case with original article. Manuscript shall be written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in less than 1/2 page of A4 paper while number of figures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nd pictures shall be less than 4 with less than 5 items of

Available from: URL: http://www.cdc.gov/ncidod/

reference.

EID/eid.htm.

6. Manuscript Other than Original Article
General matters a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original article.
1) Review
Review is discussion that focuses on a specific title.
The review shall be published on the request by the editorial board.
2) Case Report
(1) The total volume shall be less than 10 pages on A4
paper.
(2) The paper shall include title, author (affiliation and

4) Commentary
Commentary covers matters of general concern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and their personal opinions on a
certain trend in the health-related field. Manuscript shall
be written in less than 4 pages on A4 paper with less than
5 items of reference.
5) Editorial
Editorial covers comments on a specific paper published in the journal, which shall be written on request.
The editorial does not reflect opinions of the academy.
Manuscript shall be written in less than 4 pages on A4 paper with less than 10 items of reference.
6) Medical Lecture

name), English abstract and key words (two to five words),

Medical lecture shall be written at the request by the ed-

introduction, case, discussion, summary, acknowledgements,

itorial board and on the subject that was determined by the

and reference in this order.

editorial board. Manuscript shall be written in less than 4

(3) English abstract and summary shall include objectives,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that are not

pages on A4 paper with less than 5 items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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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tter to the Editor
Letter to the editor covers criticism or opinions on a
specific paper that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within 6
months. Manuscript shall be written in less than 1 page on
A4 paper with less than 5 items of reference.

Ethical Policies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Amended on April 1, 2016)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3 (Authorship) All authors must meet the author-

ship criteria of 'Recommendations for the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and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guidelines is to provide the basic rules and di-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Dec. 2019)'

rection regarding to rol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on www.icmje.org.

that are necessary to prevent research miscon-

The ICMJE recommends that authorship be

duct and secure research ethics among members

based on the following 4 criteria:

and researchers of The Society of Korean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Medicine Rehabilitation. These regulations and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guideline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Educa-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s direc-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tive on ethics guidelines.
Article 2 (Ethics of Paper) Paper submitted to this journal

shall be written in compliance with ethics as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follows.
1. If study targets human being, patients or their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guardians shall be sufficiently explained the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purpose of study and the mental and physical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harm that may occur while they participate in

In addition to being accountable for the parts of

the study based o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the work he or she has done, an author should be

(www.wma.net/e/policy/b3.htm). Then, it shall

able to identify which co-authors are responsible

be made clear that their consents are obtained,

for specific other parts of the work. In addition,

which shall be considered as the basic rule.

authors should hav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2. If study targeted animal, paper shall explain

the contributions of their co-authors. All those

the measures that were taken to reduce pain

designated as authors should meet all four criteria

and inconvenience of experimental animal. It

for authorship, and all who meet the four criteria-

shall be made clear that experiment proc-

should be identified as authors. Those who do not

esses are not against the ethics committee

meet all four criteria should be acknowledged.

regulations of research institute or the NIH

Article 4 (Research Misconduct) An act that corresponds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to one of the items as follows shall be consid-

Animals

ered as misconduct.

(www.nap.edu/readingroom/books/

labrats/index.html), which shall be considered as the basic rule.
3. Study shall be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1. Forgery: An act of creating data or study results that do not exist and recording or reporting of them

the ethics committee regulations of relevant

2. Falsification: An act of falsifying study data,

hospital. If necessary, the editorial board may

equipment or process, or changing or omit-

ask for submission of written consent and

ting data or study results so that study records

certificate of approval by the ethics committee.

run against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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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giarism: An act of stealing and using oth-

implement its own regulations related to inves-

ers' idea, process, results or records without

tigation of research integrity, including the items

any legitimate right

mentioned below, based on these regulations

4. Redundant publication: An act of submitting

and guidelines.

or publishing the manuscript, which was

1.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article 3)

published in or submitted to other journal, to

2. Organization, department or person in charge

or in this journal
Article 5 (Measures against Misconduct) When study re-

of receiving report on research misconduct
and conducting investigation

lated to this society and paper published in this

3. Rules to form an organization for inves-

journal are found to be act of research mis-

tigation such as a committee for main inves-

conduct, measures shall be taken according to

tig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investiga-

the procedures as below.

tion committee"), procedures for inves-

1.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tigation, and period of investigation

be formed to examine misconduct and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before notify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to the society.
2. If research misconduct is confirmed based on

4. Type and standards for sanctions against misconduct
5. Measures to protect informant and examinee
Article 8 (Authority and Roles of This Societ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by the committee,

1. This Society shall install a place to receive

the examinee shall be deleted from the paper

report on misconduct related to research and

list of the journal, the person who submitted

submitted paper, examine if verification and

the paper shall be prohibited from submitting

investigation of research integrity were con-

paper in the future (at least for three years or

ducted impartially and reasonably by this so-

more), the information on misconduct shall

ciety, and take follow-up measures based on

be posted on the website, and the details shall

the results of examination.

be notified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 This society may begin re-investigation to
verify research integrity in the following cases (article 15).

Chapter 2.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is
Society

1) The case where necessity of re-investigation

Article 6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This Society

that informant or examinee raised against the

shall provide those affiliated to the society who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r judg-

submit paper with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ment by this society

was acknowledged because there existed a
reasonable reason for the formal objection

regulations that persons who conduct study and

2) The case where necessity of re-investigation

submit paper are required to comply with, on

was acknowledged because a significant

scope of misconduct, on methods to cope with

flaw was found in the results of judgment by

misconduct, and on procedures to investigate

this society

miscondu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Self-investigation System by
This Society) This Society shall establish and

3) The case where it is determined that This
Society is unable to conduct investigation in
an impartial and reasonable way

Ethical Policies

Article 9 (Protection of Informant's Right)

Article 10 (Protection of Examinee's Right)

1. Informant means a person who informs this

1. Examinee means a person that is the target of

society of the fact or relevant evidence that

investigation on misconduct due to a report

misconduct was recognized.

or recognition by this society or the target of

2. Informant shall be allowed to report in all of

investigation as the investigation indicates

the possible methods such as oral statement,

that the person is presumed to be involved in

written document, telephone, and e-mail.

misconduct. Testifier or witness in the proc-

The basic rule is that a report shall be filed in

ess of investigation shall not be considered

real name. However, despite an anonymous

as examinee.

report, if the report was filed to include re-

2. This society shall be careful not to infringe

search subject, name of relevant paper, and

on honor or right of examinee unduly in the

specific details and evidence of misconduct

process of verification.

in written document or e-mail, the society

3. Suspicion of misconduct shall not be made

shall consider the report as the one filed in

public until the results of judgment are deter-

real name.

mined.

3. This society shall be obliged to protect in-

4. Examinee may make a request of being in-

formant from disadvantage to the informant's

formed of procedures and schedule of mis-

statu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discrim-

conduct investigation and processing. The

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and undue

examinee shall sincerely accede to the

pressure or harm, all of which are attribut-

investigation.

able to report on misconduct. The society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4. Matters on informant's identity shall not be
subject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If informant's identity is disclosed against the

Chapter 3. Procedures of and Standards for
Verification of Research Integrity
Article 11 (Time Limit for Verification of Integrity)

will of informant for the reason that the for-

1. The basic rule is not to process a report on

mant filed a report, this society along with

misconduct even though the report was filed

the organization that the informant belongs

if the misconduct was committed full five

to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receipt and

years ago from the receipt date of the report.

verification of the report.

2. Even though the misconduct was committed

5. If informant is willing to know the proce-

five years ago, the misconduct report shall be

dures and schedule of investigation that is

processed in the case where examinee di-

conducted after misconduct is reported, the

rectly quoted the results of such misconduct

informant shall sincerely accede to the

to use them for report and presentation of

investigation.

study results within five years or the case

6. If informant filed a report even though the informant knew or could know that the report
was false, the informant's identify shall not
be protected.

where there is a risk or a concern about risk to
public welfare or safety.
Article 12 (Rules on Verification of Integrity)

1. This society an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substant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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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onduct. However, if examinee damaged

there i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 damage to

the data on purpose that were requested by

evidential materials, it shall be allowed to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r refused to

take measures to secure the evidential mate-

submit such data, the examinee shall be re-

rials under the approval by the president of

sponsible for verification of integrity of the

this society even before the investigation

contents that are acknowledged to be in-

committee is formed.

cluded in the requested data.

3. If decision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2. The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guarantee

made not to conduct main investigation, spe-

that informant and examinee have the equal

cific reasons for such decision shall be noti-

right and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raise

fied to informant in written form within ten

objection and defend themselves. The com-

days from the date of such decision. Howev-

mittee shall inform them of relevant proce-

er, this is not applied to anonymous report.

dures in advance.

4. If informant protests against the results of

3. The president of this society shall make an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informant

effort to ensure that the investigation com-

shall be allowed to raise objection to this so-

mittee is able to maintain independence and

ciety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date of

fairness without any undue pressure or

notification.

inference.
Article 13 (Procedures for Verification of Integrity)

Article 15 (Main Investigation)

1. Main investigation means procedures to sub-

1. Verification procedures for misconduct shall

stantiate misconduct. The main investigation

consis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shall be conducted after investigation com-

main investigation stage and judgment stage

mittee is formed in accordance with regula-

in this order.

tions.

2. This society may include the procedures that

2. According to regulations, the investigation

are deemed to be necessary, which are other

committee shall provide informant and ex-

than the verification procedures mentioned

aminee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opi-

in the paragraph 1, to conduct investigation.

nions. Before the committee determines the

Article 14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of main investigation, it shall provide

1. Preliminary investigation means procedures

informant and examinee with an opportunity

to determine if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

to raise objection and defend themselves. If

vestigation on suspicion of misconduct. The

informant or examinee does not accept such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gin within

opportunity, it is deemed that the informant

30 days from the receipt date of report. This

or examinee has no objection.

Society voluntarily determines the forma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unit.
2. If the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fully acknowledge that examinee committed
misconduct, it shall be allowed to make

3. Report on investigation results shall include
the details on objection or argument by informant and examinee and the results of handling of the objection or argument.
Article 16 (Judgment)

judgment without going through procedures

1. Judgment means procedures to determine the

for main investigation. If it is deemed that

results of main investigation and notif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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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nt and examinee of the results in written form.

2.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ay call on examinee to submit materials. In order to se-

2. All of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from begin-

cure evidential materials, the committee may

ning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judg-

restrict any person involved in misconduct

ment shall be finished within six months.

from entering laboratory and confiscate and

However, if it is deemed to be difficult to

keep relevant materials for research and pa-

complete investigation in such period, this

per submission under the approval by the

society may announce the reason before ex-

president of this society.

tending the period for investigation.

3.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ay suggest

3. If informant or examinee protests against the

that the president of this society should take

results of judgment, the informant or exam-

proper sanctions against any person involved

inee shall be allowed to file an objection in

in the misconduct that is found out to be true.

This Society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Article 19 (Disclosure of Investigation Records and

date of notification. If this society finds that
the objection is reasonable and valid, it shall
conduct re-investigation firsthand.
Article 17 (Rules to Form Investigation Committee)

1. The basic rule is to form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has five or more members.
2. The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include

Information)

1.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keep all of the
record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at are
in the form of audio, video or document for
five years or more. This society shall also
keep report on investigation results for 10
years or more.

experts in relevant research field and out-

2. The report on investigation results and the

siders, other than persons who belong to this

li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may

society, in relevant field as follows.

be made public after judgment is completed.

1) 50% or more for experts in relevant research
field
2) 20% or more for outsiders who do not belong to this society
3. This society shall notify informant of the li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pur-

3. The li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witness, testifier, and person involved in
consultation may not be made public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sclose is disadvantageous to any person concerned.
Article 20 (Report of Investigation Results)

suant to regulations in the paragraph 1 before

1.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the re-

main investigation begins. If the informant

sults and detail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raises a valid objection in regard to avoid-

and main investigation to this society within

ance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 the

10 days after the end of preliminary inves-

society shall accept the objection.

tigation and after the completion of judgment

Article 18 (Authority of Investigation Committee)

respectively. However, this is not applied to

1. Investig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at in-

the case where this society is responsible for

formant, examinee, witness and testifier ap-

direct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regu-

pear to make a statement in the process of

lations.

investigation. In this case, the examinee shall
accept the request.

2. The report on the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main investigation shal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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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de the matters on the following items.

cion of dishonest act in research and provide

1) Contents of report

the person with the opportunity to defend

2) Misconduct that is the target of investigation

himself or herself and make a coun-

3) Li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ter-argument.

(limited to main investigation)

6. If the investigation results are determined to

4) Decision on whether or not main inves-

prove dishonest act in research, this shall be

tigation should be conducted and reason for

announced before the follow-up measures as

such decision (limited to preliminary inves-

below may be taken based on the decision by

tigation)

the standing board of directors.

5) Roles of examinee in relevant research and

1) Sending a letter of reprimand by the society

truth about committing misconduct (limited

2) Demand on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to main investigation)
6) Relevant evidence and witness (limited to
main investigation)
7) Details on objection or argument by informant and examinee and the results of han-

the relevant research results
3) Replacement of the person involved in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4) Disqualification of membership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dling of such objection or argument (limited

5) Expulsion

to main investigation)

6) Prohibition of paper submission in the future

Article 21 (Measures against Dishonest Act in Research)

1. If any accusation is made of dishonest act in
the research related to the society or the re-

(for at least three years or more)
7) Posting of information on the relevant
wrongdoing on homepage

search paper published in the journal, the

8) Notification of information on the relevant

committee shall conduct appropriate inves-

wrongdoing to the National Research

tigation and handling of the accusation.

Foundation of Korea

2. Investigation of dishonest act in research
shall be conducted under confidentiality. The
investigation shall not run against interest of
the society or research order organization.

9) Making an accusation to legal institution,
etc.
10) If the investigation results are determined to
prove that there was no dishonest act in re-

3. Anyone who is under suspicion of dishonest

search, the committee may take proper fol-

act in research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an

low-up measures to restore honor of the ac-

objection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con-

cused or suspect.

duct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guarantee such right in a proper manner.

Article 22 (Follow-up Measures and Follow-up Management Plan for Report on Investigation Results)

4.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n dishonest act

1. This society may conduct re-investigation

in research shall be reported to the society.

firsthan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f it

The records of investigation results shall be

is deemed that details and results of the re-

kept at the society for five years from the day

ported investigation have some problems in

when the case was closed.

rationality and validity.

5. If necessary, the committee may ask for at-

2. This society shall take follow-up measures

tendance of the person who is under suspi-

based on the results of judgment and in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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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ation before notifying them to examinee.
3. This society shall provide its members on a

Addendum

regular basis with education on research eth-

1. (Enforcement Date) These regulations and

ics regulations that researchers and persons

guidelines come into effect on November 1,

who submit paper should comply with, on

2007 as they are established to be used as the

scope of misconduct, on methods to cop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The Society of

with misconduct, and on procedures for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verification.

2. These are amended on March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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