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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풍탕의 흰 쥐 비복근 불용성 근위축에 대한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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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The Suppressive Effects of Daebangfung-tang against
Disuse Muscle Atrophy in Gastrocnemius of Rats
Jae Hoon Kim, Jung Hee Lee, Cho In Lee, Bong Hyo Lee, Yun Kyu Lee, Hyun-Jong Lee, Jae Soo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Daebangfung-tang (DBFT) on suppressing muscle atrophy followed
by immobilization. Methods : Twenty young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ized into two groups. The rats in experimental
group (DBFT group) were orally administrated DBFT once a day for 2 weeks, and the rats in control group were given normal saline
in the same manner. The immobilization on left leg was carried out using casting tape. The morphologies of gastrocnemius in
both groups were assessed. The cross sectional area of them was measured by image analyzer.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implemented and the numbers of immunopositive cells implying the expression of TNF-α were measured and quantified.
Results : DBFT represented the significant suppressive effects against the weight loss of the left gastrocnemius muscle and the
reduction in cross sectional area of the left gastrocnemius muscle compared with normal saline. Also the treatment with DBFT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ression of TNF-α in gastrocnemius compared with normal saline. Conclusions : DBFT is thought to
have the significant suppressive effect against muscle atrophy followed by 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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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카인(cytokine)들은 근육 세포의 감소 및 근육 조직의 손상을 유
발한다. 이와 같이 근육이 약화되고 근육 단백질이 감소되는 과정

근위축은 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며, 관련 부위
1)

은 모두 세포 내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 여러

운동능력 등의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 오랜 침상생활, 골

세포 내 메커니즘 중에서도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절부위 고정 등 신체부위의 미사용 기간 동안에는 근위축이 발생

에 주목하는 cytokine signaling pathway가 최근 조명받고 있다.

한다. 이 기간 동안 골격근의 섬유 위축이 일어나며 전체적인 약화

TNF-α는 활성화되면 근재생(myogenesis)을 억제하고 단백질 가

가 이루어진다.

수분해(proteolysis)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근육
3)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근육에 가해지게 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의 감소 및 위축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

(oxidative stress)와 그로 인해 방출되기 시작하는 염증유발 사이

Kim4), Chung 등5), Fujita 등6)의 동물 실험 연구들은 근위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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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근육세

동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 승인

포의 세포자멸사(apoptosis) 진행이 촉진되어 위축이 진행된다는

하에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밝힌다(승인번호:

7)

기전을 연구하였고, Choi 등 은 caspase cascade 활성에서 이어

R2019-012).

8)

지는 근육세포의 apoptosis의 기전을, Kim 등 은 apoptosis를 유
도하는 caspase-3와 근육세포를 분화시켜 근재생에 영향을 주는

2. 군의 분리

Myoblast Determination protein (MyoD)의 상호작용을 평가하

대방풍탕을 투여하는 실험군(Daebangfung-tang group, 이하

여 근위축 기전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근위

DBFT 혹은 DBFT group)과 동일조건에서 동일량의 생리식염수를

축의 기전을 연구하였지만 국내에서의 기존 근위축의 연구들은 골

투여하는 대조군(Control group 혹은 Control)으로 무작위로 흰

격근에서의 산화 스트레스와 근육세포의 apoptosis를 연관시킨

쥐들을 10마리씩 배정하여 분리하였다. 전체 실험기간 동안 물과

4,5)

기전 연구들 위주로 발표되었으며 , TNF-α를 중심으로 근위축

사료는 두 군 모두에서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였

을 평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다.

대방풍탕은 宋代 의서인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但存皮骨,
如鶴膝之節. 拘攣跧臥, 不能屈伸, 大防風湯主之”라고 기록된 이래
≪醫學入門≫, ≪醫學正傳≫, ≪東醫寶鑑≫등의 의서에 소개되는
9)

10)

3. 약물의 제조 및 투여
11)

연구에 사용된 대방풍탕은 ≪東醫寶鑑≫ 에 기재된 용량에 준
12)

처방이다. Koo 등 , Sung 등 의 기존의 대방풍탕 연구들은 관절

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연구에 사용된 대방풍탕의 구성 약재

염 모델 및 관절염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는 (주)나눔제약(경북 영천, 대한민국)을 통해 구입하였다. 4첩 분

하지가 약해지는 질환인 학슬풍(鶴膝風)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

량인 200 g을 증류수 2 L와 함께 round flask에 담은 이후 냉각기

방들 중 하나인 대방풍탕(大防風湯, Daebangfung-tang)은 풍을

를 부착한 전탕기에서 2시간 가량 전탕하였다. 이후 얻어진 추출액

몰아내고 기를 잘 돌게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근육과 뼈를

을 여과지로 여과 후 감압농축, 동결건조시켰다. 이를 물 추출하여

11)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東醫寶鑑≫ 에 소개되어 있다. 국내외에

추출액 37.4 g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의 수득률은 약 18.7%였다.

서 대방풍탕을 근위축 및 痿證의 양상과 연관지어 설명한 연구는

실험 개시로부터 2주 동안 실험군에는 매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전무한 실정이다.

대방풍탕 물 추출액을 1회씩, 대조군에는 동일량의 생리식염수를

본 연구에서는 불용성 근위축(disuse muscle atrophy)에 대방

동일한 방식으로 경구투여 하였다. 투여량은 70 kg 체중의 일반

풍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주간 casting tape를 이

성인이 하루에 2첩을 복용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 이를 흰 쥐 체

용, 고정하여 유발된 흰 쥐의 불용성 근위축 모델에 매일 동일량의

중당 복용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대방풍탕을 경구투여 한 후 근육 증량의 측정, 해부조직학적 변화
관찰 및 면역조직화학염색, 근육의 변화 과정과 관련된 사이토카
인들이 포함된 양상을 관찰하여 근위축에 대한 유의성 있는 억제
효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10주령, 약 250 g 가량의 Sprague-Dawley 흰 쥐 수컷을 (주)샘
타코(경기도 오산,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모델로 사용하였다.
23∼24℃의 온도와 40∼60%의 습도 및 12시간 명/암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설을 갖춘 사육실에서 무균 처리된 물과 사료를 공급
하여 사육하였다. 흰 쥐들은 연구 이전 사육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하게 한 후 연구모델로 사용하였다.

Table 1. Herbal composition of Daebangfung-tang
Scientific name (herb)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Angelica gigas Nakai
Paeonia lactiflora Pallas
Eucommia ulmoides Oliver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Cnidium officinale Makino
Achyranthes japonica Nakai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Panax ginseng C. A. Meyer
Glycyrrhiza glabra Linne
Zingiber officinale Roscoe
Zizyphus jujuba Miller var. inermis Rehder
Total amount

www.kjacupuncture.org

weight (g)
6
4
4
4
4
4
4
2
2
2
2
2
2
4
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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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쥐 체중 100 g 당 26.7 mg을 1 ml 음용수에 녹여 경구 투여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경구 투여하였다.

Vectastain Kit)15)을 통해 각 조직을 1시간 씩 반응시켰다.
면역반응 결과의 정량화 및 평가를 위해 200배 현미경 관찰 하
에서 동일한 면적 내의 면역 양성반응 세포 수의 측정값을 수치화

4. 불용성 근위축 유발

하였다.

흰 쥐의 왼쪽 발목관절을 2주 간 신전시켜 casting tape (type
82002A, 3M, USA)를 이용하여 고정, 불용성 근위축을 유발하였
다. Casting tape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였다. 오른쪽 발목관

8. 통계학적 분석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U.S.A.)를 사용하여 측
정된 모든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p＜

절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0.05 및 p＜0.01의 유의수준으로 검증하였다. 평균±표준편차

5. 체중 및 근육 무게의 변화 측정

(mean±standard deviation)로 모든 값을 표기하였다.

매일 약물을 투여하기 직전에 실험동물의 체중 측정을 시행하였
으며, 마지막 날에는 부검 직전에 시행하였다. 실험 개시 2주 후
실험 동물들의 안락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부검을 통해 실험동
물의 양측 비복근을 분리 채취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다. 해당 실험
동물의 체중을 측정한 이후 체중 100 g당 근육 무게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각 실험군 별 비복근 근위축의 정도는 아래 계산식13)
으로 측정하였다.

결

과

1. 체중의 변화
각 실험군의 흰 쥐에 발목고정 후 2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대조
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시간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실험 시작일 평균 체중값은 대조군에서 247.2±8.9 g, 실험군

근위축비율(%)=

우측 근육 중량−좌측 근육 중량
×100
우측 근육 중량

측정 이후의 근육조직은 해부조직학적 관찰 및 근육단면적 측정
을 위해 근육의 중앙부분에서 약 3∼5 mm 정도의 두께로 절편한

에서 247.6±7.0 g이었으며, 2주 후 측정된 평균 체중값은 대조군
에서 343.9±16.1 g, 실험군에서 347.9±30.6 g이었다.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두 군 값 간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Fig. 1).

후 Dry ice에서 −50℃로 차갑게 만든 isopentane 용액에 동결시

2. 비복근 무게의 변화

킨 후 −80℃에서 보관하였다.

실험 개시 2주 후 각 군별 양쪽 근육 비복근의 무게를 측정하고

6. 해부조직학적 관찰 및 근육단면적 측정

그 값을 체중 100 g당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

동결 보관 근육조직에서 비복근의 중앙부분을 8 μm 두께로

에서는 오른쪽 비복근의 경우 512.7±25.1 mg/100 g로, 왼쪽 비

연속하여 냉동 절편하였다. 이후 H&E 염색법을 시행, 현미경 관찰

복근의 경우 378.9±25.8 mg/100 g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유의성

하에 사진촬영 하였다. 이후 영상분석용 Axiovision LE software

있는 감소로 나타났다(p＜0.01). 오른쪽에 대한 왼쪽의 근육 무게

(Carl Zeiss Vision, ver 4.2 USA)를 이용하여 해당 근육의 단면적

의 감소량은 26.0±5.5%로 계산되었다.

(cross sectional area)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근육조직의 근섬유

한편, 2주 간 대방풍탕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실험군의 경우는

를 최소 30개 이상 관찰,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각 실험군의 근섬

오른쪽 비복근의 무게가 516.9±25.3 mg/100 g, 왼쪽이 416.2±

유의 평균 단면적을 평가하였다.

26.2 mg/100 g로 드러나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유의성 있는 감소
가 나타났다(p＜0.01). 오른쪽에 대한 왼쪽의 근육 무게의 감소량

7. 면역조직화학염색

은 19.3±6.2%로 계산되었다.
14)

자유부유(free floating)법 을 사용하여 염색을 시행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근육 무게의 감소량을 비교해 보면 실험군이

Primary antibody는 anti-TNF-α (ab7977, 1:200 dilution, rab-

대조군에 비해 근위축의 정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bit polyclonal; ABcam)를 사용,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

(p＜0.05) (Fig. 2).

액으로 희석하였다. 이를 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조직을 PBS
로 씻어낸 다음, avidin-biotin immunoperoxidase의 방법(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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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body weight after
ankle joint fixation with casting tape
(g).
Data we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DBFT : group treated with Daebangfung-tang extract by freezedrying and decompression concentration,
Control : group treated with normal
saline.

3. 근육 단면의 해부조직학적 변화
2주 간의 고정 후 채취한 비복근을 8 μm 두께로 냉동절편한
후, H&E 염색과정을 거쳐 근육 단면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
오른쪽에 비해 왼쪽 비복근 근섬유의 크기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섬유 주변에 핵(nucleus)의 응집이 다수 확인되
어 전형적인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었다.
발목관절을 고정시키고 2주 간 대방풍탕을 투여한 실험군의 경
우에서도 근섬유 크기 감소가 확인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된 정도가 적은 편이었다. 또한, 핵의 응집도 줄어든 양상
으로 나타났다(Fig. 3).

4. 근섬유의 단면적 크기의 변화
채취한 비복근을 영상분석을 통해서 근섬유 단면적을 비교한
Fig. 2. The effect of Daebangfung-tang on mean weights of left
gastrocnemius in disuse muscle atrophy (mg/100 g).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DBFT : group treated with Daebangfung-tang extract by freezedrying and decompression concentration,
Control : group treated with normal saline.
**p＜0.01 compared with right gastrocnemius by Student’s t-test,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결과, 대조군의 오른쪽 비복근의 경우 4,426.2±81.3 μm2로 측정
2

된 반면, 고정했던 왼쪽 비복근의 경우 3,630.7±99.1 μm 로 측
정되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1). 오른쪽에 대한 왼쪽
의 평균 근육 단면적 감소량은 18.0±2.6%로 계산되었다.
2

실험군의 경우는 오른쪽 비복근의 단면적은 4,392.4±64.7 μm
2

로, 왼쪽의 경우는 3,748.9±121.3 μm 로 측정되어 대조군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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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micrographs of gastrocnemius sections in disuse
muscle atrophy. H&E staining (×200 magnification).
DBFT : group treated with Daebangfung-tang extract by freezedrying and decompression concentration,
Control : group treated with normal saline.

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1). 오른쪽에 대한 왼쪽의 근
육 단면적의 평균 감소량은 14.6±3.4%로 계산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근육 단면적의 감소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이

Fig. 4. Effect of Daebangfung-tang on cross sectional area of
2
gastrocnemius in disuse muscle atrophy (μm ).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DBFT : group treated with Daebangfung-tang extract by freezedrying and decompression concentration,
Control : group treated with normal saline.
**p＜0.01 compared with right gastrocnemius by Student’s t-test,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대조군에 비해 근위축의 정도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0.05) (Fig. 4).

5. TNF-α 의 변화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TNF-α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대조
군의 경우 고정했던 왼쪽 비복근에서 오른쪽에 비해 TNF-α의 발
현의 증가가 나타났다. 실험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비복근에서
오른쪽에 비해 TNF-α의 발현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으나 대조군
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ig. 5).
또한 TNF-α의 발현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면역양성반응 세
포수를 측정, 수치화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오른쪽 비복근에서
13.8±1.6/105 μm2, 왼쪽 비복근에서는 23.1±2.6/105 μm2로
유의성 있는 증가가 나타났다(p＜0.01). 실험군의 경우에서도 오
2

른쪽 비복근에서 14.6±1.4/105 μm , 왼쪽 비복근에서 19.6±
3.4/105 μm2로 관찰되어 대조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p＜0.01).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한 결과, 오른쪽
비복근에서는 두 군 간 발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왼쪽 비복근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
이가 나타났다(p＜0.05) (Fig. 6).

Fig. 5.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NF-α immunoactivities
of gastrocnemius muscles in disuse muscle atrophy (×200 magnification).
DBFT : group treated with Daebangfung-tang extract by freezedrying and decompression concentration,
Control : group treated with normal saline, TNF-α : tumor necrosis
factor-α.

고

찰

근위축은 약물, 말초신경의 손상, 특정 질환 등의 여러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다. 근위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인자들 중 신체부위
고정 및 활동제한, 즉 불용(不用)으로 근육에 주어지는 자극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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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투여한 실험군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근
육 증량의 측정, 해부조직학적 변화 및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TNF-α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여 대방풍탕의 근위축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였다.
비복근은 slow와 fast myosin-heavy chain의 근섬유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근육이다. 불용성 근위축은 여러 근섬유 유형
이 혼합된, 비복근과 같은 근육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유발된다고
20,21)

보고된 바 있다

. 게다가 비복근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른 근육

들에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 비복근 이외 근육
들로 근위축을 평가한 여러 연구들22.23)에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근위축 연구 모델에서는 비복근을 주로 평가에 이용
20,21)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

2주 간의 실험 기간동안 두 군에서 체중 변화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1). 또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오
른쪽 비복근에 비해 왼쪽 비복근 무게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
Fig. 6. Quantitative analysis of TNF-α immunoactivities of gastro5
2
cnemius muscles in disuse muscle atrophy (counts/10 μm ).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DBFT : group treated with Daebangfung-tang extract by freezedrying and decompression concentration,
Control : group treated with normal saline,
TNF-α : tumor necrosis factor-α,
**p＜0.01 compared with right gastrocnemius by Student’s t-test,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다. 또한 왼쪽 비복근의 무게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근육
무게의 감소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13)

Shibaguchi 등 의 방법에 따른 오른쪽에 대한 왼쪽 비복근 무게
를 평가하기 위하여 근위축 비율을 계산 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
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Fig. 2).
체중의 비교로 해당 근육의 무게가 체중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상 체중의 변화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원인이 되는 불용성 근위축은 임상에서 골절치료를 위한 관절 고
4-6)

없었으며, 왼쪽 비복근을 비교한 근위축 비율에서 실험군에 유의

. 이 근위축은 환자의 일상생활 영위에

성 있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보았을 때 비복근 무게의 감소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에도 제한을 끼치며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

는 체중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대방풍탕이 비복근 무게의 감소를

정 후 흔하게 발생한다

7)

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 이차적으로 관절손상, 골조소증과 같은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주의를 요한다.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채취한 왼쪽 비복근의 해부조직학적 변화

근위축은 근재생의 저하 및 단백질 가수분해의 촉진의 상호 작
8,16)

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섬유

. 염증반응 및 면역반응

크기의 감소가 적고, 근섬유 주변 핵의 응집도 비교적 적게 나타나

을 매개하고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인 TNF-α도 최근 근위축 및 손

는 결과를 보였다(Fig. 3). 비복근 단면적의 변화를 측정, 비교한

용과 그 기전이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

3,17)

실의 기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

결과에서는 대조군은 왼쪽 비복근이 오른쪽 비복근에 비해 유의성

근위축은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痿證’에 해당된다.

있는 단면적 감소율을 보였으며, 실험군도 대조군에 비해 더 낮은,

痿證은 四肢 筋脈의 이완, 手足의 痿軟無力과, 근육이 위축되는 증

유의성 있는 단면적의 감소를 보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했

18)

상을 특징으로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진행성의 경과를 보인다 .

을 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근육 단면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痿證은 비단 위축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근육의 痿弱

억제하였다고 사료된다(Fig. 4).

이 주 증상이 되는 신경병증, 관절, 근육 혹은 신경에 유발되는 염
19)

증,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등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용성 근위축에 대방풍탕이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2주간 casting tape를 이용, 고정하여 유발된
흰 쥐의 비복근 불용성 근위축 모델을 사용하였다. 대방풍탕을 경

근섬유에서의 핵 응집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은 근육 기능의 결
손 혹은 감소의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24). 핵 응집의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실험군의 비복근 기능의 감소가 억제되며 근위
축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는 소견과 부합한다.
실험동물의 뒷다리 고정에 의한 근육 중량의 감소는 근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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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22). 이는 해부조직학적 변화를

대방풍탕은 근위축에 대한 유의성 있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 했을 때 근섬유의 단면적 크기 변화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사료된다.

있는 본 실험 결과와 부합한다. 비복근 무게의 감소는 근섬유의

근위축에 대한 다른 기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에
서, 대방풍탕의 근위축을 억제하는 다른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

감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TNF-α는 TNF Receptor-1 (TNFR1)과 TNF Receptor-2

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논한 TNF-α 및 그 수용체와 관련된

(TNFR2)와 결합하여 여러 반응을 유도한다. 이 중 TNFR1이 근위

기전, 그 이외 기전에 대해서도 대방풍탕의 구체적인 기전 연구가

축 및 손실 반응을 주로 매개하며, 이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작용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물 실험에서 불용성 근위축은 apop-

한다.

tosis 및 단백질 가수분해의 증가, 근재생 감소의 두 가지가 주된

TNFR1이 활성화되면 TNFR1-associated via death domain

원인이며, 인체에서는 단백질 합성의 감소가 근위축의 주된 원인

(TRADD)를 통해서 Fas associated protein with death domain

이라는 연구결과27)가 있어 대방풍탕의 단백질 합성에 관한 연구

(FADD)/Caspase 8 pathway를 통하여 apoptosis를 유발하여 근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축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경로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TNFR1이 활성화되면 TRADD에서 Receptor Interacting Protein
(RIP)/TNFR-Associated Factor-2 (TRAF2)/Inhibitor-κβ Kinase
complex (IKK) 경로를 통하여 NF-κβ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결

론

NF-κβ는 활성화 되면 ubiquitin-proteasome pathway를 통해

본 연구는 불용성 근위축에 대방풍탕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서 단백질의 가수분해를 유발하고 MyoD을 억제하여 근재생을 담

위하여, 흰 쥐의 발목관절을 2주간의 고정을 통해 불용성 근위축의

당하는 근육위성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되어 근위축이 이루어

상황을 유도하고 대방풍탕을 투여하였다. 체중변화, 비복근 근육

지게 된다.

의 무게, 근섬유 단면적 변화, 그리고 apoptosis와 연관된 TNF-α

TNFR2는 death domain이 없어 caspase pathway를 따라
apoptosis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TRAF2를 직접 자극하여 NFκβ를 활성화 시키거나 NF-κβ Inducing Kinase (NIK)를 통하
여 IKK 경로를 통해 NF-κβ를 활성화 시켜 근위축을 일으키는
17,25,26)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TNFR2는 En-

dothelial tyrosine kinase (Etk) 경로를 통해 근재생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TNFR2만 자극한 쥐에게서도 근육량이 감소하

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방풍탕은 흰 쥐에서 왼쪽 비복근의 고정 이후 나타난 체중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대방풍탕은 비복근 근육 무게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였다.
3. 대방풍탕은 비복근 근섬유의 단면적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
제하였다.

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TNFR2의 경로가 TNF-α로 인해 활성화

4. 대방풍탕은 TNF-α의 발현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되어 근위축을 유발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으로 보고되었

이와 같은 결과로 대방풍탕은 불용성 근위축 억제에 유의성 있

25,26)

.

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군의 경우 고정했던 왼쪽 비복근에서 TNF-α의 발현을 의
미하는 양성반응세포수가 증가하였다. 실험군의 경우에도 오른쪽
에 비해 증가한 결과값이 도출되었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왼쪽 비복근에서의 TNF-α의 발현을 비교하
면,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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