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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iental medicine, it is known that Eucommiae Cortex (EC) has strengthening and rehabilitative effects on the 

bone-muscle dysfunction.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EC on the skeletal muscle atrophy. The muscle 

atrophy was induced by unilateral transection of the sciatic nerve in Sprague-Dawley rats. EC (water-extract, 170 

mg/100 g body weight) was treated once a day for 12 day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C examined the muscle 

weight of hind limb, cross section areas of muscle fibers, fiber type compositions, apoptosis related factors (Bax and 

Bcl-2). EC reduced muscle atrophy in soleus (SOL), medial gastrocnemius (MGT), extensor digitorum longus, and 

tibialis posterior significantly in the damaged hind limb. EC increased type-I muscle fibers and decreased type-II 

muscle fibers significantly in SOL of the damaged hind limb. EC enlarged cross section areas of type-I and type-II 

muscle fibers significantly in SOL. EC enlarged cross section areas of type-I and type-II muscle fibers significantly in. 

EC reduced apoptotic nuclei and atrophic muscle fibers in SOL and MGT. EC reduced Bax positive muscle nuclei in 

SOL and MGT. EC up-regulated Bcl-2 positive muscle fibers in SOL and MGT.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 has 

an anti-atrophic effect and anti-apoptotic effect against myonuclear apoptosis induced by the peripheral ner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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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杜冲은 杜冲科에 속한 낙엽교목인 두충 (Eucommiae 

ulmoides OLIV.)의 수피를 건조한 것으로 味는 甘微辛하고 性은 

溫하며, 補肝腎, 强筋骨, 安胎의 효능이 있으므로 腰膝酸痛과 足

膝痿弱에 사용된다고 하 으며, 肝腎不足으로 인한 腰膝痠痛과 

筋骨無力을 치료하는 要藥이라고 하 다1). 한 약리효능으로 

압강하 작용
2), 진정‧진통‧소염 작용3), 면역증강 작용4)이 있다고 

하 다. 최근에는 杜冲이 ROS의 scavenger로서 산화  손상에 

한 보호효능이 많이 보고된 바 있다
5,6). 杜冲의 强筋骨  筋骨

無力을 치료하는 효능과 련하여, 골다공증에 해 유의한 효능

이 있으며7), 골모세포를 증식시키고 골세포를 억제하는 효능8)

이 보고된바 있다. 이와 같이 杜冲의 强筋骨하는 효능과 련하

여 골 사에 련된 연구보고들과 기타 항산화효능에 한 연구

는 많으나, 근육 사나 근육 축에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골격근의 탈신경지배 (denervation)는 근육 총량  근력의 

감소, 근섬유 굵기의 감소, 지근섬유가 속근섬유로 바 는 근섬

유형의 변환, 섬유성  지방결합조직 량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근육 축을 유발한다9). 이러한 근육 축의 기 은, 탈신경

지배된 근육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수 으로 감소하고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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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래되어 미토콘드리아에서 ROS 생성이 증가하므로 산화

 손상에 의한 근육세포의 세포자연사 (apoptosis)가 증가한 결

과로 설명하고 있다10)
.  

    본 논문에서는 杜冲이 强筋骨  筋骨無力을 치료하는 효능

이 있다는 과 최근 실험 으로 杜冲이 산화  손상에 한 보

호효능이 우수하다는 연구보고 등을 감안하여 杜冲이 골격근의 

근육 축에 한 향을 찰하고자 하 다. 골격근의 근육 축

은 흰쥐의 한쪽 좌골신경을 단하여 후지근육의 축을 유발하

으며, 동시에 12일간 杜冲 물추출 엑기스를 경구투여 하 다.  

    이후 근육 축이 유발된 손상측 후지와 정상측 후지 근육들

의 무게 변화, 가자미근과 내측비복근의 근섬유형 비율  근섬

유 굵기의 변화, 근섬유의 조직학  변화  apoptosis 련 인자

인 Bax와 Bcl-2 발 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  방법을 통하여 

찰한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바이오지노믹스(주)에서 구입한 10주령 

(250~260 g)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 다. 흰쥐

는 온도 (21~23℃), 습도 (40~60%), 조명 (12시간 명/암)이 자동

으로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무균음수와 사료가 자유롭게 공

되었으며,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응시킨 후 사용하 다. 실

험동물의 리와 처치는 경희 학교의 동물실험윤리 원회규정

을 수하 다. 

2. 약물의 조제  투여

    본 실험에 사용한 약물은 경희한약에서 구입한 杜冲 

(Eucommiae Cortex)으로, 약물의 조제는 일반 인 물추출 엑기

스 제조방법에 의하여 杜冲 300 g을 3,000 ml의 물과 함께 냉각

기가 장착된 탕기에서 2시간동안 탕한 다음 여과하고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 후 동결건조하여 76.5 g을 얻어 수율은 

25.5% 이었다. 실험동물의 1회 투여량은 흰쥐 체  100 g 당 체

비례 계산량의 10배인 170 mg을 1회 투여량으로 하 다. 약물

의 투여는 각각의 1회 투여량을 2 ml의 음용수에 녹여 1일 1회, 

12일간 경구투여 하 다.

3. 실험군의 구분

    좌골신경을 단하지 않고 피부만 개한 Sham군 (Sham), 

좌골신경을 단한 조군 (Control)과 좌골신경을 단한 실험

동물에 12일 동안 杜冲 물추출 엑기스를 경구투여한 杜冲투여군 

(Sample)으로 나 었다. 각 군 당 실험동물은 12마리씩 배정하

으며, 좌골신경 단 12일 후에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다음 좌골

신경을 단하지 않은 후지 (정상측, Intact)와 좌골신경을 단

한 후지 (손상측, Damage) 모두에서 근육을 분리하여 무게 측정

과 조직염색에 각각 6마리씩을 사용하 다.

4. 좌골신경 손상 유발

    이소푸르란 (일성신약, Korea)을 사용하여 흡입마취 하에서, 

흰쥐의 둔부 쪽의 피부를 개하고 둔근과 퇴이두근 사이에

서 퇴부 뒤쪽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노출시킨 다음 약 5 

mm정도를 제하여 좌골신경이 다시 합하지 못하도록 하

다11)
. 이후 개부의 피부를 합하고 마취에서 깨어나게 한 다

음 정상 으로 사육하 다.

5. 근육조직의 채취  무게 측정

    좌골신경 손상 12일 후에 실험동물을 pentobarbital sodium

으로 깊게 마취한 상태에서 단두하여 희생시키고, 정상측과 손상

측 후지로부터 가자미근 (SOL), 족척근 (PLT), 내측비복근 

(MGT), 외측비복근 (LGT), 장지신근 (EDL), 경골근 (TBA), 후

경골근 (TBP), 장무지굴근 (FHL)  장지굴근 (FDL)을 각각 분

리 채취하여 -50℃의 dry ice-isophentan 용액으로 동결시키고 

-80℃에 보 하 다. 각 근육의 무게는 자 울로 측정하 으

며, 실험동물의 체 을 측정한 다음 체  100 g 당 근육 무게를 

계산하여 자료로 사용하 다.

6. 면역화학조직염색

    근섬유형은 MHC 단백질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하여 구

분하 다12). 근육조직 편을 0.05 M PBS로 5분간 3회 씻어내고, 

1% H2O2에서 10-15분 정도 반응시킨 다음 다시 3회 씻어낸 뒤 

10% normal horse serum (Vectastain, USA)과 bovine serum 

albumin (Sigma, USA)를 PBS에 섞은 blocking solution에 한 시

간 정도 반응시켰다. 이후 3회 씻어 낸 후, primary antibody를 

처리하 다. Primary antibody는 myosin heavy chain-I (MHCs, 

anti-mouse monoclonal, 1:20, Novocastra, UK)를 사용하 다.  

    이후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액으로 희석한 후 4℃에

서 overnight으로 반응시킨 다음 조직을 PBS로 씻어내고, 

abidin-biotin immuno-peroxidase의 방법 (ABC Vectastain Kit)

에 따라 각각 한 시간씩 반응시켰다. 다음 NiCl2‧H2O (Sigma, 

USA)를 섞은 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Sigma, USA)에서 

5분간 발색 반응시키고, 조직을 poly-L-lysine 코 된 슬라이드에 

붙인 후 2-3시간 건조시킨 다음 탈수, 합하여 조직표본을 제작

하 다. MHC-I antibody에 반응하여 짙은 색으로 염색된 근섬

유는 type-I로, 반응하지 않고 흰색으로 남아있는 근섬유는 

type-II로 구분하 다.

    염색된 근육조직을 디지털카메라가 부착된 학 미경 하에

서 200 배율로 사진 촬 하여 컴퓨터에 장하고, ‘NIH Image J' 

software를 사용하여 사진의 동일한 면  (100,000 μm2)에서 

type-I 근섬유와 type-II 근섬유를 계수하여 각각의 비율을 계산

하 다. 근섬유의 굵기는 각 근섬유형별로 50개의 근섬유를 무작

로 설정하고, 근섬유의 경계를 세 하게 그린 다음 ‘NIH 

Image J' software를 사용하여 면 을 측정하 다.

    근섬유의 조직학  변화를 찰하기 해서 근육조직 편

의 일부는 H&E 염색을 시행하 으며, Bax와 Bcl-2 발 을 찰

하기 해서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그 과정은 의 

MHC 염색과정과 동일하며, primary antibody는 B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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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ouse, 1:100, Santacruz, USA)와 Bcl-2 (anti-mouse, 1:100, 

Santacruz, USA)를 사용하 다13)
.

7.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통계 로그램 SPSS® for windows (version 

10.0, 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여 약물의 농도에 따

른 지표의 발 수치를 비교할 경우 oneway ANOVA를 실시하

으며, 유의수  P value<0.05인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평가하

고 post hoc test로서 Scheffe's test를 시행하 다.

결    과

1. 후지 근육 무게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후지근육들의 무

게를 측정한 결과, 가자미근, 족척근, 내측비복근, 외측비복근, 장

지신근, 경골근, 후경골근, 장무지굴근  장지굴근 모두에서 

정상측에 비하여 손상측이 약 30-50 %의 근육무게 감소가 찰

되었으며, 杜冲투여군은 조군에 비하여 정상측에서 약 10%, 

손상측에서 약 15%의 근육무게 증가가 찰되었다. 각각 근육의 

무게는 Table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Table 1. Effect of Eucommiae Cortex on Wet Weights of Hind Limb 

Muscles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mg/100 g body weight)

Muscle Group
Hind Limb

Intact Damage

SOL
Control 52.3±3.4 25.2±1.6

Sample 57.1±2.1 29.8±1.2*

PLT
Control 117.4±4.6 61.7±4.3

Sample 126.0±6.8 70.5±2.6

MGT
Control 259.4±6.8 145.0±7.6

Sample 293.7±13.0* 185.3±16.1*

LGT
Control 312.1±11.3 155.2±5.6

Sample 340.1±9.7 169.1±5.4

EDL
Control 49.5±2.8 30.4±1.1

Sample 59.3±2.3* 36.4±2.4*

TBA
Control 215.8±10.3 119.7±5.4

Sample 237.1±9.4 131.7±8.2

TBP
Control 65.1±2.3 44.6±1.8

Sample 71.5±3.3 50.2±1.7*

FHL
Control 163.4±8.2 89.6±6.2

Sample 179.7±8.1 97.1±3.8

FDL
Control 14.0±1.0 9.5±1.1

Sample 15.7±1.7 11.8±1.6

 

Control: group of sciatic nerve transection Sample: group of sciatic nerve transection 
and treatment with water-extract of Eucommiae Cortex Data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n=6). Statistical significancy was calculated between same side of the 
control and the sample with oneway ANOVA (*, P<0.05).

    특히 가자미근의 손상측은 조군이 25.2±1.6 mg/100 g 

body weight, 杜冲투여군이 29.8±1.2 mg/100 g body weight 이

었고, 내측비복근의 손상측은 조군이 145.0±7.6 mg/100 g 

body weight, 杜冲투여군이 185.3±16.1 mg/100 g body weight 

이었으며, 장지신근의 손상측은 조군이 30.4±1.1 mg/100 g 

body weight, 杜冲투여군이 36.4±2.4 mg/100 g body weight, 후

경골근의 손상측은 조군이 44.6±1.8 mg/100 g body weight, 

杜冲투여군이 50.2±1.7 mg/100 g body weight로 모두 조군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이 P<0.05의 유의성 있는 근육무게 증가를 나

타내었다(Table 1). 한 정상측에서도, 내측비복근은 조군이 

259.4±6.8 mg/100 g body weight, 杜冲투여군이 293.7±13.0 

mg/100 g body weight 이었고, 장지신근은 조군이 49.5±2.8 

mg/100 g body weight, 杜冲투여군이 59.3±2.3 mg/100 g body 

weight로 조군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이 P<0.05의 유의성 있는 

근육무게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1).

2. 가자미근 근섬유형 비율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지미근에서 

type-I과 type-II 근섬유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정상측은 Sham군

과 조군  杜冲투여군 모두 type-I 근섬유가 약 84%, type-II 

근섬유가 약 16 %로 차이가 없었다. 구체 인 비율은 Table 2에

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손상측은 Sham군은 type-I 근섬유가 

83.2±1.5%, type-II 근섬유가 16.8±1.5%인데 비하여 조군은 

type-I 근섬유가 67.7±2.5%, type-II 근섬유가 32.3±2.5%로 Sham

군에 비하여 type-I 근섬유 비율이 감소하고 type-II 근섬유 비율

이 증가하 다. 杜冲투여군은 type-I 근섬유가 75.2±1.6%, type-II 

근섬유가 24.8±1.6%로 조군에 비하여 각각 P<0.05의 유의성 

있는 type-I 근섬유의 증가와 type-II 근섬유의 감소가 찰되었

다(Fig. 1A, 2).

Fig. 1. Percentage changes of muscle fiber type (A) and changes 

of cross section area (B) of muscle fiber in soleus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A) Eucommiae cortex treatment (sample group) 
produced significant increase of type-I fiber and significant decrease of type-II 

fiber in soleus of the damaged side hind limb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 P<0.05). (B)Eucommiae cortex treatment (sample group) produced 

significant increase of cross section area of type-I and type-II fibers in soleus of 

the damaged side hind limb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 P<0.05).

3. 가자미근 근섬유형별 근섬유 굵기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지미근에서 

type-I과 type-II 근섬유의 근섬유 굵기를 측정한 결과, 정상측은 

Sham군과 조군  杜冲투여군 모두 type-I 근섬유가 약 1700 

μm2, type-II 근섬유가 약 2700 μm2으로 차이가 없었다. 구체 인 

단면  굵기는 Table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손상측은 Sham

군은 type-I 근섬유가 1712.5±36.5 μm2, type-II 근섬유가 

2658.2±71.3 μm2인데 비하여 조군은 type-I 근섬유가 1125.7±38.3 

μm2, type-II 근섬유가 1658.3±42.7 μm2으로 Sham군에 비하여 

type-I 근섬유는 약 34%, type-II 근섬유는 약 38% 굵기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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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杜冲투여군은 type-I 근섬유가 1258.3±40.5 μm2
, type-II 근섬유

가 1835.3±44.5 μm2
으로 조군에 비하여 각각 P<0.05의 유의성 있

는 근섬유 굵기의 증가가 찰되었다(Fig. 1B, 2).

Fig. 2. Representative sections of soleus muscles immuno-stained 

against MHCs (sections 1 and 2, Sham; sections 3 and 4, Control; 

sections 5 and 6, Sample; sections 1, 3, and 5, intact hind limb; 

sections 2, 4, and 6, damaged hind limb). Dark muscle fibers are type-I 
and white muscle fibers are type-II.   

4. 내측비복근 근섬유형 비율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내측비복근에서 

type-I과 type-II 근섬유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정상측은 Sham군

과 조군  杜冲투여군 모두 type-I 근섬유가 약 26%, type-II 근

섬유가 약 74%로 차이가 없었다. 구체 인 비율은 Table 4에서 보

여주는 것과 같다. 손상측은 Sham군은 type-I 근섬유가 25.8±1.1%, 

type-II 근섬유가 74.2±1.1% 이었고, 조군은 type-I 근섬유가 

19.8±1.8%, type-II 근섬유가 80.2±1.8%로 Sham군에 비하여 type-I 

근섬유 비율이 감소하고 type-II 근섬유 비율이 증가하 다. 杜冲투

여군은 type-I 근섬유가 21.3±1.5%, type-II 근섬유가 78.7±1.5%로 

조군에 비하여 type-I 근섬유가 증가하고 type-II 근섬유가 감소

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Fig. 3A, 4).

5. 내측비복근 근섬유형별 근섬유 굵기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내측비복근에서 

type-I과 type-II 근섬유의 근섬유 굵기를 측정한 결과, 정상측은 

Sham군과 조군  杜冲투여군 모두 type-I 근섬유가 약 1720 

μm2
, type-II 근섬유가 약 2810 μm2

으로 차이가 없었다. 구체 인 

단면  굵기는 Table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손상측은 Sham

군은 type-I 근섬유가 1718.5±35.7 μm2, type-II 근섬유가 

2823.5±66.8 μm2인데 비하여 조군은 type-I 근섬유가 

1115.5±42.7 μm2, type-II 근섬유가 1805.6±39.5 μm2으로 Sham군

에 비하여 type-I 근섬유는 약 35%, type-II 근섬유는 약 36% 굵기가 

감소하 다. 杜冲투여군은 type-I 근섬유가 1248.3±41.2 μm2
, type-II 

근섬유가 1954.3±41.7 μm2으로 조군에 비하여 각각 P<0.05의 유의

성 있는 근섬유 굵기의 증가가 찰되었다(Fig. 3B, 4).

Fig. 3. Percentage changes of muscle fiber type (A) and changes 

of cross section area of muscle fiber (B) in medial gastrocnemius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A) Eucommiae cortex treated sample 
group was not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B) Eucommiae cortex treatment 

(sample group) produced significant increase of cross section area of type-I and 

type-II fibers in medial gastrocnemius of the damaged side hind limb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 P<0.05).

Fig. 4. Representative sections of medial gastrocnemius muscles 

immuno-stained against MHCs (sections 1 and 2, Sham; sections 3 

and 4, Control; sections 5 and 6, Sample; sections 1, 3, and 5, 

intact hind limb; sections 2, 4, and 6, damaged hind limb). Dark 
muscle fibers are type-I and white muscle fibers are type-II.   

6. 가자미근  내측비복근의 조직학  변화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자미근과 내측비복

근 조직을 H&E 염색하여 근섬유의 형태 변화를 조직학 으로 

찰한 결과, Sham군과 조군  杜冲투여군의 정상측은 일반

인 골격근의 근섬유 조성을 나타내었다(Fig. 5 H&E-1, 2). 조

군의 손상측은 체 으로 근섬유가 축되어 근섬유의 굵기가 

감소하고, 일부 근섬유는 세포질이 자변성된 것같이 수축되어 

주변의 근섬유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찰되었으며 

(Fig. 5 H&E-3, 4, arrows), 이러한 상태로 축된 근섬유 주 에

는 응축된 세포핵들이 찰되었다(Fig. 5 H&E-3, 4, arrow 

heads). 이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의 손상측은 주변의 근섬유로부

터 분리되고 축된 근섬유들(Fig. 5 H&E-5, 6, arrows)과 응축된 

세포핵들(Fig. 5 H&E-5, 6, arrow heads)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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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자미근  내측비복근의 Bax 발 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 조직에서 Bax 양성반응 근육세포핵들을 찰한 결과, 

Sham군과 조군  杜冲투여군의 정상측은 Bax 양성반응을 나

타나는 근육세포핵들이 거의 찰되지 않았다(Table 2, Fig. 5 

Bax-1, 2). 조군의 손상측에서는 축된 근섬유 주 에 Bax 양

성반응의 근육세포핵들이 많이 찰되었으며 (Fig. 5 Bax-3, 4, 

arrow heads), 이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의 손상측은 조군에 비

하여 축된 근섬유가 감소하여Bax 양성반응의 근육세포핵들이 

감소한 것으로 찰되었다(Fig. 5 Bax-5, 6, arrow heads).

Fig. 5. Representative H&E, Bax and Bcl-2 stained sections of 

soleus and medial gastrocnemius muscles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sections 1, 3, and 5, soleus; sections 2, 4, 6, 

medial gastrocnemius; sections 1 and 2, intact hind limb; sections 

3 and 4, damaged hind limb of control group; sections 5 and 6, 

damaged hind limb of sample group). (H&E) Arrows indicate the atrophic 
(hyaline degenerative) muscle fibers, and arrowheads indicate the condensed 

nuclei around the atrophic muscle fibers. (Bax) Arrowheads indicate Bax positive 

nucleus. (Bcl-2) Brown muscle fibers (arrowheads) indicate Bcl-2 positive muscle 

fibers. Arrow indicates hyaline degenerative muscle fiber.

Table 2. Changes of Bax and Bcl-2 Immuno-Reactivity in Soleus 

and Medial Gastrocnemius Muscles of the Sciatic Nerve 

Transectioned Rats

Bax Bcl-2

Intact Damaged Sample Intact Damaged Sample

Bax - ++ + - + ±

Bcl-2 - + ± - ++ +

Intact: intact hindlimb amaged: damaged hind limb of group of sciatic nerve 
transection ample: group of sciatic nerve transection and treatment with 
water-extract of Eucommiae Cortex Immuno-reactivity against Bax and Bcl-2 
was presented as negative (-), weakmild (±), positive (+), and moderate 
positive (++). strong positive (+++)

8. 가자미근  내측비복근의 Bcl-2 발 의 변화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 조직에서 Bcl-2 양성반응의 근섬유들을 찰한 결과, 

Sham군과 조군  杜冲투여군의 정상측은 Bcl-2 양성반응을 

나타나는 근섬유들이 거의 찰되지 않았으며, 일부 조직에서는 

미약한 Bcl-2 양성반응이 찰되었다(Table 2, Fig. 5 Bcl-2-1, 2).  

조군의 손상측에서는 근육세포질 내에서 Bcl-2 양성반응이 매

우 증가한 근섬유들이 다수 찰되었으며(Fig. 5 Bcl-2-3, 4), 특징

으로 H&E 염색에서 교질화된 것같이 찰되는 축된 근섬유

에서도 비특이 인 Bcl-2 양성반응이 찰되었다(Fig. 5 Bcl-2-4, 

arrow). 이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의 손상측은 조군과 비슷한 양

상의 Bcl-2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일부 조군보다 더 강한 

Bcl-2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근섬유의 수가 증가된 것이 찰되었

다(Fig. 5 Bcl-2-5, 6).

고    찰

    杜冲은 肝腎不足으로 인한 腰膝痠痛과 筋骨無力을 치료하는 

要藥으로1)
, 補肝효과와 골흡수  골무기질의 손실방지  난소

제에 의한 배뇨량의 증가 방지 등의 효능이 있으며, 골신생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므로 골다공증 유발 억제에 응용이 가능하다

고 보고되었다7,14). 골모세포의 증식을 진하고 골세포의 증식

을 억제하므로 골신생 (osteogenesis)을 진하고 골용해 

(osteolysis)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8), 난소 출 

흰쥐의 골조직 형태에도 유의한 변화를 미친다고 하 다15). 한 

杜冲은 노령 흰쥐에서 collagen 합성을 진한다는 보고
16)와 

phytoandrogenic effect가 있다
17)는 보고가 있으며, 면역기능의 증

가4), 청 지질함량의 하18), 뇌조직과 장에서 catecholamine 

함량의 하3) 등에 해서도 연구 보고되었고, 암세포의 증식 

해효과에 한 연구
19)도 보고된바 있다. 한 杜冲의 항산화효능에 

해서는, 杜冲 물추출물이 강력한 ROS scavenger의 효능을 나타

낸다고 하 고20), Fe3+-EDTA/H2O2/ascorbic acid에 의한 

deoxyribose의 산화를 억제하며
5), H2O2에 의한 DNA의 손상과 

단 (strand-breaking)을 억제한다고 하 다21). 한 杜冲은 흰쥐에

서 납투여에 의한 구의 산화  스트 스를 억제하며6), H2O2

에 의한 독성을 억제하고22), 항산화 효소활성을 증강시키고 

산화에 한 항력을 증강시킨다고 하 다5). 이와 같이 杜冲의 

强筋骨하는 효능과 련하여 骨代謝에 련된 연구보고들과 기타 

항산화효능에 한 연구는 많으나, 근육 사나 근육 축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골격근의 축은 암, 패 증, 당뇨 등의 질병에 수반될 수 있

으며, 특정한 질병이 없더라도 침상안정, 사지 구속, 우주비행 등 

장기간의 근육 비활성은 근육 축을 래한다23,24). 근육 비활성

이 근육 축을 유발하는 기   하나가 ROS에 의한 산화  손

상에 의한 설명이다10). 1990년 까지는 비수축성 골격근 

(noncontracting skeletal muscle)에서만 제한 으로 ROS가 생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러므로 비활성 근육 (inactive 

muscle)은 산화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었다24).  

    하지만 비활성 근육  수축성 골격근에서도 ROS가 생성되

며, 이러한 골격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산화  손상이 

일어난다는 연구보고가 많다25,26). 그러므로 지 은 xanthine 

oxidase가 생산하는 superoxide, nitric oxide synthase가 생산하

는 nitric oxide, NADPH oxidase에 의한 superoxide, 미토콘드리

아가 생산하는 superoxide 등 많은 ROS가 근육 축에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7). 이러한 ROS는 생리 인 기 과 

apoptosis를 통한 세포사망과 단백질분해를 유도하는 병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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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조 한다. 생리  기 과 병리  기  유발의 차이는 

ROS의 농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낮은 농도의 ROS는 세포의 

응력과 생존을 진하지만 높은 농도의 ROS는 세포사망과 단백

질분해의 병리기 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8)
. 실험

으로는 Kondo 등이 처음으로 골격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속

한 상태에서 radical 생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근육 축이 일어

난다는 것을 보고하 고
25)

, 외부 인 항산화제의 투여에 의하여 

근육 축이 억제되거나 지연된다는 것도 보고한바 있다29)
. 한 

산화  스트 스가 근육세포 내의 칼슘이온을 증가시키고 그 결

과로 나타나는 calpain의 활성화30)
, MAPK 신호의 조

31)
, NF-κB

의 활성화32)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화  

스트 스가 근육 축을 유발하는 기 에 해서는 완벽하게 연

구되지 못하 다. 이와 같이 杜冲의 强筋骨하는 효능과 산화  

스트 스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소활성을 증강시키는 ROS 

scavenger의 효능이 탈신경지배에 의한 근육 축에도 유의한 효

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 다.

    한쪽 좌골신경을 단하고 12일간 杜冲 물추출물을 투여한 

후에 후지근육들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가자미근, 족척근, 내측

비복근, 외측비복근, 장지신근, 경골근, 후경골근, 장무지굴근 

 장지굴근 모두에서 杜冲투여군은 조군에 비하여 정상측에

서 약 10%, 손상측에서 약 15%의 근육무게 증가가 찰되었다.  

    특히 손상측 후지의 가자미근, 내측비복근, 장지신근  후

경골근 모두 조군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이 통계  유의성이 있

는 근육무게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정상측 후지에서도 내측비복

근과 장지신근은 조군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이 통계  유의성

이 있는 근육무게 증가를 나타내었다.

    근육의 비활성에 의한 근육 축 시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의 

굵기 감소와 근육 내 type-I (slow-twitch) 근섬유가 type-II 

(fast-twitch) 근섬유로 근섬유의 생화학  특성이 변환되는 

‘slow-to-fast shift 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9,33)
.  

    그러므로 근육 무게 변화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가자미근

과 내측비복근의 근육조직을 MHCs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

여 근섬유형을 구분하고, 각 근육에서 근섬유형의 비율과 근섬유

형별 근섬유의 굵기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정상측 후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손상측 후지에서 杜冲투여군은 조군에 비하

여 유의성 있는 type-I 근섬유의 증가와 type-II 근섬유의 감소가 

찰되었다. 그러나 내측비복근에서는 杜冲투여군이 조군에 

비하여 type-I 근섬유가 증가하고 type-II 근섬유가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slow-twitch 근섬유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가자미근이 fast-twitch 근섬유가 높은 비

율로 존재하는 내측비복근에 비하여 ‘slow-to-fast shift 상’이 

더 잘 일어나는 근육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9,34).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지미근과 내측

비복근에서 근섬유의 굵기를 측정한 결과는 杜冲투여군이 type-I

과 type-II 근섬유 모두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유의성이 있는 

근섬유 굵기의 증가가 찰되었다. 한 가지미근과 내측비복근 

조직을 H&E 염색하여 근섬유의 형태 변화를 조직학 으로 찰

한 결과에서도 조군의 손상측은 체 으로 근섬유가 축되

어 근섬유의 굵기가 감소하고, 일부 근섬유는 세포질이 자변성

된 것같이 수축되어 주변의 근섬유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찰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축된 근섬유 주 에는 응축

된 세포핵들이 다수 찰된 것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의 손상측은 

주변의 근섬유로부터 분리되고 축된 근섬유들과 응축된 세포

핵들의 수가 감소된 것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杜冲이 

탈신경지배에 의한 근육 축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골격근의 탈신경지배, 양부족, 노화, 후지 체공 등의 경우, ROS

의 증가나 세포내 칼슘이온의 증가는 세포자연사를 유도한다10,35)
. 

    다핵세포인 근육세포는 단핵세포와 달리 세포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세포 핵들이 응축되고, 그 수가 감소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근육세포핵 자연사 (myonuclear apoptosis)’가 

일어난다고 하 다36). 이러한 ‘근육세포핵 자연사’ 한 단핵세포

에서와 같이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C 분비와 caspase에 의

한 DNA fragmentation의 결과이며, 특히 골격근 근육세포의 

축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비되는 AIF와 Endo G가 caspase 

기 과 상 없이 DNA fragmentation을 래하는 것으로도 보고

되어 있다37). 그러므로 세포자연사 여인자인 Bax와 Bcl-2 발

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찰하 다.

    한쪽 후지의 좌골신경을 단한 12일 후에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 조직에서 Bax 양성반응 근육세포핵들을 찰한 결과, 

조군의 손상측에서는 축된 근섬유 주 에 Bax 양성반응의 근

육세포핵들이 많이 찰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杜冲투여군의 손

상측은 조군에 비하여 축된 근섬유가 감소하여Bax 양성반응

의 근육세포핵들이 감소한 것으로 찰되었다. 한 가자미근과 

내측비복근 조직에서 Bcl-2 양성반응의 근섬유들을 찰한 결과, 

조군의 손상측에서는 근육세포질 내에서 Bcl-2 양성반응이 매

우 증가한 근섬유들이 다수 찰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杜冲투여

군의 손상측은 조군과 비슷한 양상의 Bcl-2 양성반응을 나타내

었으나, 일부에서 조군보다 더 강한 Bcl-2 양성반응을 나타내

는 근섬유의 수가 증가된 것이 찰되었다. 염색조직이 갖는 실

험  한계성으로 인하여 정량 으로 찰하지 못하여 통계  유

의성을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杜冲투여군이 조군에 비하여 

Bax 발 을 억제하고 Bcl-2 발 을 증가시킨 것은 명확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杜冲이 근육 축시 나타나는 근육세포의 자연사

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총 하면, 杜冲은 좌골신경 단에 의한 

근육 축에서 근육 무게와 근섬유 굵기 감소를 억제하고, 

‘slow-to-fast shift 상’을 억제하 으며, Bax 발 의 억제와 

Bcl-2 발 의 증가를 유도하 다. 그러므로 杜冲은 탈신경지배에 

의한 골격근의 축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이

는 근육세포핵 자연사를 억제하는 기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골격근의 근육 축은 신경임펄스의 존재 유무와 함

께 신경-근육연  (neuromuscular junction)에서의 neurotrophic 

control 한 요하게 작용한다고 하 다38). 그러므로 운동신경 

지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근육이 축되는 실험모형을 사용한 

추가 연구는 杜冲의 근육 축에 한 효능과 기 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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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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