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鹿茸이 in vitro에서 子宮筋腫細胞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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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ervi Pontotrichum Cornu on Human Uterine Leiomyoma Cell in vitro

Yoon-Jae Lee, Jung-Hoon Cho, Chang-Hoon Lee, 
Jin-Moo Lee,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ervi 
Pontotrichum Cornu extract solution on the cell cycle regulation and apoptosis in 
human leiomyoma cell.

Methods: The leiomyoma cell of patients was used in the study, and we 
administered the extract solution of Cervi Pontotrichum Cornu concentration at 
1, 10㎎/㎖ to the leiomyoma cell for 48 hours. We used flow cytometry and 
western blotting to confirm cell cycle and apoptosis.

Results: In flow cytometry, G1 phase of the 1㎎/㎖ group prolonged. But G1 
phase of 10㎎/㎖ group was shortened and S phase was increased. Cyclin D1 
expression increased in higher concentration group.
And Bax expression that regulates cell apoptosis increased in 1㎎/㎖ and 10㎎/

㎖ group than control group. Bcl-2 expression decreased in 1, 10㎎/㎖ groups 
than control group. VEGF expression rised in higher Cervi Pontotrichum Cornu 
concentration group.

Conclusion: This study means that Cervi Pontotrichum Cornu could induce 
the apoptosis of leiomyoma cell by increasing Bax and decreasing Bcl-2 
expression. But Cervi Pontotrichum Cornu could increase Cyclin D1 and VEGF 
expression, so more detailed studies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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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子宮筋腫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의 20%

에서 발병한다
1)
. 그 원인과 기 은 아직 

명확히 밝 지지 않았으나 에스트로겐 

 로게스테론과 연 된 체세포 돌연

변이나 월경과 련된 손상기   유

자변화로 생각되고 있다2). 子宮筋腫은 

발생부 , 형태  크기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子宮出血, 腫

瘤感, 疼痛, 壓迫 症狀, 貧血로 인한 衰弱

感  倦怠感 등이 호발한다1). 증상의 

감소와 筋腫의 제거를 하여 비수술  

요법보다 수술  요법이 많이 사용되어 

국내에서는 子宮筋腫 환자의 44.7%가 

子宮筋腫 치료를 목 으로 수술을 받았

고3), 미국 통계에 따르면 약 5년간 127

만 명 이상의 子宮筋腫 환자가 자궁 출

술을 받았다
4)
. 그러나 수술 후 환자에게 

상실감, 복통  안면홍조 등의 다양한 

신체 , 정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5). 

비수술  방법으로 약물치료가 0.8%
3)
에

서 이루어지는데 치료효과가 고 부작

용이 있기 때문에 보조 인 방법으로 사

용된다. 

한의학 으로 子宮筋腫은 여성 생식기

에 발생하는 腫塊를 총칭하는 癥瘕의 

범주에 속한다
1)
. 癥瘕의 原因은 外感寒

邪, 七情, 痰, 食積, 死血  正氣虛 등으

로, 부분 破積, 消 血하는 치법을 사

용한다. 한 養正邪自去를 주장하여 補

한 然後에 腫塊를 攻破하기도 하여, 癥

瘕 치료에 많이 쓰는 治方 구성약물을 

분석하여 보면 活血去 藥, 補氣血藥  

理氣藥이 주로 처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8).

한약이 子宮筋腫細胞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주로 活血去 , 理氣하는 

단일 약물9-16)과 복합제제17-19)로 진행되

어 왔으며, 補氣血 약물이나 처방에 

한 연구는 없었다. 

鹿茸은 壯元陽, 補氣血하여 虛勞, 滑

精, 子宮虛冷  崩漏帶下 등을 치료하

는 효과가 있다20). 鹿茸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골다공증 치료21), 생식기능 향

상
22)
, 조

23)
, 골모세포 성장

24)
 DNA 

손상 방지25) 등에 한 보고가 있었다. 

한 鹿茸藥鍼이 인간자궁암세포, 인간

직장암세포에 해 미약한 감소효과
26)

를 

나타내었으며, 醱酵 鹿茸은 복수암27)과 

장암28)에 항암효과를 나타내었다는 보

고가 있다. 하지만 鹿茸이 子宮筋腫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자는 鹿茸이 子宮筋腫細胞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flow 

cytometry를 통해 세포주기를 확인하고, 

cyclin-D1, Bax, Bcl-2  VEGF 유 자

를 Western blotting을 통해 연구하여 보

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방법

1.  材  料

1) 細  胞

포천 문의과 학 강남차병원에 내원

하여 자궁근종(Leiomyoma)으로 수술한 

32～51세 여성 환자 6명에게 출물 사

용에 한 동의서 작성 후, 자궁근종 조

직을 채취하여 사용하 다. 

2) 藥  材

경희 학교 한의과 학 부속한방병원

에서 뉴질랜드산 鹿科 (사슴과: Cerv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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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동물인 馬鹿 Cervys elaphus L.

의 未骨化된 幼角을 잘라 건조한 녹용

(Cervi Pontotrichum Cornu)을 3시간 가

열 후 여과하여 방막유화식 진공농축기

로 농축 후 spray dryer로 동결 건조시

킨 엑기스 제제 (코드명; HNYEX)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方  法

1) 子宮筋腫細胞의 分離와 培養

멸균 냉동된 자궁근종 조직을 약 1㎜

로 세  후 calcium-magnesium-free 

phosphate-buffered saline (이하 PBS; 

pH7.4,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에 보 하 다. 세 된 자궁

근종 조직을 PBS로 2～3회 세척하고, 

1% 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

과 8㎎의 collagenase II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이

하 DMEM;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 12.5㎖에 넣어 37℃에

서 2～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를 100㎛ 

멸균필터로 여과하고 500G에서 5분간 원

심분리한 후, 1% 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이 포함된 DMEM으로 2～3회 

세척하 다. 세척된 세포 5×105개를 1% 

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과 10% 

fetal bovine serum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이 포함된 

DMEM으로 10㎝ tissue culture dish 

(Falcon, USA)에서 37℃, 5% CO2로 배

양 하 으며, 실험 기간 동안 배지는 3일

마다 교환하 다. 

2) 檢液 製造  實驗群 設定

檢液은 녹용 엑기스제를 멸균 증류수

에 용해하여 제조하 고, 檢液의 농도에 

따라1㎎/㎖와 10㎎/㎖를 실험군으로 설

정하 으며, 조군은 무처치군으로 설

정하 다.

3) Cell cycle analysis

1×106농도로 조정된 자궁근종 세포에 

1㎎/㎖와 10㎎/㎖의 檢液을 처리한 후 

48시간 배양하고 8000rpm으로 5분간 원

심분리 하 다. 다음날 8000rpm으로 

4℃, 5분간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

고 PBS 1㎖로 2회 세척하 다. 상층액 

제거 후 200㎕ PBS와 2㎕ RNase (5㎎/

㎖)를 처리하고 5～10분간 반응시켰다. 

2㎕ propidium iodide (5㎎/㎖)를 처리 

후 37℃에서 15분에서 20분간 반응시키

고, FACS tube에 담아 flow cytometry 

(Bd FACS vantage TMSE, BD)를 이

용하여 cell cycle을 분석하 다.

4) Protein isolation

1㎎/㎖와 10㎎/㎖의 檢液을 자궁근종 

세포에 처리 후 scraper (Corning, UK)로 

수집한 다음, 세포가 담겨있던 배지와 함

께 15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

층액을 버린 뒤 2㎖ cold PBS로 2회 세

척하 다. 단백질 분리에는 PRO-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Seoul, Korea)이 이용되

었으며, 200㎕의 buffer를 첨가하여 20분 

lysis 후 4℃, 130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 다. 이  상층액을 취해서 

Quick StartTM Bradford Dye Reagent 

(Bio-rad, USA) 처리 후, VERSA 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465㎚에서 595㎚ 단백

질의 吸光度를 측정하 다.

5) Western blotting

정량된 단백질에 lysis buffer와 sample 

buffer (60mM tris; pH6.8, 10%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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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dium dodecyl sulfate (이하 SDS), 

0.01% bromophenol blue)를 섞어 protein

양을 같게 한 후 100℃ heat block에서 5

분 동안 boiling하고 spin-down하여 시료

를 모았다. 30% polyacrylamide mix와 3

차 증류수, 1.5M tris-HCl (pH8.8), 10% 

SDS, 10% ammonium persulfate, N, N, 

N’, N’-tetra methyl ethylene diamine (이

하 TEMED)를 혼합하여 12% separating 

gel을 기 동 유리 에 부어 굳혔다. 

Stacking gel은 30% polyacrylamide mix

와 3차 증류수, 1M tris(pH6.8), 10% 

SDS, 당일 제조된 10% ammonium 

persulfate  TEMED를 혼합하여 

separating gel 에 부어 완 한 gel을 

형성하 다.

Tris-base 3.0g, glycine 14.4g  SDS 

1g을 1ℓ에 녹여 running buffer를 만든 

후, 20㎍으로 정량한 단백질 10㎕를 

loading하고 100V로 약 1시간 running하

다. 1ℓ에 tris-base 3.03g, glycine 

14.63g, methanol 200㎖로 조성된 transfer 

buffer를 이용하여 기 동된 gel을 

PVDF membrane (Bio-rad, USA)에 100V 

1시간 동안 transfer하 다. Transfer된 

membrane은 200mM tris-base, 1.54M 

NaCl, 3차 증류수  tween 20으로 조성

된 TBST (pH7.5)용액에 skim milk를 

5%로 가한 후, 4℃에 overnight하 다.

다음날 blocking 용액을 제거하고, 

cyclin-D1, Bax, Bcl-2  VEGF 

(SANTACRUZ Inc., USA)의 1차 항체

를 5% skim milk로 1000배 희석하여 만

든 용액에 membrane을 넣어 1시간 반응

시킨 후, TBST 용액으로 10분간 3회 세

척하 다. 1차 항체가 처리된 membrane

을 2차 항체인 Goat anti-mouse IgG 

HRP (SANTACRUZ Inc., USA)를 5% 

skim milk로 1000배 희석하여 만든 용액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을 유도하고, 용액

을 제거 후 TBST로 10분씩 3회 세척하

다. ECL kit (Amersham, USA) 용액 

A와 B를 40 : 1로 섞어 membrane에 

시고 1분간 반응시킨 후, cassette에 

membrane을 올려놓고 X-ray film으로 

감 시켰다. 감  완료 후 develope하여 

band를 확인하고, fixer에 담아 고정시켰

다. 고정이 끝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건조 후 scanning 하여 densitometer 

(Bio-rad, USA)로 각 밴드의 吸光度를 

측정하 다.

Ⅲ. 결  과

1.  檢液이 子宮筋腫細胞의 細胞週期에 

미치는 향

자궁근종세포에 검액 처리 후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세포주기를 분석

하 다. G1 phase는 조군 84.17%에 비

해 1㎎/㎖군은 86.14%로 증가하 고, 10

㎎/㎖군은 77.18%로 감소하 다. S 

phase는 조군 9.05%에 비해 1㎎/㎖군

은 7.61%로 감소하 고, 10㎎/㎖군은 

11.85%로 증가하 다. G2 phase는 조

군 6.78%에 비해 1㎎/㎖군은 6.25%, 10

㎎/㎖군은 5.71%로 모두 감소하 다 

(Fig. 1).

2.  檢液이 cyclin-D1에 미치는 향

자궁근종세포에 검액 처리 후, 조군

에 비해 1㎎/㎖군과 10㎎/㎖군 모두 

cyclin-D1 발 이 증가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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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cycle analysis of human 
leiomyoma cells cultivated with Cervi 
Pontotrichum Cornu extracts for 48 
hours

Fig. 2. Cyclin D1 of human leiomyoma 
cells cultured with Cervi Pontotrichum 
Cornu extracts for 48 hours. β-Actin 
was used of as an internal control.

3.  檢液이 Bax와 Bcl-2에 미치는 향

자궁근종세포에 검액 처리 후 Bax와 

Bcl-2의 발 을 보았다. Bax는 조군에 

비해 1㎎/㎖군과 10㎎/㎖군 모두 증가하

다. Bcl-2는 1㎎/㎖군과 10㎎/㎖군 모

두 발 이 감소하 다(Fig. 3).

Fig. 3. Bax and Bcl-2 analysis of 
human leiomyoma cells cultured with 
Cervi Pontotrichum Cornu extracts for 
48 hours. β-Actin was used of as an 
internal control.

4.  檢液이 VEGF에 미치는 향

자궁근종세포에 검액 처리 후 조군

에 비해 1㎎/㎖군과 10㎎/㎖군 모두 

VEGF 발 이 증가하 다(Fig. 4).

Fig. 4. VEGF of human leiomyoma 
cells cultured with Cervi Pontotrichum 
Cornu extracts for 48 hours. β-Actin 
was used of as an internal control.

Ⅳ. 고  찰

자궁근종은 자궁  자궁 부속기에 발

생하는 종양  가장 흔한 양성종양이

다. 자궁근종의 발생에는 나이, 비만, 미

분만부, 인종  이른 경 등
2)
의 다양

한 험인자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궁근종의 원인과 기 은 

아직 명확히 밝 지지 않았으며, 재까

지는 에스트로겐  로게스테론과 연

된 체세포 돌연변이나 월경과 련된 

손상기   유 자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 

자궁근종은 발생부 나 형태  크기

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데, 동통, 압박으로 인한 빈뇨와 변비, 월

경과다, 빈 로 인한 신쇠약, 권태감 

 훈 등의 증상이 호발한다
1)
. 증상의 

감소와 근종의 제거를 하여 호르몬 치

료29), 수술요법3), 고주  근종용해술30) 

 자궁동맥색 술
31)
 등이 응용되고 있

다. 자궁근종 환자의 44.7%3)가 수술요법

을 받아왔으나, 이러한 근종의 제거  

억제 치료는 상실감, 복통, 안면홍조  



鹿茸이 in vitro에서 子宮筋腫細胞에 미치는 향

22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5)
. 따

라서 최소한의 침습 인 치료 방법이 선

호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한의학에서 자궁근종에 해당하는 癥瘕

란 腹中積塊가 上下로 攻築하고 腫塊가 

日益增大하여 때로 經閉·切産하며 疼痛

極盛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32), 

病因은 外感寒邪, 七情, 傷食, 正氣虛, 痰 

 死血 등과 연 되어 일반 으로는 破

積, 消 血之劑로 치료하나, 養正邪自去

라 하여 補한 연후에 積塊를 攻破하기도 

한다
6-8)

. 癥瘕의 치료에 많이 쓰는 治方 

구성약물을 분석하여 보면 活血去 藥, 

理氣藥  補氣血藥이 주로 처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6)
. 

한약이 자궁근종세포에 미치는 향에 

한 단일 약물 연구로는 魚腥草, 半支

蓮, 鷄血藤  香附子 등
9-16)

이 있었으며, 

복합제제 연구로는 腹逐 湯, 七製香

附丸 등17-19)이 있었다. 이는 活血去 藥

과 理氣藥 주의 처방과 약물에 한 

연구들이며, 癥瘕의 처방 구성에 쓰이는 

補氣血藥이 자궁근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었다.

鹿茸은 補氣血, 壯元陽하여 虛勞, 滑

精, 子宮虛冷  崩漏帶下 등을 치료하

는 효과
20)

가 있어 자궁질환을 가진 여성

에게 임상에서 辨證에 따라 처방되고 있

다. 鹿茸은 실험연구에서 수컷생쥐의 생

식능력을 향상하고
22)
, 사람 태아 골모세

포 G2/M주기를 증가시켜 골모세포 증

식을 유도하며24), 당뇨환자에서 임 구 

DNA 손상을 억제하는
25)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한 鹿茸藥鍼은 인간자궁

암세포, 인간직장암세포에 미약하게 세

포군 형성능 감소효과
26)

를 나타냈고, 醱

酵鹿茸은 복수암
27)
, 장암

28)
 쥐 모델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을 증가시켜 항암효과

를 나타내었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에 자는 鹿茸이 자궁근종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해 flow cytometry

를 이용한 세포주기  western blotting

을 통한 cyclin-D1, Bax, Bcl-2  VEGF 

유 자 발 을 확인하 다.

세포는 여러 가지 분화 유도 신호에 

의해 G1 phase에 머물면서 분화 련 유

자들의 순차 인 발 으로 최종분화에 

이르게 되며 세포가 G1 phase에 구

으로 머물게 되면 결국 노화에 이르게 

된다. G1 phase에서 S phase로 들어가 

증식할 것인지, apoptosis로 죽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checkpoint 조 이 세

포자멸사와 증식을 조 하기 때문에 이

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한 분자생물

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3). G1 phase에서 주기가 시작되려면 호

르몬이나 growth factor 같은 외부 신호

들의 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신호들은 주로 G1 phase를 통해 세포의 

증식을 조 하게 된다. Nuclear protein

인 cyclin D1은 G1 phase의 진행에 있어 

필요한 인자이며 한 rate-limiting 

factor로 작용하기 때문에 cyclin D1이 

과발 하면 phase가 단축되면서 S phase

로 진행을 돕게 된다34). 

이번 연구에서 검액 농도가 증가할수

록 cyclin D1이 증가 하 으므로 자궁근

종세포의 세포주기가 G1 phase에서 S 

phase로의 이행이 진되어야 하나, G1 

phase는 1㎎/㎖군에서 조군에 비해 증

가하 고, 10㎎/㎖군에서는 감소하 다. 

S phase는 조군에 비해 1㎎/㎖군은 감

소하 고, 10㎎/㎖군은 증가하 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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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G1 phase는 감소하고 S phase

는 증가하여 cyclin D1이 증가에 따른 

정상 인 반응을 보 으나, 1㎎/㎖군의 

경우 G1 phase가 증가하고 S phase도 

감소하여 cyclin D1 발 에 일치하는 세

포주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군

에서 G1 phase의 세포가 증가한 것은 

G1 phase가 cyclin D1 뿐만 아니라 

cyline A, cycline E 등 다양한 인자의 

향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검액 투

여 후 세포주기 결과에 따르면 녹용이 

자궁근종 세포주기에 미치는 향은 

농도의 경우 자궁근종세포의 증식이 억

제되었고, 고농도의 경우 자궁근종세포

의 증식이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궁근종은 세포분열이 활발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25cm 이상 크기의 근종
35)도 보고된 가 있을 정도로 그 크기

가 다양하여 세포증식과 세포자멸사가 

자궁근종 성장 원인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36,37). Bcl-2는 26-kDA 세포내막 연

 단백질로 caspases 활성을 막아 정

된 세포사를 해하여 세포 생존을 연장

하는 유 자이다36). 이러한 기 으로 

Bcl-2의 발 은 자궁경부암, 비소세포암 

등의 종양질환의 후와 연 된다고 연

구되어 있다38,39). Bcl-2는 다른 양성종양

과 달리 자궁근종세포에서 발 이 찰

되었던 만큼 자궁근종세포의 성장  세

포자멸사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측

할 수 있다
40)
. Bax는 Bcl-2와 heterodimer

를 형성하고 있어 상호간의 기능을 억제

하고 있으며 Bax가 Bcl-2와 분리되면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세포 사망의 

기 에 여한다41). 

자궁근종세포에 검액 처리 후 Bax와 

Bcl-2의 발 을 보았을 때, Bax는 조

군에 비해 1㎎/㎖군, 10㎎/㎖군 모두 증

가하 고, Bcl-2는 1㎎/㎖군, 10㎎/㎖군 

모두 발 이 감소하 다. 이는 검액 투

여가 자궁근종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진

하는 것으로 보인다. 

VEGF란 내피세포에 특이하게 작용하

는 유사분열물질로 유방암, 뇌암, 폐암 

 자궁경부암의 악성 종양에서 발 이 

증가한 양상을 보여 암의 성장, 맥 형

성  이 등의 과정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42). VEGF는 다른 growth 

factor인 TGF, PDGF  EGF와 함께 

자궁근종성장에 잠재 으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이는 VEGF가 

신생을 진하는 인자인 만큼 종양

성장 활성에 필수 이며 모세  

permeability를 증가시켜 내막세포의 증

식을 유도하는 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 이번 연구에서 VEGF

는 조군에 비해 모든 농도의 검액에서 

발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1㎎/㎖

군의 발 이 10㎎/㎖군보다 더 증가하

다. 그러나 자궁근종세포와 정상 자궁근

세포에서 VEGF의 발 이 다르지 않다

는 보고
44)

도 있어, 자궁근종세포는 다른 

요소에 어떤 향을 받느냐에 따라 증식 

 억제정도가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VEGF는 

조군에 비해 모든 농도의 검액에서 발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세포자멸

사에 한 유 자 발 에서 1㎎/㎖군과 

10㎎/㎖ 군 모두 자궁근종세포의 자멸사

를 유도경향을 나타나므로 자궁근종세포

의 증식이 억제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리고 세포주기와 세포주기조  유 자 

cyclin D1에 한 결과를 보면, 1㎎/㎖군

에서는 cyclin D1 유 자의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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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세포주기가 느리게 나타났고, 10

㎎/㎖군은 세포주기가 진되었다. 검액

의 투여가 자궁근종세포의 증식이나 억

제로의 일 된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농도의 검액이 자궁근종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것으로 사료된다.

煎湯 방법 연구를 보면 한약재는 어떤 

약물과 같이 달여지느냐,  어떻게 煎

湯되느냐에 따라 추출되는 양이 다르며, 

인체가 복용하는 약물에서 실제 유효성

분은 120㎍-210㎍정도의 농도이다45). 

이번 연구에서는 in vitro이나 매우 고농

도로 실험한 만큼 실제 인체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정상 자

궁근세포와 자궁근종세포로 나 어 녹용

이 정상 자궁근세포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가 종양특이 인 반응

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녹용이 in vitro에서 자궁근종세포의 

세포주기와 세포자멸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48시간동안 1㎎/㎖  

10㎎/㎖ 농도에서 자궁근종세포를 배양

한 후 flow cytometry를 이용한 세포주기

와 western blotting을 통한  cyclin-D1, 

Bax, Bcl-2  VEGF 유 자 발 을 확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세포주기에서 G1 phase는 조군에 

비해 1㎎/㎖군은 증가하 고, 10㎎/

㎖군은 감소하 다. 

2. 세포주기 조 인자 cyclin D1은 조

군에 비해 검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발 이 증가하 다.

3. 세포자멸사 조  인자 Bax는 조군

에 비해 1㎎/㎖군  10㎎/㎖군 모두 

증가하 다. Bcl-2는 조군에 비해 1

㎎/㎖군  10㎎/㎖군 모두에서 발

이 감소하 다.

4. 신생을 진하는 VEGF는 조군

에 비해 발 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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