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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퇴행성 골 염(degenerative osteoarthritis)은  질환 

 가장 흔한 형태의 하나로  가동 에서 비염증성 원인에 의

해  연골의 퇴화  마모로 인해 만성 통증과 장애를 수반하

는 질환이다1). 최근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2), 재까지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행성 변화의 발

생과 악화는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 골

염은 주로 체  부하를 많이 받는 슬 과 고 에서 호

발하며, 연골하골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골의 퇴행화를 포함

하고 있다3)
.

    퇴행성 골 염의 가장 흔한 임상  특징은 통증, 강직, 부

종, 염증과 함께 의 진  운동장애를 래하며, 그 외에  

마찰음(bony crepitus), 골비 (enlargement), 변형, 불안정, 근육

약화, 활막 비 (synovial thickening), 삼출(effusion) 등의 징후

를 보인다4). 염 발생의 험 요인으로는 노령화, 반복되는 

움직임, 가족력, 비만, 외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5). 퇴행성 골

염 환자의  연골에서 요한 특징은 연골 재생과 괴의 균

형이 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연골 기질의 괴와 연골 

세포수의 감소로, 만성 인 연골 괴 상이 나타난다6,7)
. 이는 

연골 세포의 세포고사와 련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포고사의 내인성경로와 련하여 세포고사를 진하

는 Bax 단백과 같은 자극은 세포질 내로 단백분해효소군인 

caspase family를 활성화시켜 세포고사를 유도하게 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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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는 세포의 DNA손상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caspase-3는 정상상태에서 불활성화 형태인 pro-caspase-3로 존

재하다가 세포고사가 일어나면 active-caspase 의 형태로 된다10)
. 

이는 세포고사에 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  사이토카인과 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

우슬(牛膝)은 비름과(Amaranth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국내와 국, 일본에 주로 분포하는 다년생 본이다. 우슬은 오

래 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 실제 생약으로 

실용화 되는 것은 쇠무릎이고, 일부 남부지역에서 긴잎쇠무릅

(Archyranthes longifolia)로 사용되고 있다. 우슬은 진통, 이뇨, 

고 압, 류마티스, 골 염등의 치료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

어 지고 있는 약재이다12,13)
. 강도 음 는 조직 내에 간 인 

기계  스트 스를 으로 재까지도 여러 세포 종류에서 골형

성 증진, 단백질 합성, 칼슘 흡수, DNA 합성들이 보고되고 있다
14,15). 강도 음 의 기계  자극은 인 한 세포의 세포막 투과

성을 변화시켜, 세포 안으로 Ca
2+이온을 유입시키므로, 세포 내

에 Ca2+ 농도를 증가시키고16) 이러한 세포 내의 변화는 세포의 

움직임이나 성장인자(growth factor)들의 합성을 증가시켜 조직 

 상처 치유에 이로운 향을 다고 보고되었다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슬 엑스가 함유된 크림을 만들어 

슬  부 에 도포하고, 음  처치에 따라 monosodium 

iodoacetate (MIA)로 유도된 퇴행성 염 백서의 슬  연골

에 이들 처치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이를 해 퇴행성 염을 유발한 백서에 우슬엑스가 함유된 

크림과 음 를 처치하여 퇴행성 염이 유도된 슬 의 병

리조직학  변화와 세포고사와 련된 단백질 발 에 해 알아

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동물

    본 연구에서는 체 이 약 250±50 g의 Sprague-Dawley계 흰

쥐(8주령, 웅성, 한실험동물)를 사용하 고, 군당 10마리씩 40

마리를 사용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5±1℃, 습도 55 ± 10%를 

유지하 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하 다. 물과 사료는 자유

롭게 여하 다. 우슬과 음 를 처리하기 에 염 유발을 

확인하여 염이 유발된 흰쥐를 선별하여 그룹화 하 다. 실험

동물은 실험 조군은 퇴행성 골 염 유발군(n=10), 실험군 Ⅰ

은 강도 음  용군(n=10), 실험군 Ⅱ는 우슬 크림 처치군

(n=10) 그리고 실험군 Ⅲ는 강도 음  용 후 우슬 연고 처

리군(n=10)으로 나 었다(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Group(n=10) Characteristics

 Control group  MIA induced osteoarthritis group

 Experimental group Ⅰ  OA induced and treated with ultrasound

 Experimental group Ⅱ
 OA induced and treated with Archyranthes Radix 

extract cream

 Experimental group Ⅲ
 OA induced and treated with ultrasound and 

Archyranthes Radix extract cream

2. 퇴행성 염 동물 모델

    퇴행성 염 유발 모델을 제작하기 해 Dunham 등

(1993)18)
의 방법에 따라 염을 유발하 다. 실험 동물실에서 

응된 흰쥐를 마취 챔버(Royal medical, 한국)에 넣고, 70% N2O

와 28.5% O2 가스에 2.0% 엔 루란(enflurane)을 혼합시킨 마취

가스로 흡입 신마취 후 수술 에 고정시키고, monosodium 

iodoacetate(I2512, Sigma, Poole, UK)를 오른쪽 슬 의 슬개골 

인 를 통해 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를 하 다. MIA

는 0.9% sterile saline에 마리당 3 ㎎의 농도가 되게 용해하여 한 

에 50 ㎕씩 26 gauge를 사용하여 주사하 다. 우슬과 음  

처치 에 염 유발 시 정상 조군은 동일한 치에 0.9% 

sterile saline 50 ㎕씩 주사하여 비교하 다. 염 유발 성공여

부에 한 병리조직학  평가는 퇴행성 염 유발 , 유발 14

일째에 10마리를 부검하여 퇴행성 염유발 정도를 조직학

으로 확인한 후에 그룹화 하여, 처치하 다.

3. 우슬 처리  음  용

    우슬을 이용한 경피투과제의 제조는 이한섭(2001)19)과 Yang 

등(2006)
20)의 선행연구를 기 로 하 다. 경피투과제 제조 시 용

매에 우슬의 양을 일정하게 취하여 각각 용해시켰다. 연고의 제

조는 우슬 엑스 1.0 g을 녹인 Labrafil 15.0 ㎖에 정제수 20 ㎖, 에

탄올 5.0 ㎖과 oleic acid 10.0 ㎖을 넣어 섞고 triethanolamine 1.0 

㎖을 넣어 기계식 교반기를 사용하여 천연고분자와 약물이 균일

하게 섞이도록 교반하 다. 이와 같이 얻은 경피투과제는 

하여 사용할 때까지 보 하 다. 각 실험군에 연고도포 방법은 

우슬 엑스가 3% 함유된 크림 0.1 g을 실험 기간 동안 염 유

발 흰쥐의 슬  부 에 고르게 펴서 도포하 다. 병합군인 실

험군 Ⅲ은 음  처치 후  부 에 도포하 다. 음  치

료군은 기포가 제거된 물을 라스틱 용기에 담아 흰 쥐를 고정 

틀에 묶은 다음 양하지를 물에 담그고 좌, 우측 후지와 음  

도자 사이의 거리는 1.2 ㎝를 유지하는 간  조사방법을 이용하

다. 염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주 수인 1 MHz로 비온열

 방법으로 Fyfe와 Chahl(1980)21)
의 방법으로 1:4의 단속형 비

율을 사용하 고 0.5 W/㎠의 강도로 주 5회 동안 음  치료를 

시행하 다. 

4. 병리조직학  검사

    퇴행성 골 염이 유발된 흰쥐의 슬 을 조직병리학  

검사를 하기 하여 치료 종료 후에 각각 5마리씩 부검하여 슬

을 채취하 다. 채취한 슬 은 10% 포르말린(formalin)에 24

시간 고정하 고, 그 후 라핀 포매  formic acid로 탈회하

다. 일반 인 탈수, 투명  침투 과정을 거쳤으며, 라핀 블록

의 제작과 냉각은 자동 포매 장치(Tissue-Tex, Japan)를 사용하

다. 제작된 라핀 블록은 회 식 미세 박 기(Rotary 

Microtome 2040, Japan)를 사용하여 쥐의 우측 슬 을 박 하

으며, 부유 온수조와 신 기 과정을 거쳐 슬라이드에 슬 을 

부착시켰다. 슬  편은  조직  주변 조직의 염증성 침

윤(infiltration) 정도를 평가하기 해 Hematoxylin & Eosi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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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염색을 실시하 고, 연골의 퇴행성 정도를 측정하기 하

여 safranin-O fast green 염색을 실시하 다. 

5. Hematoxylin & Eosin (H & E) 염색

    박 한 조직 편은 탈 라핀 과정을 거쳐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한 후 과염색된 부분은 흐르는 수돗물에 5～10분 

정도 수세한 다음 핵이 청명한 색이 되도록 세포질 조 염색으

로 염색한 다음 15 간 과도한 Eosin 용액을 흐르는 물로 세척하

고 탈수  투명과정을 거쳐 입하 다.

6. Safranin O-fast green 염색

    탈 라핀과 함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Weigert’s iron 

hematoxylin 용액에 10 분간 반응시킨 후 10 분간 흐르는 물에 

수세하 다. Fast green (FCF) solution(F7258, Sigma, St Louis)

에 5 분간 염색한 후, 1% acetic acid solution에 10-15 간 반응

시켰다. 0.1% safranin O(S2255, Sigma, St Louis) solution에 5 분

간 염색하고, Safranin O-fast green으로 염색된 슬라이드는 5-10

분 정도 충분히 세척하여 핵이 청명한 색이 되도록 하 다. 탈수 

 투명과정을 거친 후 입하 다. 그 후 학 미경(Olympus 

BX50, Olympus Optical Co. Japan)을 사용하여 각각의 조직 편

의 염증세포의 침윤정도, 연골과 의 괴 유무, 세포 괴 유무

를 찰하 으며, 미경에 장착된 디지털 CCD 카메라(Foculus, 

Germany)로 각 군의 조직들을 촬 하 다.

7. 조직학  평가

    퇴행성 염 부분의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Galois 등22)

의 방법을 변형하여 Mankin's score를 측정하 다. Mankin's 

score는 2명의 독립된 찰자에게 단계에 해 설명한 후 등 을 

매기게 하 다. 이 수는 조직 구조(structure), 세포형

(cellularity), safranin o-fast green 염색 정도, 연골세포층의 비  

두께(thickness of hypertrophic chondrocyte layer), 골 재형성과 

골 괴(bone remodelling and osteolysis) 등으로 구분화하여 

수화 하 다. 체 수의 합계는 총 15 으로 하 다.

8. 면역조직화학  검사

    라핀 포매 후 5 ㎛ 두께로 박 한 상 편은 Bax와 

caspase-3 단백질 발 을 알아보기 해 면역조직화학 반응 검사

를 실시하 다. 각 실험 조건에 따라 처리한 조직의 면역조

직학  염색은 조직의 탈 라핀 과정을 끝낸 후 면역조직화학염

색을 한  처리 과정으로 3%의 endogenous peroxidase를 반

응시키고, 0.15% triton X-100을 첨가한 PBS 용액을 사용하여 조

직의 투과성을 높여 조직 내부에 1차 항체 용액이 잘 흡수되도록 

하 다. BSA가 포함된 용액 1% 차단 용액으로 처리하여 비특이

 반응을 차단한 후, 0.01 M PBS로 세척하고, Bax(1:50,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USA)와 caspase-3 (1:50,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USA)로 4℃에서 24시간 처리한 후 

0.01 M PBS로 수세하 다. 이후 anti-rabbit Ig G (1:1,000, 

Abcam, UK)로 반응시킨 후 0.1% Triton X-100으로 반응시켰다. 

다시 편을 0.01 M PBS로 수세한 후 ABC-Kit (Vector, USA)로 

60분간 반응시켰으며, 0.01 M PBS로 수세과정을 거쳐 10분간 

DAB (3,3’- Diaminobenzidine, ZYMED Lab, Germany)로 발색

을 하 다. 0.01 M PBS로 수세한 후 조직을 슬라이드에 올려  

Hematoxylin으로 3분간 염색한 후 흐르는 물에서 수세하고 에탄

올과 xylene에 조직을 처리하여 탈수  투명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모든 슬라이드에 permanent mounting media를 이용하여 

입을 실시하 다. 조직형태학  찰은 학 미경(Olympus, BX 

50, Japan)을 이용하 고, 미경에 장착된 CCD 카메라(Foculus, 

IEEE 1394, Germany)로 단백질 발  정도를 찰하 다. 

9.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학  분석은 SPSS ver. 12.0 windows를 사용

하 다. 각 Mankin's score에서 실험군들의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모든 통계학  유의 수 은 

p<0.05 수 에서 채택하 다.

결    과

1. 치료 종료 후 병리조직학  소견

    퇴행성 골 염 유발 후 강도 음 와 우슬 크림을 처

치 한 후 21일째 연골의 변화를 보기 하여 백서의 우측 슬

을 H & E와 safranin O-fast green 염색으로 찰하 다(Fig. 1). 

실험 종료 후 21일째 safranin O-fast green에 의해 연골의 침습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험 조군에서 슬 의 연골 부분이 

히 감소하 으며, 미약한 염증성 소견이 발견되었다(Fig. 1A, 

1B). 이 염증은 활액막의 팽창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실험군 

Ⅰ(Fig. 1C, 1D), Ⅱ(Fig. 1E, 1F), Ⅲ(Fig. 1G, 1H)에서는 경증의 

활막염이  부분에서 찰 되었으며, 약간의 proteoglycan의 

소실과 세포질이 의 일부 구획에서 찰되었으나, 연골층이 

조군에 비해 많이 호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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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Fig. 1. Histological change of cartilage undergoing a treatment 

during osteoarthritis rats(21 days, H & E stain, safranin O-fast green 

stain, × 200). A, B: MIA induced osteoarthritis group. C, D: Experimental group
Ⅰ. E, F: Experimental group Ⅱ. G, H: Experimental group Ⅲ.

2. 치료 종료 후 병리조직학  평가

    우슬 크림제와 강도 음  처치 후 21일에 백서의 우측 

슬 을 H & E와 safranin-O fast green 염색으로 찰하고, 이

를 토 로 Mankin's score로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다. 21 일째

에 실험 조군은 7.2±0.54 , 실험군 Ⅰ은 5.8±0.52 , 실험군 Ⅱ

는 5.1±0.73 , 실험군 Ⅲ은 4.8±0.76 으로 실험군들에서 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수가 감소하여, 치료 이후에 손상되었던 

연골이 조직의 구조, 세포의 형태, 주  세포외 기질의 염색성 

등의 미경  소견이 어느 정도 정상 연골 조직으로 수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찰하 다(P<0.05)(Fig. 2).

Fig. 2. Influence of a calibrated effort on histological lesions 

(according to Mankin's score) in post-monosodium iodoacetate 

(MIA) injection. (Values are showed mean±S.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05.).

3. 면역조직화학  평가

 1) Bax의 면역조직화학  변화

    우슬 크림제와 강도 음 를 처치 한 후 21일째 연골의 

세포고사 련 단백질 발  정도를 확인 해보기 하여 백서의 

우측 슬 을 면역조직화학방법으로 염색하여 Bax의 발  정도

를 찰하 다(Fig. 3). 슬  부분 연골세포에서의 Bax 발 을 

찰하여 본 결과 실험 조군에서 Bax는 진한 갈색으로 찰되

었다(Fig. 3A). 실험군 Ⅰ(Fig. 3B), Ⅱ(Fig. 3C), Ⅲ(Fig. 3D)은 Bax 

발 량이 조군에 비해 많이 감소되어 있음을 찰할 수 있었

으며, 각 실험군들 발 정도는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에서는 거

의 동일한 감소를 보 고, 실험군 Ⅲ에서는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보다 더 많은 감소가 찰되었다(Fig. 3).

 2) Caspase-3의 면역조직화학  변화

    우슬 크림제와 강도 음 를 처치 한 후 21일째 연골의 

세포고사 정도를 보기 하여 백서의 우측 슬 을 면역조직화

학방법으로 염색하여 caspase-3의 발  양상을 찰하 다(Fig. 

4). 슬  부분 연골세포에서의 caspase-3 발 을 찰하여 본 

결과 caspase-3는 진한 갈색으로 찰되었으며, 실험 조군은 치

료 21일째에는 caspase-3 발  반응이 히 증가해 있음이 

찰되었다(Fig. 4A). 실험군 Ⅰ(Fig. 4B), 실험군 Ⅱ(Fig. 4C), 실험

군 Ⅲ(Fig. 4D)은 caspase-3 발 량이 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

음을 찰할 수 있었으며, 강도 음  처치 후 우슬을 병용한 

실험군 Ⅲ에서 더욱 하게 감소하 다(Fig. 4).

A B

C D

Fig. 3. Immunohistochemical Bax expression changes in 

osteoarthritic cartilage after ultrasound and AR treatment(Day 21, × 

400). A: Control group: MIA induced osteoarthritis group. B: Experimental group
Ⅰ. C: Experimental group Ⅱ. D: Experimental group Ⅲ.

A B

C D

Fig. 4. Immunohistochemical caspase-3 expression changes in 

osteoarthritic cartilage after ultrasound and AR treatment(Day 21, × 

400). A: Control group: MIA induced osteoarthritis group. B: Experimental group
Ⅰ. C: Experimental group Ⅱ. D: Experimental group Ⅲ.

고    찰

    퇴행성 골 염은 연골세포와 세포외기질간의 형태 , 

생화학 , 분자 , 그리고 생역학  변화가 분명하고, 임상 으

로 통, 압통, 움직임의 제한,  마찰음, 염증 등을 특징으로 

한다23). 염에 많이 사용되는 우슬은 주요 성분으로 saponin, 

betaines, achyranthine, amino acid, inokosterone, glactose, β

-ecdysone, flavonoids와 미량원소인 티타늄 등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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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되었다
24-26)

. 이와 같이 우슬의 성분 등의 연구가 일부 보

고된바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퇴행성 골 염 환자에게 민간

요법으로 우슬과 음  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세포고사 

단백질과 련하여 연골세포에 한 정확한 기 이나 치료 

효과는 많이 밝 져 있지 않다.

    실험  퇴행성 골 염은 외과  수술방법27)
, collagenase 

등의 효소이용
28)

, vitamin A 등을 이용한 연골세포의 사 방해 

등 여러 방법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29)
. Monosodium iodoacetate 

(MIA)로 유도한 염 모델은 Kalbhen에 의해 20년 에 처음 

소개되었다30)
. 연골 세포의 정상 기능을 이루기 해  연골

의 구조 인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국소 인 MIA 주사는 연골세

포 내의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 genase의 활동억

제로 인하여 해당 작용의 사 작용 괴로,  연골의 퇴행화

를 유도한다28,30). Janusz 등(2001)31)은 이러한 모델에서  퇴행

화의 조직학  변화는 사람의 골 염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

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퇴행성 골 염의 병

태생리학 인 실험과 약물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30,31). 이러

한 모델에서 많은 수의  세포들이 퇴행성 변화나, 연골세포

의 세포고사가 증가함을 보 다
32).

    Bove 등(2003)33)에 의하면,  내 MIA 주사는 기 염증

반응을 보이며, 단백 부종액, 섬유소, 식세포, 성구, 형질세포 

식구 등을 보인다고 하 다. 더욱이 MIA로 유도한 염 동

물 모델에서 기 염증반응은 후기 상태에서 1차 구심성 섬유의 

말  수용기 감작을 유도하여 특성화된 반응을 보이며34), 이는 C 

섬유와 련하여 척수로 들어가는 입력을 더 증가시키고
35), 활막

의 손상과 연골하 골의 노출로 사람과 같은 통이 발생되게 

된다36).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퇴행성 골 염의 병태생

리학 인 실험과 약물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30,31). 통각

은 활액막 내 자유 신경 종말로부터 염이 있을 때 유발되며, 

MIA 유발 염 모델은 기에 일시  활막염을 유발한다33)
. 

국소 부 에 substance P, bradykinin, prostaglandins와 같은 물

질의 유리를 유도하며37), 염에서 식세포의 역할에 해 

Haywood 등(2003)38)
에 의해 확인된바가 있다. MIA 처치 후 염

증 외에 연골하 골과 연골에 물리  힘을 가함으로서 더욱 

에 염증과 통증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39). 본 연구결과에서 염 유발 후 실

험 조군에서 연골 체 으로 두께와, 세포충실성(cellularity)

이 히 감소하 고(Fig 1A, 1B), 퇴행성병변이  모든 부분

에서 잘 찰되어 퇴행성 골 염이 유발되었음을 조직학  검

사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처치 종료 후 각 실험군들

에서 연골세포의 두께가 조군에 비해 히 증가하 다(Fig. 

1C-1H). 한 이러한 조직학  변화를 Mankin's score로 측정한 

결과 실험 조군에 비해 처치한 각 실험군들에서 수의 유의한 

감소 효과를 찰하 다(p<0.05). 세포고사와 련하여 Bax와 

caspase-3의 단백질 발  정도를 면역조직화학  방법을 통하여 

찰하여 보았다. 실험 조군에서 Bax와 caspase-3의 세포고사 

련 단백질 발 이 유의하게 증가됨을 찰 할 수 있었다. 

Blanco등(1998)40)은 조직학  소견에서 정상인의  연골세포

에서는 자가 고사가 일어나지 않으나 퇴행성 골 염 환자의 

 연골에서는 평균 6%가 자가 고사 기 을 통해 세포사멸이 

일어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퇴행성 골 염 모델에서 Bax

와 caspase-3가 많이 증가됨을 보여, MIA로 염 유도 시 세포 

사작용의 억제로 인한 세포고사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슬은 진통, 이뇨, 류 개선 등의 효과, 그리고 항산화작용이 있

다고 알려지고 있다41)
. 한 김성진 등(2002)

42)
의 논문에 의하면 

백서의 두개  세포 배양에서 우슬 추출물 투여 시 1 ㎍/㎖에서 

조골세포의 증식을 진시키고 경조직의 석회화를 진하여 세

포 증식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강도 음 와 

우슬 크림제를 처리했던 각각의 실험군들에서는 이러한 Bax와 

caspase-3의 발 이 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4).

    치료  음 의 생물학 , 조직학  효과는 1 MHz로 치료

으로 3 W/㎠ 강도가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Deyne 등

(1995)43)은 세포막의 이온의 흐름 증진과 세포내 Ca2+ 이동을 증

가시켜, 세포이동  성장인자의 합성으로 인해 조직을 치유한다

고 하 다. 음 를 처리했던 각실험군에서는 Bax와 caspase-3

의 발 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MIA로 유도한 퇴행성 염 백서

에서 우슬 엑스가 함유된 크림과 음 를 처치 시 실험 조군에 

비해 실험군들에서  연골의 침식 정도가 많이 호 됨이 찰

되었으며, 연골세포의 세포고사와 련한 Bax와 caspase-3의 단

백질 발 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찰되었다. 따라서 우슬 

크림과 음 를 처치하 을 때 세포고사를 많이 억제하는 것으

로 보여지나, 이들과 련한 세포고사와 련하여 정확한 기 을 

밝히는데 더 많은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실험 으로 MIA로 유도한 퇴행성 염 백서에서 우슬 엑

스가 함유된 크림과 음 를 3주간 치료하여 조직병리학  검

사,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통하여 이들 처치가 퇴행성 염에 

미치는 향을 찰하 다. 조직병리학  소견상 염 유발군

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연골의 괴 정도가 많이 호 되었

으며, 세포고사 단백질 발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Bax와 

Caspase-3의 발 정도를 검사하여 본 결과 우슬 엑스가 함유된 

크림 처치와 음  처치는 세포고사 단백질 발 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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