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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healing effect of Yukmijihwangtang (YM) on femur fractured mice.
Methods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6 groups: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YM with low, medium, high dosage each. All groups were prepared with femur fracture and treated diffrently. In order to measure bone regeneration effects, we analysed
the levels of cyclooxygenase-2 (COX2),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2), collagen type Ⅱ alpha 1 chain (Col2a1), Sox9,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and osterix genes expressed in bone. For morphological analysis, muscles were removed and femur was observed with naked eye.
Results COX2 gene expression in bone marrow significantly decreased. BMP2 gene
ex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Col2a1 gene ex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Sox9 gene expression increased as well. Runx2 gene expression in bone marrow increased,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sterix gene ex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Union of the fracture site progressed more in YM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fracture union scor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YM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YM showed anti-inflammatory effect, promoted bone regeneration by
stimulating the bone regeneration factor. In conclusion, YM can help fracture healing
and it well be applied clinically to patients with fracture.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7-30)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ti-inflammatory agents, Gene expression,
Bone regeneration, Fracture healing

서론»»»

공증이 동반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절의 발생률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

골절은 외상, 반복적인 과부하, 종양 등으로 인해 뼈

골절의 치유 과정은 염증기, 연성 가골기와 경성 가

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로 대부분 주위의 연부조직 손

골기로 이루어진 복원기, 재형성기로 나누어지며, 각

1)

상이 동반된다 .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골다

단계들은 어느 정도 중복되면서 이행된다3).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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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통증 완화, 골절의 정복

Table I. The Herbal Composition of Yukmijihwang-tang

및 정복상태의 유지, 골유합 촉진, 골절 후에 유발될 수

Botanical name

있는 골절질환 예방, 기능 및 형태 회복을 통해 조기에

Rehmanniae Radix Preparata

1,4)

본래의 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
한의학 서적 중 뺷聖濟總錄뺸5)은 골절 치료의 약물 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活血祛瘀,
중기에는 接骨續筋, 후기에는 健壯筋骨, 補氣養血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한편 腎臟은 藏精, 主骨, 生骨髓하여 骨의 생장발육을
主管하는 臟器로서6), 腎臟과 골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滋腎陰法의 대표적인 처방인 六味地黃湯7)이 골절 유합에

Amount (g)
16

Dioscoreae Rhizoma

8

Corni Fructus

8

Paeoniae Radix Alba

6

Moutan Cortex Radicis

6

Alismatis Rhizoma

6

Total amount

50

2) 동물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실험동물은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7

로 생각된다. 또한, 六味地黃湯의 골형성에 관한 연구로

주령 수컷 C57/BL6 mouse (19-22 g)를 분양받아 사용

8)

Shin 등 은 六味地黃湯 加味方이 transglutaminase type 2,

하였다. 동물은 물과 고형사료를 실험 당일까지 자유롭

bone morphogenetic protein-4 (BMP4)의 활성을 증가시

게 섭취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동물은 자유식이 하면

9)

키고, Park 등 은 六味地黃湯이 bone morphogenetic

서 12시간 light-dark cycle 및 23±1℃의 환경에서 7일간

protein-2 (BMP2)와 bone morphogenetic protein-1, os-

적응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 실험

teonectin, matrix gla protein, collagen type 1 등의 전사

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

량을 조절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두 논문 모두 in vi-

행하였다(승인번호: DJUARB2017-025).

tro 연구로 골절 유합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써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저자는 六味地黃湯이 골절 동물모델의 골절유
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동물에 대퇴부

2. 방법
1) 시료 추출

골절을 유발한 후 BMP2, collagen type Ⅱ alpha 1 chain

YM을 제조하기 위하여 2첩 분량의 한약재 100 g에

(Col2a1), Sox9,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1 L의 증류수를 넣은 뒤 약탕기 (Daewoong, Korea)를

osterix를 측정하고 골절 부위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

사용하여 2시간 동안 열수추출하였다. 끓인 약재는

한 결과, 의미 있는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Whatman No. 2 filter (Maidstone, UK)로 여과해서 용액
에 추출된 성분만 분리하였다. 여액은 rotary evaporator
(Buchi, Switzerland)로 70℃에서 감압증발 후 동결건조

재료 및 방법»»»

하여 19.17 g의 건조분말을 얻어 추출 효율은 19.17%이

1. 재료

전에 식염수 또는 증류수로 희석하고 0.45 μm 필터로

었다. 분말은 -80℃에 분주하여 보관하였으며 사용하기
거른 뒤에 사용하였다.

1) 약재
실험에 사용한 六味地黃湯 (Yukmijihwang-tang, YM)

2) 화학 분석 방법

의 구성 약재는 참다림 한약국(Daejeon, Korea)으로부

YM 건조분말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3 μL를 liquid

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성 약재 및 1첩 분량은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 분석에 사

10)

뺷方藥合編뺸 에 근거하였다(Table I).

용하였다. LC/MS 분석은 Dionex ultra-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Warrington, UK)과 ABsciex Triple Tof 5600+ (SCI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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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ingham,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CQUITY

은 YM (100, 200, 300 mg/kg)을 경구 투여하였다. 실험

UPLC BEH C18 column (2.1×150 mm, 1.7 μm; Waters

기간 중에 실험동물에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실시하였고 40℃에서 이동상 A (water)와 이동

5) Bone marrow 분리

상 B (0.1% formic acid를 포함하는 acetonitrile)를 사용

심장에서 직접 채혈을 하여 치사한 실험동물의 bone

하여 0.4 mL/min의 flow rate로 분획하였다. 초기 농도

marrow를 분리하기 위해 몸통에서 골절을 유발한 대퇴

구성은 95%A/5%B를 1분 동안 유지하고 20분까지 80%B

부(오른쪽 다리) 전체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대퇴부의

로 증가시킨 후 24분까지 0%A로 낮춰 3분동안 유지하

근육들을 가위를 사용하여 최대한 제거한 뒤 femur와

였다. Column 재사용을 위해 3분 동안 초기 농도구배

tibia를 분리하였다. Femur와 tibia의 양 끝을 가위로 잘

조건에서 평형을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였다.

라서 골간부위 영역만을 취했다. 골간의 골수공간에 23

200-500 nm의 파장에서 검출되는 물질들은 photodiode

gauge의 3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Dulbecco’s modified

arra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eakview system (SCIEX)

Eagle’s medium (DMEM) 세포 배양액을 밀어넣는 방법

에서 제공하는 menu-drive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Data-

으로 골수를 분리하였다. 골수 조직을 주사기로 넣고

dependent tandem mass spectrometry (MS/MS) 분석을

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세포들을 하나씩 분리하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automatic gain control con-

였다. 용액에 남은 찌꺼기나 부서진 뼛조각들을 제거하

ditions으로 수행하였다.

기 위해 70 μm의 strainer (BD biosciences, San Jose, CA,

3) 골절 유발 방법
실험동물에게 avertin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 300 mg/kg을 복강 내 주사하는 방법
으로 마취한 뒤, 한쪽 다리의 털을 제거하였다. 골절은

USA)로 걸러주었다. 5분 동안 1,500 rpm에서 원심분리하
고 상등액을 제거하여 골수조직 분리에 사용한 DMEM
배양액을 제거하였다.

6) Total RNA 추출

Bonnarens과 Einhorn의 방법11)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실

채취한 골수에서 총 함량 RNA를 추출하기 위해 다

험동물의 앞다리를 평평한 판 위에 올린 뒤 대퇴골 중

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실험동물에서 채취한 골수세포

앙부에 두께 2 mm, 너비 15 mm의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에 10 mL의 PBS를 넣고 pipeting하여 세포를 풀어주고

무딘 날을 위치시켰다. 무딘 날 위로 길이 100 cm, 내부

5분 동안 1,500 rpm에서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제거하

지름 17 mm의 관을 수직으로 세운 후 무게 16.28 g, 지

여 세척한 후 남아있는 골수세포에 easy blue (iNtRON,

름 15.87 mm의 쇠구슬을 떨어뜨렸다. 골절 후 해당 부

Seongnam, Korea) 0.5 mL를 가하여 호모게나이저로 세

위를 나무 부목(10×3 mm)으로 지지한 뒤 접착붕대로

포를 갈아주었다. 이후 lysis된 골수세포 용액에 클로로

감았다.

포름 100 μL를 넣은 뒤 vortex를 사용하여 용액이 잘 섞

4) 동물 실험 설계

이도록 교반하고 15분간 13,000 rpm, 4℃에서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 200 μL를 새로운 튜브에

실험동물은 무작위로 6그룹으로 나뉘었다. 각 군마다

옮겨 아이소프로판올 200 μL를 가하고 튜브를 위아래

실험동물을 12마리씩 배속시키고, 골절 후 3일, 7일마

로 뒤집는 과정을 4-5회 반복하여 용액이 잘 섞이도록

다 6마리씩 치사하였다. 정상군(naive)은 대퇴부 골절을

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Total RNA를 침전

유발하지 않았고, 나머지 그룹의 실험동물은 대퇴부에

시키기 위해 4℃, 13,000 rpm에 10분간 원심분리한 뒤

골절을 유발하였다. 실험 약물은 골절을 유발한 다음날

상등액을 제거하여 침전된 RNA를 얻은 뒤, 75% 에탄

부터 일정 시간에 1일 1회 경구 투여하였다. 대조군

올 1 mL을 가하고 펠렛을 씻어서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

(control)은 생리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거하였다. 펠렛을 잘 말린 뒤, DEPC water (Invitrogen,

를 경구 투여하였고, 양성 대조군은 tramadol (20 mg/kg;

Carlsbad, CA, USA) 20-50 μL를 첨가하여 RNA를 녹였다.

Sigma Aldrich Co., Ltd.)을 경구 투여하였다. 실험군(YM)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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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이 완료된 뒤, primer의 특이성 확인을 위해 melt-

7) complemantary DNA (cDNA) 합성

ing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은 Thermo Fisher

NanoDrop 2000 (Thermo Fisher Scientific)으로 얻은
RNA를 200 ng/μL로 정량하고, Easy cDNA synthesis
kit (NanoHelix, Daejeon, Korea)을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RNA 주형 5 μL, Oligo-d(T) 1 μL, DEPC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Real-Time PCR Instrument software를 사용하였다(Table II).

9) 골절 부위의 형태학적 변화

water 9 μL를 넣고, 5분 동안 65℃에서 반응시킨 뒤 즉

실험동물을 치사한 뒤 골절된 대퇴골을 분리하고 육

시 ice에 방치하였다. 미리 만들어둔 두 번째 혼합물

안으로 확인하여 골절이 치유된 정도에 따라 아래의 기

(5× RT reaction mix 4 μL + RT enzyme mix 1 μL)을

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골절 유

각 튜브에 5 μL씩 넣어 50℃에서 40분, 70℃에서 10분

합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안 반응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1점: 정상적인 뼈의 형태

8) 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

2점: 골절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callus의 형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음
3점: callus가 형성되어 있으며 골절 부위가 회복되고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Power SYBR Green
PCR Master Mix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여
TM

RT-qPCR을 시행하였고, 기기는 QuantStudio

3 Real

Time PCR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사용하

있는 형태
4점: 골절 부위가 확연하게 확인되며 유합이 시작되
고 있는 형태
5점: 개방된 골절이 보이는 형태

였다. 모든 유전자의 PCR 산물 크기는 100 bp 내외로
하였고, Tm (melting temperature) 값은 60℃ 부근으로
디자인하였다. Real-time PCR 반응은 총 20 μL 내에

3. 통계 분석

1/3로 희석한 cDNA 2 μL와 10 μL의 2× SYBR mix,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

primer는 각각 0.3 μL씩 10 pmol/μL의 농도로 첨가하였

로 기록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IBM

고 나머지는 증류수로 채웠다. 모든 유전자의 증폭 cy-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cle은 40 cycles을 적용하였고, PCR 증폭 단계는 다음과

duncan 분석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값이 0.05 미

같이 실시하였다. Hot start를 위하여 95℃에서 10분, 증

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폭 단계의 denaturation을 95℃에서 15초, annealing을
60℃에서 60초, extension을 72℃에서 30초간 반복하며,
각 cycle의 extension 뒤에 형광 값을 기록하였다. 모든

Table II. Nucleotide Sequence of Primer for Gene Expression Measurement
Gene

Primer sequences
Forward

Reverse

mBmp2

CACACAGGGACACACCAACC

CAAAGACCTGCTAATCCTCAC

mCox2

CAGACAACATAAACTGCGCCTT

GATACACCTCTCCACCAATGACC

mCol2a1

ACTGGTAAAGTGGGGCAAGAC

CCACACCAAATTCCTGTTCA

mSox9

GAGGCCACGGAACAGACTCA

CAGCGCCTTGAAGATAGCATT

mRunx2

AGGGACTATGGCGTCAAACA

GGCTCACGTCGCTCATCTT

mOsx

CGCTTTGTGCCTTTGAAAT

CCGTCAACGACGTTATGC

mGAPDH

CCCATCACCATCTTCCAGGAGC

CCAGTGAGCTTCCCGTTCAGC

20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7-30.

六味地黃湯이 대퇴골절 동물모델의 골절 유합인자 및 형태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결과»»»

를 들어 5.57의 RT에서는 mass 분석을 통해 391.1606 m/z
에서 loganin으로 예측되었다(Table III).

1. 구성성분에 대한 LC/MS 분석
Fig. 1의 상단은 YM의 high-performance liquid chro-

2. COX2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matography 분획물에 대한 UV 검출결과이고 Fig. 1의

골절 발생 후 3일째, 정상군에서 COX2 유전자 발현

하단은 mass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출 결과이다. LC/MS

이 1.00±0.94이었을 때 대조군은 1.66±1.19로 발현량이

분석을 통해 2.16, 4.12, 4.58, 5.57, 5.69, 6.17, 7.99,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mg/kg 투여군

10.89 retention time (RT)에 주요 peak가 검출되었다. 예

의 발현량이 1.94±1.25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Fig. 1. LC/MS analysis of YM. UHPLC and mass spectrophotometry (LC-MS) analysis of the DW extracted from YM. (Upper)
PDA chromatogram of DW extract, (Lower) high-resolution mass chromatogram. LC/MS: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YM: Yukmijihwang-tang, UHPLC: ultra-high-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DW: distlled water, PDF: photo diode array.
Table III. Summary of Metabolite Screening from YM
RT (min)

m/z ([M+H]⁺)

Formula ([M+H]⁺)

△ppm

Compound

2.16

166.0862

C9 H12 O2 N

-0.151

phenylalanine

4.12

295.1656

C15 H23 O4 N2
C19 H23 O N2

1.106
-0.581

Troxipide
Cinchonine

4.58

424.1818

C32 H24 O

-0.818

Neollnustatin

5.57

391.1606

C17 H27 O10

1.883

loganin

5.69

359.1339

C16 H23 O9

0.616

Sweroside

6.17

unknown

7.99

381.1185
565.1526

C18 H21 O9
C26 H29 O14

1.368
-4.498

Drosophylloside
lepidoside

10.89

427.1391

C23 H23 O8

0.810

11-hydroxytephrosin

YM: Yukmijihwang-tang, RT: retention time, M+H: molecule+hydrogen.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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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으며 YM 200, 300 mg/kg 투여군은 각각

투여군의 발현량은 각각 0.29±0.06, 0.51±0.07, 0.42±0.11

0.87±1.10, 0.79±0.62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유

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골절 발생 후 7일째, 정상군에서 BMP2 유전자 발현

의하지 않았다.
골절 발생 후 7일째, 정상군에서 COX2 유전자 발현

이 1.00±0.32이었을 때 대조군은 0.55±0.35로 발현량이

이 1.00±0.21이었을 때, 대조군은 0.84±0.49로 유전자의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200, 300 mg/kg 투

발현량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200 mg/kg

여군은 각각 0.43±0.25, 0.54±0.14로 대조군에 비해 감

투여군의 발현량이 0.57±0.17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YM 100 mg/kg 투여군의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100, 300 mg/kg 투여군

발현량은 1.49±0.42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은 각각 0.35±0.37, 0.19±0.19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였다(Fig. 3).

게 감소하였다(Fig. 2).

4. Col2a1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3. BMP2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골절 발생 후 3일째, 정상군에서 Col2a1 유전자 발현

골절 발생 후 3일째, 정상군에서 BMP2 유전자 발현

이 1.00±0.85이었을 때 대조군은 0.98±0.64으로 발현량이

이 1.00±0.65이었을 때 대조군은 0.84±0.05로 발현량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200, 300 mg/kg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200, 300 mg/kg

투여군의 발현량은 각각 0.78±0.35, 0.63±0.28, 0.91±0.26

A.

B.

Fig. 2. Effect of YM on COX2 expression in bone marrow from mouse femur on 3 days (A) and 7 days (B) after bone fracture.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COX2: cyclooxygenase-2. *p<0.05 vs Control.
A.

B.

Fig. 3. Effect of YM on BMP2 expression in bone marrow from mouse femur on 3 days (A) and 7 days (B) after bone fracture.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BMP2: bone morphogenetic protein-2.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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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300 mg/kg 투여군은 1.89±0.57로 대조군에 비해 유전자

골절 발생 후 7일째, 정상군에서 Col2a1 유전자 발현

의 발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1.00±0.40이었을 때 대조군은 2.29±1.15로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200, 300 mg/kg 투

골절 발생 후 7일째, 정상군에서 Sox9 유전자 발현이

여군의 발현량은 각각 3.74±4.3, 4.10±2.12로 대조군에

1.00±0.37이었을 때 대조군은 1.96±0.30으로 증가하였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YM 100 mg/kg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200 mg/kg 투여군의 발현

투여군의 발현량은 43.8±27.2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량은 0.73±0.51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Fig. 4).

지 않았으며, YM 100, 300 mg/kg 투여군은 각각 5.34±0.81,
2.03±1.15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유의하지 않
았다(Fig. 5).

5. Sox9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골절 발생 후 3일째, 정상군에서 Sox9 유전자 발현이

6. Runx2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1.00±0.58이었을 때 대조군은 1.07±0.42로 증가하였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mg/kg 투여군의 발현량은

골절 발생 후 3일째, 정상군에서 Runx2의 발현이

0.93±0.36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1.00±0.29이었을 때 대조군은 1.61±0.07로 그 발현량이

않았으며, YM 200 mg/kg 투여군의 발현량은 1.34±0.44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200, 300 mg/kg

A.

B.

Fig. 4. Effect of YM on Col2a1 expression in bone marrow from mouse femur on 3 days (A) and 7 days (B) after bone fracture.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Col2a1: collagen type Ⅱ alpha 1 chain. *p<0.05 vs Control.
A.

B.

Fig. 5. Effect of YM on Sox9 expression in bone marrow from mouse femur on 3 days (A) and 7 days (B) after bone fracture.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p<0.05 vs Control.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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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투여군의 발현량은 각각 1.23±0.24, 1.03±0.48, 0.82±0.32

골절 발생 후 7일째, 정상군에서 Osterix의 발현이

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골절 발생 후 7일째, 정상군에서 Runx2의 발현이

1.00±0.81이었을 때 대조군은 1.31±0.57로 발현량이 증

1.00±0.19이었을 때 대조군은 1.05±0.17로 그 발현량이

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200, 300 mg/kg 투여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mg/kg 투여군

군은 각각 0.41±0.18, 0.76±0.32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

의 발현량은 0.97±0.34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100 mg/kg 투여군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200, 300 mg/kg 투여군은 각각

발현량은 5.15±2.29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1.27±0.69, 1.14±0.41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통

였다(Fig. 7).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6).

8. 골절 부위의 형태학적 변화
7. Osterix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1) 골절 발생 후 3일째

골절 발생 후 3일째, 정상군에서 osterix의 발현이

골절 발생 후 3일째, 대조군은 대퇴골 shaft 영역에

1.00±0.52이었을 때 대조군은 0.94±0.63으로 발현량이 감

골절된 영역이 나타났다. YM 투여군은 유합이 시작되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100, 200, 300 mg/kg

고 있었으며 약간의 callus가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투여군은 각각 1.53±0.47, 0.99±0.23, 1.07±0.13으로 대

(Fig. 8).

A.

B.

Fig. 6. Effect of YM on Runx2 expression in bone marrow from mouse femur on 3 days (A) and 7 days (B) after bone fracture.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A.

B.

Fig. 7. Effect of YM on osterix expression in bone marrow from mouse femur on 3 days (A) and 7 days (B) after bone fracture.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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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YM on bone regeneration in femoral shaft
fracture-induced mice model at 3 days after injury. Arrow: damaged
bone region, arrowhead: callus.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Fig. 9. Effect of YM on bone regeneration score in femoral
shaft fracture-induced mice model at 3 days after injury.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p<0.05 vs Naive, *p<0.05
vs Control.

골절 부위의 유합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에서 1.00±0.00이었을 때 대조군은
4.50±0.22로 나타났다. YM 100 mg/kg 투여군은 4.67±0.21
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300 mg/kg 투여군은 4.00±0.33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200 mg/kg 투여군
은 4.00±0.16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9).

Fig. 10. Effect of YM on bone regeneration in femoral shaft
fracture-induced mice model at 7 days after injury. Arrow:
damaged bone region, arrowhead: hard callus.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Fig. 11. Effect of YM on bone regeneration score in femoral
shaft fracture-induced mice model at 7 days after injury. Naive:
without bone fracture, Con: bone fracture and vehicle, Tra: tramadol
(20 mg/kg/day)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YM: Yukmijihwangtang treated group after bone fracture. †p<0.05 vs Naive, *p<0.05
vs Control.

나타난 것이 보였으나 골절된 영역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YM 투여군은 골절부위의 유합이 완료되어 거
의 회복된 것으로 보였으며 YM의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더 큰 크기의 hard callus가 형성되어 있었다(Fig. 10).
골절 부위의 유합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에서 1.00±0.00이었을 때 대조군은 3.67±0.33
으로 나타났다. YM 100, 300 mg/kg 투여군은 각각
3.50±0.22, 3.20±0.49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

2) 골절 7일 후

의하지 않았다. YM 200 mg/kg 투여군은 2.80±0.17로

골절 발생 후 7일째, 대조군은 골절된 부위의 유합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1).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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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라 하여 腎과 骨과 骨髓의 생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말
하고 있다. 腎은 精을 저장하고 精은 髓를 生하고 髓는

골절이란 뼈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로
12)

骨을 滋養하여, 腎은 骨을 주관한다. 腎精이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뼈의 깨짐을 말한다 . 골절을 유발하는 원

骨髓가 풍부해지고 骨도 堅實해지고, 만약 腎精이 허약

인은 교통사고 등의 외상,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하면 骨髓의 생성이 부족해지고 골격을 충분히 滋養하

재해 및 안전사고의 결과, 골다공증 등의 질병, 스포츠

지 못하여 骨이 약하고 무력해지는 병변 현상이 나타난

13,14)

등 뼈에 대한 스트레스의 반복 등이 있다

.

다. 즉 骨의 정상과 병태는 腎精의 성쇠에 따라 진단되

골절은 신체장애를 비롯하여 통증, 심리적 불안, 경
제적 손실 등을 야기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15).

며, 補腎法을 활용하여 骨의 증상을 완화 또는 치료할
수 있다6).
六味地黃湯은 ≪金匱要略≫20)에서 기원한 八味地黃丸을

골절의 치유는 손상된 골 조직이 일련의 생리적 과정

변형한 처방으로, 宋代의 錢乙의 ≪小兒藥證直訣≫21)에

을 거쳐 골의 연속성이 재개되어 궁극적으로 본래의 부

서 肉桂와 附子를 제외하고 六味地黃元이라 명명하였으

16,17)

하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며 탕제로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滋陰補血의 효

.

골절이 일어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골절 후 약 7
일간 지속된다. 염증기에는 골절 주위 연부조직 손상,

능이 있어, 腎水不足, 陰虛陽亢, 先天元氣不足, 腎精不足
으로 인한 증상들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22).

혈관 손상, 골막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골막 하에 혈종

六味地黃湯은 滋腎塡精하는 熟地黃, 肝腎을 滋養하고

(hematoma)과 염증성 삼출물이 생기고, 염증 세포들과

澀精하는 山茱萸, 脾陰을 補益하여 固精하는 효능이 있

섬유아세포(fibroblast), 줄기세포(stem cell) 등이 골절부

는 山藥, 淡滲脾濕하여 山藥의 益脾하는 작용을 돕는 白

18)

로 동원된다 . 이후 연성 가골기에는 혈종으로 인한

茯苓, 肝火를 淸泄하고 山茱萸의 溫性을 制約하는 牧丹皮,

통증과 부종이 감소하고 가골(callus)이 형성되어 골절

腎火를 淸泄하면서 熟地黃의 滋膩한 성질을 방지하는 澤

부를 일차적으로 고정시키는데 골절 후 약 3주경에 해

瀉로 구성되어, 腎陰을 補하는 효능이 있는 처방이다7).

당된다. 가골에 의해 골절 부위가 연결되면 경성 가골기

이에 저자는 한의학적으로 腎과 骨이 밀접한 관련을

가 시작되고, 연성 가골들이 골화를 통해 견고한 석회성

가지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補腎法을 활용할 수 있음에

조직으로 전환되며 약 3~4개월간 지속된다. 골절 부위

근거하여, 滋陰補腎하는 효능이 있는 六味地黃湯이 골

가 단단하게 유합되고 난 뒤 재형성기가 시작되어 수개

절 치료에 유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평가하고

월에서 수년 동안 걸쳐 진행된다. 미숙골(woven bone)

자 하였다.

은 서서히 층판골(lamellar bone)로 전환되고 파골세포

실험동물에게 Bonnarens과 Einhorn의 방법11)에 따라

가 출현하여 과도하게 형성된 가골을 흡수하는 과정이

골절을 유발하고 YM을 경구 투여하였다. 골절 유발 후

1,4)

뼈가 원래의 형태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진행된다 .
5)

한의학적 골절 치료 방법은 뺷聖濟總錄뺸 에 ‘接骨各有
方劑存言 當按症施治’라 기록되어 있다. 골절 초기에는

시기별로 골수조직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를 실시간
PCR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을 육
안적으로 관찰하였다.

筋脈이 손상되어 瘀血阻滯, 腫脹疼痛하므로 活血化瘀,

실험용 마우스의 수명은 약 24개월23)이며, 인간의 평

消腫止痛의 치법을 사용하고, 腫脹, 瘀血이 감소하고 골

균 수명은 약 80세24)이다. 이러한 차이를 계산해보면

절부위가 생장 접속하는 중기에는 接骨續斷하는 약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7주령 수컷 C57/BL6 마우스는 인

을 사용한다. 후기에 접어들면 골은 이미 유합되었으나

간의 약 8세에 해당한다. 골 조직의 치유는 연령 및 골

그 영양상태가 불량하고 지체가 힘이 없어 기능회복을

절 부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다리는 시기이므로 補氣養血, 補益肝腎, 强壯筋骨하는

치유 속도가 늦어지며 20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속도

4)

약물을 활용한다고 제시하였다 .
19)

로 치유된다. 대퇴 간부 골절의 경우 20세 이후에는 20

뺷素問⋅宣明五氣篇뺸 에서는 ‘五臟所主…腎主骨’라 하

주 이상 소요되지만 8세에서는 8주가 소요된다1). 평균

였으며, 뺷素問⋅六節藏象論篇뺸19)은 ‘腎者…氣充在骨’이

적으로 성인의 골절 회복 과정에서 염증기는 골절 후

26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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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일, 연성 가골기는 약 3주경에 해당되며, 그 이후는

Col2a1은 연골 섬유의 성분 중 type Ⅱ collagen을 인코딩하

경성 가골기가 진행된다. 이를 8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는 요소이다31). 골절 유발 3일째 YM 100, 200, 300 mg/kg

염증기는 골절 후 3일, 연성 가골기는 약 7일경에 해당

투여군의 Col2a1 발현량은 각각 0.78±0.35, 0.63±0.28,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골절 발생 후 3일과 7일에 유

0.91±0.26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전자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않았다. 골절 유발 7일째 YM 200, 300 mg/kg 투여군의

COX2는 염증효소로 섬유모세포, 대식세포 등 여러
25)

세포에서 발현되며

prostaglandin을 분비하여 염증반
26)

발현량은 각각 3.74±4.3, 4.10±2.12로 대조군에 비해 증
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YM 100 mg/kg 투여군의

응을 일으키고 파골세포의 분화에 기여한다 . 골절 유

발현량은 43.8±27.2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발 3일째에는 YM 100 mg/kg 투여군의 COX2 발현량

였다.

이 1.94±1.25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Sox9은 연골발생 초기에 발현되는 전사인자32)로 연

않았으며, YM 200, 300 mg/kg 투여군은 각각 0.87±1.10,

골 발생 및 발달에 핵심적이며, 연골 형성 과정에서

0.79±0.62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유의하지 않

Col2a1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33). 골절 유발 3일째 YM

았다. 골절 유발 7일째에는 YM 200 mg/kg 투여군의

100 mg/kg 투여군의 Sox9 발현량은 0.93±0.36으로 대

COX2 발현량이 0.57±0.17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

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200

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100, 300 mg/kg 투여군은

mg/kg 투여군의 발현량은 1.34±0.44로 대조군에 비해

각각 0.35±0.37, 0.19±0.19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YM 300 mg/kg 투여군

소하였다. 이는 YM이 골절 직후 염증기의 염증효소 발

은 1.89±0.57로 대조군에 비해 유전자의 발현량이 유의

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게 증가하였다. 골절 유발 7일째 YM 200 mg/kg 투여

골절 후 염증기가 지나면 연성 가골기가 진행되며 연

군의 발현량은 0.73±0.51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

골세포 발현 유전자와 골모세포 발현 유전자에 의해 중

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100, 300 mg/kg 투여군은

27)

간엽세포들이 연골세포와 골모세포로 분화하여

가골

각각 5.34±0.81, 2.03±1.15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YM이 연골 세포 분화를 촉

을 형성하게 된다.
BMP는 골형성 단백질로 배아발생, 세포의 성장과 분

진시켜 연골 형성 및 발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

화부터 뼈의 성장과 골절의 회복과정까지 다양한 세포

다. 특히 염증기로 생각되었던 골절 유발 3일째 Sox9

28-30)

의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다

.

발현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YM이 염증기를 단축시

현재까지 알려진 BMP는 약 20종이 있으며, 그 중 특히

키고 연성 가골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BMP2는 연골 및 골모세포 분화를 유도하여 연골 내 골

YM 100, 200 mg/kg 투여군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28)

하지 않았고 농도별 실험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단정짓기

화를 촉진시켜 강력한 골형성을 유도한다 .
본 연구에서 골절 유발 3일째, 7일째에 각각 BMP2

보다는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3일째에는 YM 100, 200,

Runx2와 osterix는 골모세포 발현 유전자로27) 중간엽

300 mg/kg 투여군의 발현량이 각각 0.29±0.06, 0.51±0.07,

세포가 골모세포로 분화하는데 필수적인 전사인자이다.

0.42±0.1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골절

Runx2는 분화 초기에 발현되어 후기에는 자연적으로

유발 7일째에는 YM 200, 300 mg/kg 투여군은 각각

감소된다34-36). Osterix는 Runx2의 하위 유전자로 Runx2

0.43±0.25, 0.54±0.14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

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절되며37) 골모세포 분화동안 계

의하지 않았고, YM 100 mg/kg 투여군의 발현량은

속 발현된다38).

1.49±0.42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골절 유발 3일째, 7일째 각각 Runx2와

YM이 연성 가골기에 BMP2 발현을 촉진하여 연골 및

osterix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골절 유발 3일째 YM 100,

골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 300 mg/kg 투여군의 Runx2 발현량은 각각 1.23±0.24,

Col2a1과 Sox9는 연골세포 발현 유전자 중 하나로,
27)

중간엽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

1.03±0.48, 0.82±0.32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
의적이지 않았다. 골절 유발 7일째에는 YM 100 mg/kg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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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군의 Runx2 발현량이 0.97±0.34로 대조군에 비해

300 mg/kg로 세분화하였는데 Col2a1, osterix 유전자 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200, 300 mg/kg

현량은 YM 100 mg/kg 투여군의 결과가, 골절 부위의

투여군은 각각 1.27±0.69, 1.14±0.41로 대조군에 비해

형태학적 변화는 YM 200 mg/kg 투여군의 결과가, Sox9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전자 발현량은 YM 300 mg/kg 투여군의 결과가 가장

골절 유발 3일째 YM 100, 200, 300 mg/kg 투여군의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

osterix 발현량은 각각 1.53±0.47, 0.99±0.23, 1.07±0.13

구의 실험동물의 수가 군당 6~7마리로 적어서 나타난

으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골

현상으로 보이며 추후 실험동물의 수를 늘리고 투여량

절 유발 7일째 YM 200, 300 mg/kg 투여군의 osterix 발

을 세분화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량은 각각 0.41±0.18, 0.76±0.32로 대조군에 비해 감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퇴골에 골절을 유발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100 mg/kg 투여군

한 실험동물에게 7일 동안 YM을 경구 투여한 결과 대

의 발현량은 5.15±2.29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조군에 비해 빠르게 골절 유합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하였다. Osterix는 Runx2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절되는

수 있었다. 염증기인 골절 유발 3일째에 염증효소인

데 골절 유발 3일째 YM 투여군의 osterix 발현량은 대

COX2 유전자의 발현량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Runx2의 발현량은 대조군

연성 가골기인 골절 유발 7일째에 연골 및 골모세포 분

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때, 증가한 osterix 발현에 앞

화를 유도하는 BMP2 유전자, 연골세포 발현 유전자인

서 Runx2의 발현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골절 유발 3일째

Col2a1과 Sox9, 골모세포 발현 유전자인 Runx2와 os-

Runx2의 발현은 이미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것으로 생

terix의 발현량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각된다. 하지만 YM 투여군의 Runx2와 osterix 발현량이

이는 YM이 골절 후 치유과정에서 항염증 효과로 염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추후 유전자 발현량 측

기의 염증효소 발현을 억제하고, 연성 가골기에 연골세

정 시기를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 및 골모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골절 유합의 속도를

YM이 골절 유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증가시키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골절 유발 3일째, 7일째 대퇴골을 분리한 뒤 육안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재약물 농도에 따라 일관적

골절부위를 관찰하고 유합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

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동일한 과정의 유전자인

였다. 골절 유발 3일째 대조군은 개방된 골절이 보이는

데도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에서만 확인되는 한계가 있

상태인 반면, YM 투여군에서는 골절 부위에 가골이 형

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M 100 mg/kg 투여군의 골

첫째, Bonnarens과 Einhorn의 방법11)으로 유발한 골

절 유합 점수는 4.67±0.21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절은 골절면이 일정하지 않다. 골절 치유 기간은 골절

유의하지 않았으며, YM 300 mg/kg 투여군은 4.00±0.33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골절의 접촉 면적이 클수록 빠르

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게 회복된다1). 따라서 추후 골절 연구 설계 시 일정한

YM 200 mg/kg 투여군은 4.00±0.16으로 대조군에 비해

골절면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골절 유발 방법을 고안해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골절 유발 7일째 대조군은 유합

하며 골절 유발 이후 골절면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이 진행되었으나 골절된 영역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골절 치유 과정 및 기간은 사람을 기준으

반면, YM 투여군은 골유합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

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mouse의 골절 치유과정 및

였다. YM 100, 300 mg/kg 투여군의 골절 유합 점수는

기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mouse의 골

각각 3.50±0.22, 3.20±0.49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

절 치유 기간 및 관련 유전자 발현 시기에 대한 추가 연

나 유의하지 않았고, YM 200 mg/kg 투여군은 2.80±0.17

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유전

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향후 조직학적

자 발현량의 변화는 단백질 발현량의 변화보다 약 1일

관찰을 통해 세부적인 골유합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정도 더 빨리 진행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염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증기, 연성 가골기 등의 시기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

본 연구에서 경구 투여하는 YM의 용량을 100, 200,

28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7-30.

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

六味地黃湯이 대퇴골절 동물모델의 골절 유합인자 및 형태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통해 六味地黃湯이 골 유합의 과정과 속도

YM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골절 유합이 더 많

를 증가시키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절 유합 점

다. 향후 실험동물 수 및 약물 투여 시기 등 본 연구의

수에서는 골절 후 3일째, 7일째 모두 YM 200 mg/kg

한계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긍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적으
로 골절 환자들에게 六味地黃湯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六味地黃湯은 골절 유합을 촉진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골절 환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六味地黃湯(YM)이 골절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동물에 대퇴부 골절을 유발한 후,
골절 유합 관련인자를 측정하고 형태학적 검사를 시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OX2 유전자 발현은 골절 후 3일째 YM 200, 300
mg/kg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7일째에는 YM 100, 300 mg/kg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 BMP2 유전자 발현은 골절 후 3일째 YM 투여군
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7
일째에는 YM 100 mg/kg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3. Col2a1 유전자 발현은 골절 후 3일째 YM 투여군
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7일째에는 YM 100 mg/kg 투여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4. Sox9 유전자 발현은 골절 후 3일째 YM 300 mg/kg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7일째에는 YM 100, 300 mg/kg 투여군에서 증
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Runx2 유전자 발현은 골절 후 3일째 YM 투여군
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7일째에는 YM 200, 300 mg/kg 투여군에
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Osterix 유전자 발현은 골절 후 3일째 YM 투여군
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7일째에는 YM 100 mg/kg 투여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7.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골절 후 3일째, 7일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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