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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rowth plate, femoral bone length, bone mineral den-
sity, and blood composition in various experimental animals fed with oriental medicinal herbs con-
taining growth factors. First, the lengths of the bone growth plates of the positive control (PC) group 
(fed with Astragalus membranaceus) and the Gh-199 and Sh-188 groups were increased when compared 
to group N. The Gh-199 group showed a greater increase in bone growth when compared with the 
PC group. In terms of the femoral bone length and bone mineral density, the effect of both Gh-199 
and Sh-188 powders were as good as those of the PC group, and the Gh-199 powder showed a pos-
itive effect. Conversely, in the PC group, unlike the Gh-199 and Sh-188 groups, the aspartate amino-
transferase(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ctivities in the blood were increased, indicating 
that A. membranaceus is toxic to the body. Both the PC and Sh-188 groups also showed higher in-
sulin-like growth factor-1(IGF-1) activity when compared with the Gh-199 group. Overall, the bone 
growth plate, femoral bone length, and bone mineral density measurements, and the blood analysis 
showed positive results in the group treated with Gh-199, and no specific toxicity of the herbal medi-
cine in the body was ev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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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신의 신체 및 기능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 혹은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신체상(body-image)이라 일컫는다

[26]. 신체상은 영아기와 유소년기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2차 성징의 발달과 함께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청소년기에 

있어서 신체상은 자기 개념 형성, 사회성, 성공, 원만한 대인관

계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18, 22]. 신체적 성장

요소 중 하나인 키 성장은 신체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최근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증가하면서, 키 성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판이 열려 있는 청소년시기 

이전에 키 성장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기와 아동기

에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방법[21]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 촉진 물질인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은 사람과 

동물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성 호르몬으로서 사람

의 경우에는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호르

몬이 생체 내에서 하는 주된 기능은, 체내에서 뼈, 연골 등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통해 근육성장은 물론 말단 조직의 성장 속도를 촉진하는 등의 

각종 성장작용을 나타낸다[8, 17]. 이러한 성장호르몬은 청소년

기에는 뼈 성장, 근육의 증가 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성인

이 된 후에는 수축성 근육 섬유보다는 결체조직(인대), 콜라겐

(교원질) 등을 증가시키고 근력의 증가와 함께 지방 분해를 촉

진한다. 1985년 이후부터 유전공학의 발달에 의해 성장호르몬

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게 치

료제로서, 성장호르몬을 주사제를 통하여 투여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주사제로서 성장호르몬을 생체에 투여하면 체중, 

근육 및 지방의 무게 등이 증가하여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

할 수 있고, 혈장 내의 인슐린 및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1)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소변 내의 단백질 농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간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근육, 뼈 및 연결 조직 등의 말단 조직에서 단백질

의 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29]. 또한, 척

추의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골절

의 위험을 줄여주며, 성장호르몬의 보충은 쉽게 수면을 유발하

는 효과가 있어, 수면장애의 치료제로서 이용될 수 있다[11]. 



Journal of Life Science 2019, Vol. 29. No. 5 615

Table 1.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

Ingredients Basic diet 

Casein

Corn starch

Corn oil

Cellulose
1)

Mineral2)

Vitamin3)

L-Methionine

Sucrose

Choline

Total

20.0 

15.0 

10.0 

5.0 

4.0 

1.0 

0.3 

44.5 

0.2 

100
1)Cellulose, microcrystalline 20~100 μm.
2)AIN 93 M-MX mineral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3)AIN 93 VX vitamin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Table 2. Experimental design

Group Composition

N1)

PC2)

Gh-1993)

Sh-1884)

Basic diet

Basic diet + 160 mg/kg of b.w./day

Basic diet + 1 g/kg of b.w./day

Basic diet + 1 g/kg of b.w./day
1)N: Normal.
2)PC: Positive control (Astragalus membranaceus).
3)Gh-199: Oriental medicinal herbs + Seaweed calcium + Colostrum.
4)Sh-188: Oriental medicinal herbs + Seaweed calcium + Colos-

trum + Germinated Brown Rice. 

1 step - Sample grouping
↓

2 step - Preparation
↓

3 step - 1st Ferment
↓

4 step - Extract
↓

5 step - 2nd Ferment
↓

6 step - Concentration
↓

7 step - Freeze dried
↓

8 step - Dry
↓

9 step - Smash
↓

10 step - Mixture creation

Fig. 1. Ten steps of experimental material manufacturing 

process.

그러나 고분자 단백질로 이루어진 성장호르몬은 주사제 투

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의 불편함과 고비용 등이 

불가피하다. 또한, 주사제가 아닌 경구투여가 가능한 성장호

르몬 제제의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용

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합성화합물로

서 성장호르몬 분비촉진제가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허브와 

같은 천연 생약재로부터 성장호르몬 분비촉진제를 찾는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뼈 발달을 위한 성장인자가 포함된 한약재 

조성물로부터 효과적으로 골격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

몬 분비 촉진 물질을 SD계 흰쥐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부작용

이 적은 천연 성장 소재를 개발 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제조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천연 성장 소재로서의 한약재 조성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 원료 나복자, 복분자, 맥아, 오미자 

및 모과, 제 2 원료 오가피, 진피, 지실, 두충 및 산약, 제 3 

원료 용안육, 당귀, 건강, 감초 및 갈근, 마지막 제 4 원료 속단, 

길경, 대추, 박하 및 백장감으로 한약재들을 총 4개 그룹으로 

하였으며, 이는 추출 및 숙성단계에서 역효과가 유발되지 않

도록 효능 및 성질이 비슷한 한약재들끼리 그룹화하였다. 1단

계로 그룹화한 한약재들은 총 9 단계를 거쳐 한약재 조성물로 

사용하였다(Fig. 1). 2단계는 원료 분말화하는 준비단계, 3단계 

1차 숙성단계, 4단계 원료 각각에서 추출액을 추출하는 추출

단계, 5단계 추출된 추출액을 혼합한 혼합액을 숙성하는 2차 

숙성단계, 6단계 숙성된 혼합액을 30~50℃에서 저온 감압 농

축하여 17~23 °Brix로 농축시키는 농축단계, 7단계 농축액을 

동결하는 동결단계, 8단계 농축액 건조단계, 9단계 건조된 농

축액을 분쇄하는 분쇄단계, 10단계 분쇄된 상기 농축액 분말

에 부용제(해조칼슘 및 초유)를 혼합한 혼합물 생성단계 총 

10단계로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부용제는 천연 성장 소재

로서 이미 잘 알려진 소재로 한약재 조성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소량 첨가하였다[5, 9, 18]. 본 연구진은 천연 성장 

소재로서 한약재 조성물 Gh-199, 그리고 Gh-199에 발아현미

분말을 첨가한 Sh-188을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에 식이 

급여하여 그 효능을 검증하였다[9]. 한편, 양성 대조군으로는 

키 성장 촉진 물질로 검증 받은 황기분말 추출물(개별인정소

재)을 사용하였다.

식이조성  사육조건

동물실험은 성장판 길이 측정을 위한 동물실험군Ⅰ(단기사

육)과 대퇴부길이, 골밀도 측정 및 혈액분석을 위한 동물실험

군Ⅱ(장기사육)으로 총 두 번의 사육과정을 거쳤다. 동물실험

군Ⅰ 및 Ⅱ는 Table 1과 같이 식이 급여하였다. 전자에서 사용

된 실험동물은 5주령 SD계 수컷 흰 쥐에 1주 동안 식이 급여하

였고, 후자에서는 3주령 SD계 수컷 흰 쥐에 4주 식이 급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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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body weight gain and water consumption of rats fed Astragalus membranaceus and Gh-199, Sh-188 in in vivo 

experiment (I)

　
Initial weight

(g)

Final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Water consumption

(ml/day)

N

PC

Gh-199

Sh-188

144.75±5.19a

145.75±5.68a

146.75±5.68a

152.00±6.06b

167.75±6.34a

173.50±6.61b

180.75±7.32c

176.50±2.38d

23.00±5.23a

27.75±11.27b

34.00±9.93c

24.50±6.40d

15.60±0.66a

16.65±1.51b

18.35±1.15
c

17.05±1.24
d

21.56±2.71
a

21.25±0.88
b

24.38±1.08
c

20.63±3.13
d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으며, SD계 수컷 흰 쥐는 ㈜대한바이오링크(음성, 충북)로부터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흰쥐를 체중이 동일하게 난괴

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실험군당 6마리씩 나누어 온도(22±2 

℃)와 습도(50±5%) 및 명암주기 12시간(07:00~19:00)가 조절되

는 동물 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일주일간 시판 고형사료를 

급여하면서 환경에 적응시킨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사

육 기간 중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고, 체중은 2일 주기

로 측정하였다. 동물 사육 및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국립 보건 

연구소의 지침에 따랐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동물실험 윤

리심의 위원회의 승인(DIACUC-18-27)을 받아 진행하였다.

골성장  길이 찰

골성장판 길이 관찰을 위한 동물실험은 일주일간 적응기간

을 가진 후 식이 급여 3일 째 tetracycline (10 mg/kg)을 복강 

주사하였는데, 이는 골 조직 내 성장판에 tetracycline이 cal-

cium과 chelate결합을 통해 형성되어 침착된 형광물질을 통해 

성장판 길이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복강주사 후 3일간의 식이 

급여 후, 실험 최종 일에 12시간 절식시키고 이산화탄소로 가

볍게 질식시켜 해부하였다. 개복 후 경골 근위부(tibia)를 떼어

내어 10%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후 ㈜태웅메디칼 오송연구소

(청주, 충북)에서 분석하였다. 

퇴부 길이 측정  골 도(Bone mineral density) 분석

대퇴부 길이 측정 및 골밀도 분석을 위한 동물실험은 일주

일 적응 기간을 가진 후 14일 간 식이급여 후, 실험 최종 일에 

12시간 절식시키고 이산화탄소로 질식시켜 해부하였다. 대퇴

부 길이 측정 및 골밀도 분석을 위해 개복 후 경골(tibia)을 

떼어내어 한쪽 뒷다리의 근육 및 인대 등을 제거하고 10% 포

르말린에 고정시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춘천, 강원도)에

서 Micro-CT (Viva CT 80, Scanco Medical)를 통해 분석하였다.

청 내 ALT, AST  성장호르몬 인자 IGF-1 활성변화

해부 전, 12시간 절식시키고, 이산화탄소로 질식시켜 해부

하였다. 개복 후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여 혈액을 채취

하였고, 실온에서 약 30 min간 방치시킨 후 3,000 rpm에서 

20 min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혈청은 생화학적 분석 및 성장

호르몬 인자 분석에 제공되었다. 이때 회수한 혈청 중의 ALT, 

AST 및 IGF-1 활성은 의료 전문 수탁 검사기관인 GC녹십자랩

셀(용인, 경기도)에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one-way ANOVA 검정에 의

한 평균치와 표준 오차(mean ± SE)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나타

내었다[1].

결과  고찰

체 , 식이  음료 섭취량 변화 

정상군(N군)에 비해 PC군, Gh-199군 및 Sh-188군에서 체중

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Gh-199군이 약 34 g의 높은 체

중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실험식이를 급여함으로써 체내 성

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Table 3, Table 

4). 또한, 실험식이 및 음료 섭취량에서도 Gh-199군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Sh-188군에서 

체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발아현미를 첨가함으로써, 

체중 증가량이 상대적인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발아현미는 고른 영양소를 함유하여 일상생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23].

골성장 의 길이(Growth plate) 찰

골 내 성장판 길이 분석 및 대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장판에 테트라사이클린 염색법[3]을 사용하였다. 이는 칼슘

과 킬레이트결합을 통해 골에 침착되는 형광물질을 가지고 

골성장판 길이를 관찰하는 방법이다[16]. 실험동물 흰쥐의 경

우 60일까지를 급성장기라 하며, 골 생성이 가장 활발히 일어

나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진은 생후 32~ 

35일 정도의 5주령 수컷 흰쥐를 사육하여 60일까지 골성장판

의 길이를 관찰한 결과(Fig. 2), N군에 비해서 동물실험군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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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body weight gain and water consumption of rats fed Astragalus membranaceus and Gh-199, Sh-188 in in vivo 

experiment (Ⅱ)

　
Initial weight

(g)

Final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Water consumption

(ml/day)

N

PC

Gh-199

Sh-188

102.00±2.83a

103.33±1.41a

100.83±1.65a

103.83±0.24a

139.33±2.36a

142.50±2.12b

141.17±4.95c

139.00±5.66a

37.33±5.19
a

39.17±0.71b

40.33±3.30c

35.17±5.42d

16.11±2.07a

16.75±2.15b

16.67±2.10c

16.56±1.84d

22.36±2.61a

24.03±2.30b

24.86±0.48c

24.17±1.95d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Fig. 2. Fluorescence microscopy method to measure of growth 

plate from male rats.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Fig. 3. Effects of samples on the femoral bone length in male 

rats fed Astragalus membranaceus and Gh-199, Sh-188.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군, Gh-199군 및 Sh-188군의 골성장판 길이가 전반적으로 성

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Gh-199군의 경우, 키 성장발

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기분말[25] 첨가식이보다 

더 우수한 골성장판 길이 성장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약

재 조성물 중 해조칼슘과 풍부한 영양성분 및 성장촉진물질 

등의 효과를 지닌 초유를 첨가함으로써 성장에 좋은 영향[9]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퇴부 길이 비교

한약혼합제제에 관한 키성장 연구에서 황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의 조성물에 대한 흰 쥐 장골 길이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15]. 동물실험군Ⅱ을 14일간의 실험식

이급여 후 대퇴부 길이를 비교한 결과(Fig. 3), Sh-188군의 대퇴

부 길이는 PC군과 유사한 것에 반해, Gh-199군의 경우 대퇴부 

길이가 PC군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발아현미가 

첨가된 Sh-188군은 발아현미를 첨가하지 않은 Gh-199군에 비

해서 짧은 대퇴부 길이를 보였는데, 이는 발아현미가 첨가됨으

로써 상대적으로 한약재 조성물 함량이 낮아진 결과로 판단된

다. 또한, 양성대조군인 황기[25]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Gh-199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키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선 실험결과인 골성장판 분석

뿐만 아니라, 골의 대퇴부 길이 또한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척

도가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7].  골성장판 길이가 성장됨에 

따라 대퇴부 길이도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4]와 유사하게 

Gh-199군에서 골성장판 길이 및 대퇴부 길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키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골 도(Bone mineral density) 비교 분석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는 골 관련 질환검사에 필수

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이는, 뼈의 무기질함량의 척도이며, 

뼈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다

[24]. 본 연구에서 골밀도를 분석한 결과(Fig. 4), PC군에 비해 

Gh-199군 및 Sh-188군에서 더 높은 무기질 함량을 나타내었

다. 골 대사성 질환 중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골의 무기질 

함량이 현저히 낮아져 약해지는 것이다[14]. 이뿐만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뼈대의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점차적인 기능 

감퇴로 인해 신체 불균형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성장에 치명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Gh-199군 및 Sh- 

188군에서 높은 골밀도 수치를 나타내었고, 대퇴부 길이 또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남에 따라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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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bone mineral density (mg HA/ccm) and bone volume/total volume (%) in male rats fed Astragalus membranaceus 

and Gh-199, Sh-188.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Fig. 6. Comparison on the activities AST and ALT in male rats fed Astragalus membranaceus and Gh-199, Sh-188.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Fig. 5. Comparison on the activities IGF-1 in male rats fed Astra-

galus membranaceus and Gh-199, Sh-188.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성장호르몬 인자 IGF-1 활성

한약 조성물이 첨가된 식이를 급여한 Gh-199군 및 Sh-188

군의 혈중 IGF-1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성장호르몬 인자 

중 하나인 IGF-1 분석 결과, PC군과 Sh-188군에서 비슷한 수치

를 확인하였으며, Gh-199군에서는 체내에 성장호르몬인자인 

IGF-1의 활성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GF-1은 in-

sulin-like growth factor-1이라고 불리며, 70개의 아미노산으

로 이루어진 골 성장의 주요한 인자이다[27]. IGF-1은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로 인슐린과 같은 대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

의 성장과 발달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10]. 골 성장 과정

에서 뼈 재생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는[6] IGF-1에 의해서 분화

와 증식이 촉진된다. IGF-1과 같이 골 조직에서 분비되는 성장 

인자는 파골세포의 골 파괴 및 흡수과정과 조골세포의 골 기

질 합성 과정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골조직의 양을 일정

하게 한다[13]. 

청의 ALT  AST의 활성 비교

혈중 ALT 및 AST 결과(Fig. 6), N군, Gh-199군 및 Sh-188군

에 비해 PC군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인간이 섭취할 경우 

체내에 시료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Gh-199군 및 Sh-188군은 N군과 비슷한 수치거나 낮은 

ALT 및 AST 수치를 나타내어 체내에 미치는 독성은 거의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 AST 및 ALT 활성은 간세포에 장애

가 발생했을 경우, 간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 혈액으로 AST 

및 ALT가 유리됨에 따라 혈장 내에서 활성이 증가한다고 알

려져 있다[2, 20]. 따라서 AST 및 ALT는 간질환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효소다. 한약재 내 성분 중 대부분은 친수성을 띄어 

체내에서 배출되지만, 일부 성분은 활성중간대사물을 생성하

여 체내에서 독성을 유발, 약인성 간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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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9]. 따라서, 한약조성물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약재의 독성여부 검토는 

필수적이다. 위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인체에는 무해한 천연 

생약재로부터 추출한 성분들은 체내 독성이 없는 성장 촉진 

소재로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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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발달에 한 성장인자를 가진 한약재가 성장기 흰쥐 동물모델에 미치는 향

심재원1†․안희 2†․심소연2․김희 1․조용주3․조 수2*

(1심재원한의원, 2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3동아대학교 분자유전공학과)

본 연구는 성장 유도 인자가 포함된 여러 가지의 한약재의 조성물을 활용하여 성장기 흰쥐에서 골성장판 길이, 

대퇴부 길이,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및 혈액분석을 통해 키 성장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골성장판 

길이 분석 결과, N군에 비해 PC군과 Gh-199군 및 Sh-188군의 골성장판 길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Gh-199군의 경우 PC군보다 더 우수한 골성장판 길이 성장률을 보였다. 대퇴부 길이 및 골밀도 경우 Gh-199군에

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황기분말을 급여한 PC군의 경우, Gh-199군 및 Sh-188군과 달리 높

은 혈중 AST 및 ALT 수치를 나타내었다. 성장호르몬 인자 중 하나인 IGF-1의 결과, PC군과 Sh-188군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Gh-199군에서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 골성장판, 대퇴부길이, 골밀도 

및 혈액분석 결과 모두 Gh-199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본 실험에 사용한 한약재 조성물은 키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