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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자극이 성장기 쥐 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점프 운동 및 달리기 운동 중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에 착

안한 충격 자극이 성장기 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효과의 검

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계교배(inbred) 종인 C57BL/6J 마우스와 이계교

배(outbred) 종인 Wistar 랫을 사용하였으며, 성장기 뼈 성장을 객관화하기 

위해 정강뼈 해면뼈 및 치밀뼈의 골밀도와 구조적 특성 변화 및 성장판의 두

께, 정강뼈 길이를 추적 관찰하였다. 

C57BL/6J 마우스를 이용하여 수행한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과 자

극 수행 주령(6주, 10주, 14주령) 및 충격 자극 세기와의 상관관계를 위한 6

주간의 예비 실험에서 충격 자극에 의한 효과가 자극 수행 연령이 어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40cm 높이에서의 자극보다 20cm 높이에서의 자극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한편, 성장판의 골화에 따른 성장판 두께 측정에서는 마우스의 

주령이 높을수록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정강뼈 길이 성장에 대해서

는 그룹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비 실험을 기반으로 6주령 Wistar 랫을 이용하여 자유 낙하에 의한 충

격 자극에 의한 효과를 자극의 세기에 따라 비교해 보았으며, 마우스를 이용

한 예비 실험과 달리 8주 간 수행한 40cm 높이에서의 자극이 20cm 높이에

서의 자극보다 효과적이었다. 또한, 8주간의 충격 자극을 통해 성장판의 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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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늦춰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정강뼈 길이에 대한 유의한 효과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성장기 뼈 성질에 따라 적합한 충격을 가하였을 때, 뼈의 골밀

도 및 구조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장판의 골화 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뼈의 길이적 성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관련

한 외부 및 내부 요인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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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Mechanical stimulation)은 뼈 대사(Bone 

metabolism)에 깊이 관여하며, 이는 뼈의 적응 반응(Bone adaptation)을 일

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Harold. M. Frost에 의하면 뼈에 평소 보다 큰 변형률

(Strain)이 발생하면 골 생성(Bone formation)이 촉진되고, 골 흡수(Bone 

resoption)가 억제되어 골량이 증가하고, 이와 반대로 평소보다 작은 변형률

이 발생하면 골 생성이 지연되고 골 흡수가 촉진되어 골량이 감소한다고 알려

져 있다(Mechanostat theory, 1987)[1, 2]. 이에 대해 Ko et al.은 전신 진

동에 의한 물리적 자극을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랫에게 가한 결과 골다공증에 

의한 골 감소가 예방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3, 4], Fritton et al.은 마우스 정

강뼈에 가한 축방향 반복 압축 하중(Axial compression)이 정강뼈 골단 해면

뼈의 골밀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5]. 

Charles H. Turner는 뼈의 질적, 양적 성장에 유효한 물리적 자극의 특

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3가지 규칙이 있다고 발표하였다[6]. 1) 자극은 

정적인 하중(Static loading)보다는 동적인 하중(Dynamic loading)에 의한 것

이 효과적이다. 2) 뼈의 적응 반응 기전은 짧은 시간의 물리적 자극만으로도 

시작된다. 3) 뼈 세포에 반복적인 하중 조건(Customary mechanical loading 

environment)에 노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점차 약해진다. 이와 같은 

규칙을 충족하는 물리적 자극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점프와 달리기처럼 뼈에 

순간적으로 큰 물리량을 가하는 운동의 효과를 검증해 왔다[7-13]. 한편, 

Umemura et al.에 의하면 달리기 운동보다는 점프 운동이 하지 골질량을 증

가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다[11]. 이에 대해, Kato et al.은 젊은 여성

이 수행한 점프 운동을 통해 요추 및 대퇴골의 골밀도가 향상한 것을 확인하

였으며[10], Nagasawa et al.은 성장기 랫에게 점프 운동을 수행한 결과 대조

군에 비해 정강뼈의 골 형성이 촉진된 것을 확인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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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부 자극, 특히 운동에 의해 뼈에 가해지는 충격 자극이 골격계의 

길이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14]. 

Honda et al.은 8주간 수행한 점프 운동은 랫의 정강뼈 및 자뼈의 골질량과 

강도를 증가시켰으나 뼈의 길이적 성장에는 유효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밝혔으며[8], Niehoff et al.은 랫에게 세가지 강도로 운동을 수행한 결과 넙

다리뼈(대퇴골, femur)의 길이적 성장에 대해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15], Umemura et al.은 달리기 및 점프 운동을 수행한 랫의 다

리 길이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신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12]. 이처럼 성

장기에 가해지는 충격 자극과 뼈의 길이적 성장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불명

확하다. 

한편, 뼈의 길이적 성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기간의 

자극 후 적출된 뼈의 길이를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그룹간 비교하는 단편적인 관측을 통해 수행되었다[8, 12, 15, 16]. 

하지만, 뼈는 성별, 나이, 종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개별 특성 및 자극 초기 

골량(Baseline bone status)에 따라 외부 자극에 대해 다른 적응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Seo et al.에 의하면 궁둥신경절제술에 의한 하지 

무부하에 의한 골감소 추이가 수컷 쥐 보다 암컷 쥐에서 더 크게 

일어났으며[17], Ko et al.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감소의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눈 후 전신 진동 자극을 가한 결과, 초기 골량이 적을수록 자극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4], 궁둥신경절제술을 통한 하지의 

인위적인 무부하에 의한 골 감소율이 초기 골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18]. 따라서, 외부 자극에 의한 뼈의 적응 반응이 개체 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뼈의 길이적 성장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단편적인 시점에서의 측정이 아닌 자극 전후 비교를 통한 장기적인 

개체 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Waarsing et al.은 개체 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In-vivo micro computed tomography, μCT)를 사용하여 

골다공증에 의한 해면뼈 국소 부위 내 변화를 추적 관찰하였다[19]. 이와 같



3 

 

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

용하여, 운동 중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을 모방한 인위적인 고강도 충격 자극

이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체에 손상을 가

하지 않고 충격 자극이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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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활용한 성장 지표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In-vivo micro computed tomography 

(μCT), Skyscan 1076, Bruker AXS, Germany)을 이용하여 마우스 및 랫의 

해면뼈 및 치밀뼈의 골밀도와 구조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2.1). 일반적으로 내부 및 외부 자극에 의한 뼈의 형성은 신체 전체에

서 균형화(Regulation) 되도록 유도가 되므로, 정강뼈(Tibia)에 대한 단일 부

위 관찰을 통해 자유 낙하 자극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9, 

20]. 

 

 

그림 2.1: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 

(In-vivo micro computed tomography(μ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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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장판 두께 및 뼈 길이 측정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단층영상을 기반으로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하였다. 이를 위해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Mimics 

16.0, Materialise N.V., Belgium)을 사용하였다. 조직 별 감쇄(Attenuation) 

특성을 고려한 임계 처리법(Threshold method)을 이용하여 뼈를 구성하는 

해면뼈, 치밀뼈 및 성장판을 구분하고, 3차원으로 재구성(Reconstruction)하

였다(그림 2.2). 

골격의 길이적 성장을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강뼈 근위 골단

(Proximal epiphysis) 부 성장판의 두께, 그리고 정강뼈 전체 길이를 측정하

였다. 정강뼈 영상에서 성장판의 두께 측정을 위해 3차원으로 복원된 정강뼈 

골단의 안쪽관절융기(내측과, Medial condyle)와 가쪽관절융기(외측과, 

Lateral condyle)를 가로지르는 횡단면을 구하고, 횡단면 내 성장판의 최대 

융기 부 두께를 측정하였다(Thickness of growth plate in Ⅰ and Ⅱ 

section, Gp.Th Ⅰ and Ⅱ, mm)(그림 2.3). 정강뼈 전체 길이로서 안쪽융기

사이결절(내측과간결절, Medial intercondylar tubercle)부터 안쪽복사(내과, 

Medial malleous) 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Vertical Length of tibia, 

TL, mm)(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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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성장판에 대한 뼈 단면적에 따른 히스토그램(Histogram) 

및 경계치 기법(Threshold method). 

 

 

그림 2.3: 해면골 및 피질골에 대한 뼈 단면적에 따른 히스토그램(Histogram) 

및 경계치 기법(Threshol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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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성장판 두께 측정 

(Thickness of growth plate in Ⅰ and Ⅱ section, Gp.Th Ⅰ and Ⅱ, mm) 

 

 

그림 2.5: 정강뼈 길이 측정 

(Vertical Length of tibia, TL,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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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장 지표 – 해면뼈 특성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의 단층영상을 

기반으로 정강뼈 근위부 골간단(Proximal metaphysis)의 해면뼈를 3차원 복

원 하였다. 이때 μCT영상분석프로그램(CT-An v.1.13.11, Bruker, 

Germany)을 사용하여, 해면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그림 2.5). 

 

 

그림 2.6: 해면뼈의 구조적 특성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로 관심영역 내 해면뼈 부피 비(Bone 

volume/Total volume, BV/TV, %), 뼈 잔기둥 두께(Trabecular bone 

thickness, Tb.Th, mm), 뼈 잔기둥 간격(Trabecular bone seperation, 

Tb.Sp, mm), 뼈 잔기둥 개수(Trabecular bone number, Tb.N, mm-1), 구조

적 모델 지수(Structural Model Index, SMI), 연결성 밀도(Connectivity 

density, Conn.Dn, mm-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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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TV는 관심영역(Volume of interest, VOI) 내 해면뼈의 부피의 비율

을 의미한다. Tb.Th은 해면뼈 잔기둥의 평균 두께를 의미한다. Tb.Sp는 해면

뼈 잔기둥 간의 평균 간격을 의미한다. Tb.N는 단위길이 내 평균 잔기둥의 

개수를 의미한다. SMI는 해면뼈의 형태학적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0

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판 형태의 구조를, 3에 가까울수록 원기둥 형태의 구

조를, 4에 가까울수록 구 형태의 구조를 보인다. Conn.Dn는 해면뼈의 연결성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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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장 지표 – 치밀뼈 특성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의 단층영상을 

기반으로 정강뼈 근위부 골간단(Proximal metaphysis)의 치밀뼈를 3차원 복

원 하였다. 이때 CT-An을 사용하여, 치밀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그림 2.6). 

 

 

그림 2.7: 치밀뼈의 구조적 특성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로 뼈 부피(Bone volume, BV, mm3), 평균 단

면적 둘레(Mean total crossectional bone perimeter, B.Pm, mm), 극관성모

멘트(Mean polar moment of inertia, MMI, mm4), 단면적 두께

(Crossectional thickness, Cs.Th, mm)를 선정하였다. BV는 관심영역

(Volume of interest, VOI) 내 해면뼈의 부피를 의미한다. B.Pm은 치밀뼈 단

면의 평균 둘레를 의미한다. MMI는 치밀뼈가 축방향의 비틀림에 저항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Cs.Th는 치밀뼈 단면의 평균 두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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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이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 

(주령 및 자극세기를 중심으로 – 예비실험) 

 

3.1 서론  

 

뼈는 평생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이는 조골세포(Osteoblast)와 파골세

포(Osteoclast)의 조화를 통해 이뤄진다. 조골세포는 스스로 골화되어 오래된 

뼈 세포를 대체하고(Bone formation),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 세포를 파괴하

고 뼈 속 무기질을 혈액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Bone resorption). 

이와 같은 골교체(Bone turnover) 과정을 통해 뼈는 일생 동안 다양한 골성

을 가지며, 이와 같은 골교체 과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Mechanostat theory, 1960s)[1]. Umemura 

et al.은 개체의 나이에 따른 수행 자극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3, 6, 12, 

20, 27개월령 랫에게 달리기 혹은 점프 운동을 수행한 결과, 자극을 수행한 

랫의 나이에 상관없이 정강뼈 및 넙다리뼈의 골중량이 증가하였지만 어린 쥐 

일수록 운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12]. 

한편, Julius Wolff에 의하면 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면 그에 적응하

기 위하여 뼈의 강도가 높아지며, 반대로 가해지는 하중이 감소하면 골교체를 

통해 뼈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한다(Wolff’s law, 1892)[21-24]. 이에 대해, 

Welch et al.은 하지에 평소보다 강한 부하를 가하기 위해 랫에게 각 30cm 

및 6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를 수행한 결과, 긴뼈 골단의 골밀도 향상에는 

60cm 높이에서의 자극이 효과적이었고 골간의 둘레 증가에는 30cm 및 

60cm 높이에서의 낙하 자극이 모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25]. 한편, 

Ohashi et al.은 실험을 통해, 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지나칠 때 뼈의 길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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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26].  

따라서 본 실험에 앞서, 충격 자극을 시작하는 ‘주령’과 ‘자극 세기’에 따

른 충격 자극과 뼈 성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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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동물 및 방법 

 

3.2.1 실험 동물 

 

본 실험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YWC-

140326-2)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동물 보호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법규를 준수하였다. 

그룹 내 마리 수가 제한된 예비 실험의 특성을 고려해 실험 동물로써 개

체 별 차이가 비교적 적은 동계교배(inbred) 계통의 C57BL/6 마우스를 선정

하였다. 자극 수행 주령에 따른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의 영향을 비교해 

보고자, 5주령(187.9 ± 6.4 g), 9주령(187.9 ± 6.4 g), 13주령(187.9 ± 

6.4 g) 수컷 각 9마리를 준비하였다(Japan SLC, Inc., Hamamatsu, Japan).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각 마우스가 사람 나이 약 10~19세에 해당하

는 6주령, 10주령, 14주령이 된 후, 총 6주간 실험을 진행하였다[27].  

그룹은 주령 및 자유 낙하 높이에 따라 6주령 대조군(Sedentary control 

group of 6 week old mice, 6SC, n=3)과 2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군

(Freefall from 20cm group of 6 week old mice, 6F20, n=3) 및 40cm 높

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orm 40cm group of 6 week old mice, 6F4 

0, n=3), 10주령 대조군(Sedentary control group of 10 week old mice, 

10SC, n=3)과 2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rom 20cm group of 

10 week old mice, 10F20, n=3) 및 4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orm 40cm group of 10 week old mice, 10F40, n=3), 그리고 14주령 대조

군(Sedentary control group of 14 week old mice, 14SC, n=3)과 20cm 높

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rom 20cm group of 14 week old mice, 

14F20, n=3) 및 4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orm 40cm group 

of 40 week old mice, 14F40, n=3)으로 구분하였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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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령 

자유 낙하 자극 군 

대조군 

(Sedentary Control) 

20cm 높이 낙하군 

(Freefall from 20cm) 

40cm 높이 낙하군 

(Freefall from 40cm) 

6 6SC (n=3) 6F20 (n=3) 6F40 (n=3) 

10 10SC (n=3) 10F20 (n=3) 10F40 (n=3) 

14 14SC (n=3) 14F20 (n=3) 14F40 (n=3) 

표 3.1: 주령 및 자극 종류에 따른 그룹 비교 

 

3.2.2 자극 방법 

 

6주령, 10주령, 14주령의 마우스는 소속 그룹명에 따라 각 20cm 및 

40cm 높이에서 하루 10회씩 주 5회, 총 6주간 자유 낙하되었다. 지정된 높

이에서의 자유 낙하를 위해 윗면과 아랫면이 뚫린 투명 상자 윗면 부에 경첩

을 이용한 여닫이 식 판자를 덧대어 V자형 낙하대를 만들었다(그림 3.1). 판

자와 연결한 줄을 놓아 랫이 자유 낙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네 발이 

동시에 착지되는 정자세로의 낙하를 1회로 인정하였다. 대조군과 자유 낙하군 

사이에는 자유 낙하 자극을 제외한 모든 사육 환경을 통일하였다.  

 

그림 3.1: 자체 고안한 자유 낙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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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μCT)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정강뼈

(Tibia) 전체를 촬영하였다. 촬영 시 복셀 크기는 18 μm, 필터는 Al 1.0 

mm, 노출시간은 2065 ms, 관전압 85kV, 관전류 118 μA, 회전각 0.7 

˚(deg)로 설정하였다. 마우스의 고정을 위해, 졸레틸(Zoletil 50, 1 ml/kg)과 

럼푼(Rumpun, 0.5 ml/kg) 혼합물을 복강 투여하여 마취 후 촬영하였다. 

 

3.2.4 성장 지표 - 성장판 및 정강뼈 길이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 영상을 기반으

로 마우스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한 후,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Mimics 

16.0)를 이용하여 성장판의 두께(Gp,Th Ⅰ and Ⅱ, mm) 및 정강뼈 길이

(TL, mm)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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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성장 지표 - 해면뼈 특성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 영상을 기반으

로 마우스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한 후, μCT영상분석프로그램(CT-An)

을 사용하여, 해면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로 관심영역 내 해면뼈 부피 비(BV/TV), 뼈 

잔기둥 두께(Tb.Th), 뼈 잔기둥 개수(Tb.N), 연결성 밀도(Conn.Dn)를 구하

였다. 

 

3.2.5 성장 지표 - 치밀뼈 특성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 영상을 기반으

로 마우스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한 후, μCT영상분석프로그램(CT-An)

을 사용하여, 치밀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로 뼈 부피(BV), 평균 단면적 둘레(B.Pm), 극

관성모멘트(MMI), 단면적 두께(Cs.Th)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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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통계적 분석 

 

시간에 따른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 그리고 성장판의 골화 추이 및 정강

뼈 길이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 6주차 측정값을 0주차 측정값으로 나누어 상

대값을 구하였다. 그룹당 개체수가 3마리로 제한된 그룹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

으며, 비모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프리드만 사후분석

(Friedman’s 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GraphPad Prism 

v.5 for Windows (GraphPad Software, inc., California, USA)를 사용하였으

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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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실험 시작 전(0주)과 실험 시작 6주 후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

을 통해 획득한 영상(6주)을 기반으로, 총 6주간의 자극에 의해 마우스의 골

격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추적 관찰 할 수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0주

에 대한 6주 후 변화를 비율로 계산하여 상대값(Relative value, RV, 6주/0주)

을 구하고 이를 그림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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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몸무게 

 

몸무게의 초기값과 6주간의 몸무게 변화를 그룹별로 표와 그림에 나타냈다

(표 3.2, 그림 3.2). 

실험 6주동안 모든 그룹의 평균 몸무게는 증가하였다.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은 각 34.16%, 60.40%, 61.71%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 

10F40은 각 4.33%, 9.55%, 3.68% 씩 증가하였으며, 14SC, 14F20, 14F40

은 각 6.60%, 10.75%, 15.83% 씩 증가하여, 6주령의 마우스에서 가장 큰 몸

무게 증가를 보였다(그림 3.2).  

 

 

그림 3.2: 실험 시작 6주 후 몸무게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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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몸무게 

[g] 

정강뼈 

길이 

[mm] 

골밀도 

[mg/cm3] 

구조적 파라미터 

BV/TV 

[%] 

Tb.Th 

[μm] 

Tb.N 

[mm
-1

] 

Conn.Dn 

[mm
-3

] 

6SC 
19.70 

±1.14 

17.54 

±0.11 

91.73 

±0.02 

15.18 

±4.79 

63.21 

±7.32 

2.36 

±0.48 

77.67 

±42.58 

6F20 
15.70 

±1.01 

17.16 

±0.12 

113.38 

±0.03 

17.13 

±6.18 

61.04 

±3.83 

2.77 

±0.84 

124.13 

±89.12 

6F40 
15.00 

±1.49 

17.28 

±0.13 

116.80 

±0.01 

16.32 

±2.83 

60.92 

±1.31 

2.67 

±0.41 

101.81 

±8.65 

10SC 
23.55 

±0.78 

18.18 

±0.12 

91.04 

±0.0.1 

14.70 

±3.17 

59.91 

±4.55 

2.44 

±0.35 

92.88 

±30.60 

10F20 
23.60 

±0.14 

18.30 

±0.25 

128.07 

±0.02 

20.43 

±3.61 

64.73 

±1.90 

3.15 

±0.48 

143.10 

±65.38 

10F40 
25.33 

±0.59 

18.79 

±0.13 

156.79 

±0.01 

23.13 

±2.69 

66.98 

±1.88 

3.45 

±0.30 

174.28 

±31.93 

14SC 
29.63 

±1.12 

18.83 

±0.31 

155.28 

±0.01 

28.40 

±0.21 

71.56 

±1.90 

3.97 

±0.11 

275.09 

±24.16 

14F20 
27.87 

±3.21 

18.30 

±0.04 

159.65 

±0.01 

26.87 

±1.61 

68.63 

±2.87 

3.92 

±0.22 

267.48 

±59.40 

14F40 
25.20 

±3.64 

18.95 

±0.08 

161.24 

±0.05 

27.69 

±7.72 

69.73 

±0.00 

3.95 

±0.96 

244.45 

±97.47 

 

표 3.2: 몸무게, 정강뼈 길이, 해면뼈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의 

실험 시작 초기값(평균±표준편차,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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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성장판의 두께 변화 

 

성장판 두께의 초기값과 6주간 각 그룹 별 마우스의 성장판 두께 변화를 

표 3.3-5와 그림3.3-4에 나타내었다. 

 

  Gp.ThⅠ[mm] Gp.ThⅡ[mm] Relative values 

  0wk 6wks 0wk 6wks Gp.ThⅠ Gp.ThⅡ 

6SC 

1 0.20 0.09 0.19 0.07 0.45 0.37 

2 0.19 0.11 0.21 0.11 0.58 0.52 

3 0.20 0.11 0.18 0.10 0.55 0.56 

6F20 

1 0.19 0.13 0.18 0.12 0.68 0.67 

2 0.18 0.09 0.17 측정 불가 0.50 - 

3 0.19 0.11 0.18 0.09 0.58 0.50 

6F40 

1 0.16 측정 불가 0.16 측정 불가 - - 

2 0.17 측정 불가 0.16 측정 불가 - - 

3 0.17 0.11 0.17 측정 불가 0.65 - 
 

표 3.3: 6주령 마우스의 성장판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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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hⅠ[mm] Gp.ThⅡ[mm] Relative values 

  0wk 6wks 0wk 6wks Gp.ThⅠ Gp.ThⅡ 

10SC 

1 0.14 측정 불가 0.14 측정 불가 - - 

2 0.16 0.08 0.14 0.05 0.50 0.36 

3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측정 불가 - - 

10F20 

1 0.13 0.08 0.11 0.08 0.62 0.73 

2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측정 불가 - - 

3 0.12 0.07 0.12 0.06 0.58 0.50 

10F40 

1 0.1 0.06 0.11 측정 불가 0.60 - 

2 0.1 0.09 0.09 0.07 0.90 0.78 

3 0.15 측정 불가 0.10 측정 불가 - - 
 

표 3.4: 10주령 마우스의 성장판 두께 변화 

 

  Gp.ThⅠ[mm] Gp.ThⅡ[mm] Relative values 

  0wk 6wks 0wk 6wks Gp.ThⅠ Gp.ThⅡ 

14SC 

1 0.12 0.05 0.10 0.04 0.42 0.40 

2 0.12 0.05 0.09 0 0.42 0 

3 0.09 0.05 0.09 0.05 0.56 0.56 

14F20 

1 측정 불가 0.1 측정 불가 측정 불가 - - 

2 0.11 0.09 0.12 0.09 0.82 0.75 

3 0.1 0.1 0.1 0.09 1.0 0.90 

14F40 

1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측정 불가 0.09 - - 

2 0.09 측정 불가 0.07 측정 불가 - - 

3 0.12 0.12 0.11 0.11 1.0 10. 
 

표 3.5: 14주령 마우스의 성장판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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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실험 시작 6주 후 Gp.Th I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그림 3.4: 실험 시작 6주 후 Gp.Th II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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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정강뼈 길이 비교 

 

정강뼈 길이의 초기값과 6주간 각 그룹 별 마우스의 정강뼈 길이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다(표 3.2, 그림 3.3).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은 각 5.66%, 6.35%, 6.16% 씩 증가하였

고, 10SC, 10F20, 10F40은 각 2.59%, 2.50%, 0.19% 씩 증가하였으며, 

14SC, 14F20, 14F40은 각 2.00%, 1.84%, 1.45% 씩 증가하여, 10주령 마우

스 그룹을 제외하고는 자극에 따른 정강뼈 길이 성장 차이가 미미했다(그림 

3.2). 

 

  

그림 3.5: 실험 시작 6주 후 정강뼈 길이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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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해면뼈 특성 비교 

 

3.3.4.1 해면뼈 골밀도 

각 그룹 별 마우스의 해면뼈 골밀도의 초기값과 6주간 해면뼈의 골밀도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다(표 3.2, 그림 3.4). 

실험 6주동안 모든 그룹의 평균 골밀도는 감소하였다.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은 각 37.15%, 29.91%, 31.38% 씩 감소하였고, 10SC, 10F20, 

10F40은 각 35.42%, 27.52%, 20.82% 씩 감소하였으며, 14SC, 14F20, 

14F40은 각 29.50%, 26.21%, 36.63% 씩 감소하였다.  

 

 

그림 3.6: 실험 시작 6주 후 해면뼈 골밀도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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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해면뼈 구조적 파라미터 

 

해면뼈 구조적 파라미터의 초기값과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의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다(표 3.2, 그림 3.5). 

 

 

 

(a) 

 

(b) 

 

(c) 

 

(d) 

그림 3.7: 실험 시작 6주 후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변화, (a)Bone 

volume/Total volume [%], (b)Trabecular bone thickness [mm], 

(c)Trabecular bone number [mm-1], (d)Connectivity density [mm-3].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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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작 6주 후, BV/TV는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이 각 3.47%, 

29.09%, 21.64%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은 각 7.15%, 3.85% 씩 증가

하였다. 반면, 10F40은 0.93% 가량 감소하였으며, 14SC, 14F20, 14F40은 

각 9.86%, 9.65%, 2.61% 씩 감소하였다. 

모든 그룹의 Tb.Th는 증가하였다.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은 각 

0.97%, 7.03%, 7.61%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 10F40은 각 7.42%, 

3.18%, 7.90% 씩 증가하였으며, 14SC, 14F20, 14F40은 각 4.22%, 5.52%, 

5.61% 씩 증가하였다. 

Tb.N은 0주와 비교했을 때, 6SC, 6F20, 6F40에서 각 0.20%, 19.82%, 

12.65% 씩 증가하였고, 10F20에서 0.20% 증가하였다. 반면, 10SC, 10F40

는 각 0.01%, 8.24% 씩 감소하였으며, 14SC, 14F20, 14F40는 각 13.45%, 

14.24%, 8.06% 씩 감소하였다. 

Conn.Dn는 0주와 비교했을 때, 6SC, 6F20, 6F40에서 각 0.27%, 

85.18%, 25.00%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에서 12.45%, 3.65% 씩 증가

하였다. 반면, 10F40은 6.60% 가량 감소하였으며, 14SC, 14F20, 14F40는 

각 38.71%, 31.79%, 25.39% 씩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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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치밀뼈 특성 비교 

 

3.3.5.1 치밀뼈 골밀도 

치밀뼈 골밀도의 초기값과 6주간의 골밀도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

다(표 3.6, 그림 3.6). 

실험 6주 후, 14SC를 제외하고 모든 그룹의 평균 평균 골밀도가 증가하

였다.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은 각 1.04%, 10.09%, 15.18% 씩 골밀

도가 증가하였고, 10SC, 10F20, 10F40은 각 1.47%, 10.52%, 18.41% 씩 증

가하였다. 반면 10SC의 골밀도는 1.33% 가량 감소하였으나, 14F20, 14F40

은 각 3.41%, 1.38% 씩 증가하였다.  

 

 

그림 3.8: 실험 시작 6주 후 치밀뼈 골밀도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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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치밀뼈 구조적 파라미터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초기값과 6주간의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

냈다(표 3.6, 그림 3.7). 

 

그룹 
골밀도 

[g/cm3] 

구조적 파라미터 

BV 

[mm3] 

B.Pm 

[mm] 

MMI 

[mm4] 

Cs.Th 

[μm] 

6SC 
0.90 

±0.17 

6.66 

±0.46 

12.07 

±0.51 

0.48 

±0.01 

124.46 

±11.01 

6F20 
0.77 

±0.21 

7.86 

±0.38 

11.64 

±0.31 

0.53 

±0.05 

152.07 

±3.35 

6F40 
0.85 

±0.04 

8.01 

±0.36 

11.70 

±0.20 

0.54 

±0.03 

154.30 

±4.33 

10SC 
0.94 

±0.04 

6.54 

±0.46 

12.81 

±0.29 

0.51 

±0.04 

115.00 

±8.59 

10F20 
1.00 

±0.19 

7.49 

±0.60 

12.71 

±0.18 

0.58 

±0.05 

132.81 

±11.60 

10F40 
0.91 

±0.02 

9.25 

±0.62 

12.51 

±0.21 

0.69 

±0.07 

166.43 

±8.86 

14SC 
1.12 

±0.02 

9.07 

±0.43 

13.01 

±0.46 

0.75 

±0.06 

156.13 

±7.68 

14F20 
1.04 

±0.14 

8.21 

±0.61 

13.31 

±0.49 

0.67 

±0.05 

139.23 

±14.67 

14F40 
1.14 

±0.24 

8.72 

±0.41 

12.60 

±0.85 

0.67 

±0.11 

156.12 

±3.30 
 

표 3.6: 치밀뼈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의 실험 시작 초기값 

(평균±표준편차,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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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9: 실험 시작 6주 후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변화, (a)Bone 

volume [mm3], (b)Crossectional bone perimeter [mm], (c)Mean polar 

moment of inertia [mm4], (d)Crossectional thickness [mm-1]. (Mean ± 

SD and 1 at 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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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작 6주 후, BV는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이 각 0.22%, 

20.93%, 16.04%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 10F40이 각 6.16%, 

10.86%, 7.97% 씩 증가하였다. 또한, 14SC와 14F20은 각 0.73%, 5.77% 

씩 증가하였으나, 14F40은 6.92% 가량 감소하였다. 

 모든 그룹의 B.Pm는 감소하였다. 0주에 비해 6SC, 6F20, 6F40은 각 

7.94%, 6.50%, 5.49% 씩 감소하였고, 10SC, 10F20, 10F40은 각 4.10%, 

3.85%, 7.24% 씩 감소하였으며, 14SC, 14F20, 14F40은 각 1.16%, 3.22%, 

3.23% 씩 감소하였다. 

MMI는 0주와 비교했을 때, 6SC는 10.57% 가량 감소하였으나, 6F20, 

6F40에서 각 12.79%, 8.51%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은 각 4.67%, 

0.04% 씩 감소하였으나 10F40은 3.59%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14SC, 

14F20는 각 0.93%, 1.94% 씩 증가하였으나, 14F40는 8.01% 가량 감소하

였다. 

Cs.Th는 0주와 비교했을 때, 6SC, 6F20, 6F40이 각 9.18%, 29.26%, 

22.90% 씩 증가하였고, 10SC, 10F20, 10F40이 각 10.67%, 15.29%, 16.50% 

씩 증가하였다. 또한, 14SC와 14F20은 각 1.91%, 9.68% 씩 증가하였으나, 

14F40은 3.84% 가량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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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찰 

 

본 실험에 앞선 예비 실험으로서, 충격 자극과 뼈 성장의 상관관계에 대

한 ‘주령’과 ‘자극 세기’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이 성장기 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μCT을 이용하여 정강뼈 

내 해면뼈, 치밀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 그리고 성장판의 골화 및 정강

뼈 길이 성장을 6주간 추적 관찰하였다. 

실험 시작 6주 후, 자극을 수행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6SC에 비해 

6F20 및 6F40의 해면뼈 BV/TV, Tb.Th, Tb.N 및 Conn.Dn 상대값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6F20과 6F40을 비교하였을 때, 6F20에서 

6F40에 비해 BV/TV, Tb.N, Conn.Dn의 상대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0

주령 및 14주령 마우스에서는 충격 자극에 의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6SC에 비해 6F20 및 6F40의 치밀뼈 BV, MMI 및 Cs.Th 상

대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6F20과 6F40을 비교하였을 때, 6F20

에서 6F40에 비해 BV, MMI 및 Cs.Th의 상대값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해면뼈와 마찬가지로 10주령 및 14주령 마우스에서는 충격 자극에 의

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극 수행 주령이 적을수록, 자극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2].  

충격 자극에 대한 주령 별 효과 차이는 수행 마우스의 체중 증가량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은 주로 체중과 낙하 

높이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위치 에너지 EP = mgh, m: 질량, g: 중력 가

속도, h: 높이). 실험 6주에 걸쳐, 10주령과 14주령 마우스에 비해 6주령 마

우스의 체중은 크게 증가하였다(6SC: +34.16%, 6F20: +60.40%, 6F40: 

+61.71%). Turner에 의하면 뼈 세포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외부 자극에 

대해 점차 적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6]. 이에 대해, 체중 증가에 의한 충격력

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뼈의 적응 반응을 유도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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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우스를 대상으로 μCT를 이용한 성장판의 골화 추이를 관찰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길이적 성장과 동시에 성장판은 골화되며 그 두께가 점차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14, 28, 29]. 18μm의 해상도로 촬영한 정강뼈 이미

지에서 0.05mm 미만의 성장판 두께를 측정하는데 소프트웨어적 한계가 있었

다. 한편, 정강뼈 길이 변화에 대해서는 그룹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예비 실험을 통해 해면뼈와 치밀뼈의 구조적 특성을 향상을 

위해 성장기 주령에 따라 자극 세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충격 자극이 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실험을 위해 골격 성장 및 체중 증가

가 급격히 일어나는 미성숙 쥐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길이적 성장에 대한 주요 지표로써 성장판의 골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보다 큰 골격을 갖는 랫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실험에서는 랫을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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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이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과 자극 세기에 따른 효과 비교 

 

4.1 서론 

 

예비 실험을 통해 골격 성장이 미숙할수록 충격 자극에 대해 두드러진 효

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충격 자극이 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성장판의 골화 추이 및 뼈 길이 변화 관찰을 위해서 마우스보다 골격

이 큰 랫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예비 실험과 달리, 

랫에게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을 가한 후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 자극의 세기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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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동물 및 방법 

 

4.2.1 실험 동물 

 

본 실험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YWC-

120321-1)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동물 보호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법규를 준수하였다. 

실험동물의 종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이계교배(outbred) 계통

의 Wistar 랫을 선정하였으며,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은 5주령 수컷 21마

리(187.9 ± 6.4 g)를 준비하여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 후, 6주령부터 8주간 

추적 관찰하였다 (Japan SLC, Inc., Hamamatsu, Japan). 6주령의 랫은 근골

격계의 성장을 기준으로 약 10세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30].  

그룹은 자유 낙하 높이에 따라 대조군(Sedentary control, SC, n=7)과 

2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rom 20cm group, F20, n=7) 및 

4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군(Freefall form 40cm group, F40, n=7)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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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μCT)을 이용하여 랫의 정강뼈(Tibia) 

전체를 촬영하였다. 촬영 시 복셀 크기는 35 μm, 필터는 Al 1.0 mm, 노출시

간은 632 ms, 관전압 100kV, 관전류 100 μA, 회전각 0.7 ˚(deg)로 설정

하였다. 랫의 고정을 위해, 졸레틸(Zoletil 50, 1 ml/kg)과 럼푼(Rumpun, 0.5 

ml/kg) 혼합물을 복강투여하여 마취 후 촬영하였다. 

 

4.2.3 자극 방법 

 

6주령의 랫은 소속 그룹명에 따라 각 20cm 및 40cm 높이에서 하루 10

회씩 주 5회, 총 8주간 자유 낙하되었다. 8주간 일정한 자유 낙하 자극을 가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고안한 자유 낙하 장치를 제작하였다(그림 4.1). 대조

군과 자유 낙하군 사이에는 자유 낙하 자극을 제외한 모든 사육 환경을 통일

하였다. 

 

 

그림 4.1: 40cm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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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성장 지표 - 성장판 두께 및 정강뼈 길이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 영상을 기반으

로 랫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한 후,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Mimics 16.0)

를 이용하여 성장판의 두께(Gp,Th Ⅰ and Ⅱ, mm) 및 정강뼈 길이(TL, mm)

를 측정하였다. 

 

4.2.5 성장 지표 - 해면뼈 특성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 영상을 기반으

로 랫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한 후, μCT영상분석프로그램(CT-An)을 사

용하여, 해면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로 관심영역 내 해면뼈 부피 비(BV/TV), 뼈 

잔기둥 두께(Tb.Th), 뼈 잔기둥 간격(Tb.Sp), 뼈 잔기둥 개수(Tb.N), 구조

적 모델 지수(SMI), 연결성 밀도(Conn.Dn)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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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성장 지표 - 치밀뼈 특성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강뼈 영상을 기반으

로 랫 정강뼈를 3차원으로 복원한 후, μCT영상분석프로그램(CT-An)을 사

용하여, 치밀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로 뼈 부피(BV), 평균 단면적 둘레(B.Pm), 극

관성모멘트(MMI), 단면적 두께(Cs.Th)를 구하였다. 

 

4.2.7 통계적 분석 

 

시간에 따른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 그리고 성장판의 골화 추이 및 정강

뼈 길이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 4주 및 8주차 측정값을 0주차 측정값으로 나

누어 상대값을 구하였다. 그룹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ukey’s-b 사후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software v.18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였

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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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실험 시작 전(0주)과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영상(6주)을 기반으로, 총 8주간의 자극에 의해 마우스

의 골격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추적 관찰 할 수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0주에 대한 4주 및 8주 후 변화를 비율로 계산하여 상대값(Relative value, 

RV, 4주/0주 혹은 8주/0주)을 구하고 이를 그림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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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몸무게 

 

실험 8주동안 모든 그룹의 평균 몸무게는 증가하였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표 4.1, 그림 4.2). 

 

그룹 몸무게 [g] 
성장판 두께 [mm] 정강뼈 길이 

[mm] Gp.Th I Gp.Th II 

SC 183.4±7.4 0.67±0.04 0.66±0.04 33.07±0.32 

F20 190.6±4.2 0.67±0.06 0.67±0.06 33.43±0.42 

F40 189.3±5.5 0.67±0.08 0.67±0.07 33.07±0.46 
 

표 4.1: 몸무게, 성장판 두께, 정강뼈 길이의 실험 시작 초기값 

(평균±표준편차, n = 7) 

 

 

그림 4.2: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몸무게의 변화 

(Mean ± SD, 1 at 0 week, p > 0.05) 



41 

 

4.3.2 성장판의 두께 변화 

 

성장판의 두께(Gp.ThⅠ 및 Ⅱ)의 초기값을 표로 나타내고, 8주간의 변화

를 그래프로 나타냈다(표 4.1, 그림 4.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판이 점차 골화되어, 4주 및 8주 차 Gp.Th는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험 시작 4주 후, SC군의 Gp.ThⅠ는 0주

에 비해 53.86%, Gp.ThⅡ는 54.40%만큼 감소하였고, F20의 Gp.ThⅠ는 0

주에 비해 56.64%,  Gp.ThⅡ는 56.84%만큼 감소하였으며, F40의 Gp.ThⅠ

는 0주에 비해 48.77%,  Gp.ThⅡ는 49.21%만큼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편 실험 시작 8주 후, SC군의 Gp.ThⅠ는 0주에 비해 70.78%, Gp.Th

Ⅱ는 70.86%만큼 감소하였고, F20의 Gp.ThⅠ는 0주에 비해 68.19%,  

Gp.ThⅡ는 70.51%만큼 감소하였으며, F40의 Gp.ThⅠ는 0주에 비해 

61.06%,  Gp.ThⅡ는 60.96%만큼 감소하였다. Gp.ThⅠ에 대해 SC와 F40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Gp.ThⅡ에 대해 SC와 F40 간, 그리고 F20과 

F40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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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성장판 두께의 변화, 

(a): Gp.Th I 와 (b): Gp.Th II 

(Mean ± SD and 1 at 0 week, †: vs. F40,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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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정강뼈 길이 비교 

 

정강뼈 길이의 초기값을 표로 나타내고, 8주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

다(표 4.1, 그림 4.4). 

 

 

그림 4.4: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정강뼈 길이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 F20 vs. F40, p < 0.05)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긴뼈(장골, Long bone)가 성장하며 정강뼈 길이(TL)

의 상대값이 증가하였다. 실험 시작 4주 후, SC군의 TL은 0주에 비해 

114.27%만큼 증가하였고, F20의 TL은 0주에 비해 114.36%만큼 증가하였

으며, F40의 TL은 0주에 비해 115.48%만큼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룹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실험 시작 4주 후, SC군의 TL은 0주에 비해 128.70%만큼 증가하였고, 

F20의 TL은 0주에 비해 127.53%만큼 증가하였으며, F40의 TL은 0주에 비

해 129.72%만큼 증가하였다. TL에 대하여 SC와 F20 간 혹은 SC와 F20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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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F20과 F40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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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해면뼈 특성 비교 

 

4.3.4.1 해면뼈 골밀도 

해면뼈의 골밀도 초기값을 표로 나타내고 8주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

냈다(표 4.2, 그림 4.5). 

4주차 SC의 골밀도를 제외하고, 8주간의 실험 전반에 거쳐 모든 그룹의

골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4주 후, 0주에 비해 SC의 골밀도는 

11.23% 가량 감소하였으나, F20, F40은 각 107.40%, 115.17% 씩 증가하

였다. 실험 8주 후, SC, F20, F40은 각 112.97%, 135.58%, 140.84% 씩 증

가하였다. 

 

그룹 
골밀도 

[mg/cm
3
] 

구조적 파라미터 

BV/TV 

[%] 

Tb.Th 

[μm] 

Tb.Sp 

[μm] 

Tb.N 

[mm
-1

] 

SMI 

 

Conn.Dn 

[mm
-3

] 

SC 
254.14 

±24.98 

38.57 

±3.65 

133.69 

±1.10 

210.98 

±12.85 

2.88 

±0.25 

0.65 

±0.24 

182.69 

±21.83 

F20 
249.36 

±16.90 

39.67 

±2.37 

133.75 

±0.63 

209.79 

±15.26 

2.97 

±0.16 

0.53 

±0.14 

193.35 

±11.60 

F40 
225.08 

±18.04 

34.97 

±3.52 

133.05 

±0.73 

247.50 

±21.38 

2.63 

±0.25 

0.75 

±0.24 

168.27 

±25.42 

 

표 4.2: 해면뼈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의 실험 시작 초기값 

(평균±표준편차, n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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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해면뼈 골밀도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 vs. SC, p < 0.05) 

 

자극 4주차 F20과 F40의 골밀도가 SC의 골밀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8주차에도 지속되었다(p<0.05). 

한편, F20과 F40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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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해면뼈 구조적 파라미터 

해면뼈 구조적 파라미터의 초기값을 표로 나타내고, 8주간의 변화를 그래

프로 나타냈다(표 4.2, 그림 4.6). 

SC에서 실험 시작 4주 후, BV/TV, Tb.N, Conn.Dn가 각 11.54%, 

12.13%, 16.12% 씩 감소하고, Tb.Th, Tb.Sp, SMI는 각 100.50%, 

117.51%, 153.49% 씩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실험 시작 8주 후, BV/TV가 

0주차에 비해 100.19% 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는 반면, Tb.N, Conn.Dn

가 각 3.46%, 17.16% 씩 감소하고, Tb.Th, Tb.Sp, SMI는 각 103.71%, 

100.06%, 159.82% 씩 증가하며 4주차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F20에서 실험 시작 4주 후, BV/TV, Tb.N, Conn.Dn가 각 7.84%, 

7.06%, 9.66% 씩 감소하고, Tb.Th, Tb.Sp, SMI는 각 100.15%, 102.74%, 

156.44% 씩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실험 시작 8주 후, BV/TV와 Tb.N이 0

주차에 비해 각 108.63%, 105.08% 씩 증가하고 Tb.Sp가 0주차에 비해 

16.03% 가량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는 반면, Conn.Dn가 6.96% 가량 감소하

고, Tb.Th, SMI는 각 103.39%, 128.12% 씩 증가하며 4주차와 유사한 경향

성을 보였다. 

F40에서 실험 시작 4주 후, Tb.Sp, SMI가 각 8.14%, 2.62% 씩 감소하

고, BV/TV, Tb.Th, Tb.N, Conn.Dn는 각 107.51%, 101.45%, 106.01%, 

101.51% 씩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실험 시작 8주 후, SMI는 0주차에 비해 

105.68% 가량 증가하고, Conn.Dn는 0주차에 비해 2.73% 가량 감소하는 추

세로 바뀌는 반면, Tb.Sp는 17.42% 가량 감소하고, BV/TV, Tb.Th, Tb.N가 

각 117.73%, 105.19%, 111.89% 씩 증가하며 4주차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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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4.6: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변화, 

(a)Bone volume/Total volume [%], (b)Trabecular bone thickness [mm], 

(c)Trabecular bone separation [mm], (d)Trabecular bone numb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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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nectivity density [mm-3], (f)Structural model index. (Mean ± 

SD and 1 at 0 week, †: p < 0.05, ††: p < 0.01)  

 

실험 시작 4주 후, BV/TV와 Tb.N에 대하여 F40가 SC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Tb.Sp에 대하여 F20과 F40이 SC에 비해 유의하게 작

은 값을 보였다(p<0.05), 한편, 실험 시작 4주 후, 해면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에 대하여 F20과 F40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p>0.05). 

실험 시작 8주 후에도, 여전히 BV/TV와 Tb.N에 대하여 F40가 SC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Tb.Sp에 대하여 F20과 F40이 SC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상대값을 보였다(p<0.05). F40의 Tb.Th는 SC와 F20보다 유

의하게 큰 상대값을 보였다(p<0.05). 한편, SMI 및 Conn.Dn에 대하여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그림 4.7). 

 

 

그림 4.7: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룹별 해면뼈 구조의 3D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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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치밀뼈 특성 비교 

 

4.3.5.1 치밀뼈 골밀도 

치밀뼈 골밀도의 초기값을 표로 나타내고, 8주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

냈다(표 4.3, 그림 4.8). 

 

그룹 
골밀도 

[g/cm3] 

구조적 파라미터 

BV 

[mm
3
] 

B.Pm 

[mm] 

MMI 

[mm
4
] 

Cs.Th 

[μm] 

SC 
1.39 

±0.06 

11.05 

±0.70 

19.39 

±0.28 

5.64 

±0.49 

323.87 

±16.70 

F20 
1.37 

±0.03 

11.02 

±0.35 

19.32 

±0.92 

5.99 

±0.67 

315.47 

±18.65 

F40 
1.37 

±0.03 

10.91 

±0.13 

19.58 

±0.59 

5.71 

±0.28 

316.74 

±8.78 
 

표 4.3: 치밀뼈 골밀도 및 구조적 파라미터의 실험 시작 초기값 

(평균±표준편차, n = 7) 

 

 

그림 4.8: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치밀뼈 골밀도의 변화 

(Mean ± SD and 1 at 0 week,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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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간의 실험 전반에 거쳐 모든 그룹의 골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그림 4.8). 실험 4주 후, 0주에 비해 SC, F20, F40의 골밀도는 각 

103.06%, 105.57%, 103.72% 씩 증가하였다. 실험 8주 후, SC, F20, F40은 

각 107.94%, 112.14%, 108.25% 씩 증가하였다. 

한편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52 

 

4.3.5.2 치밀뼈 구조적 파라미터 

치밀뼈 골밀도의 초기값을 표로 나타내고, 8주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

냈다(표 4.3, 그림 4.9). 

 

(a)   (b) 

 

(c)    (d)  

그림 4.9: 실험 시작 4주 및 8주 후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변화, 

(a)Bone volume [mm3], (b)Crossectional bone perimeter [mm], (c)Mean 

polar moment of inertia [mm4], (d)Crossectional thickness [mm]. (Mean 

± SD and 1 at 0 week, al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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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에서 실험 시작 4주 후, BV, B.Pm, MMI, Cs.Th가 각 147.04%, 

116.71%, 206.22%, 126.04% 씩 증가하였고, 실험 시작 8주 후, 각 

167.56%, 116.63%, 234.48%, 143.71% 씩 증가하였다. 

F20에서 실험 시작 4주 후, BV, B.Pm, MMI, Cs.Th가 각 150.51%, 

114.21%, 201.49%, 131.62% 씩 증가하였고, 실험 시작 8주 후, 각 

174.49%, 234.48%, 234.48%, 152.84% 씩 증가하였다. 

F40에서 실험 시작 4주 후, BV, B.Pm, MMI, Cs.Th가 각 152.01%, 

117.71%, 214.54%, 129.17% 씩 증가하였고, 실험 시작 8주 후, 각 

177.84%, 117.95%, 253.86%, 150.92% 씩 증가하였다. 

한편, 치밀뼈의 구조적 파라미터 상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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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자유 낙하에 의해 유발된 충격 자극이 성장기 뼈의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실험 시작 4주 후, F40는 SC에 비해 골밀도 및 BV/TV, Tb.Th, Tb.N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Tb.Sp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성은 8

주 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40cm 높이에서 수행한 낙하 자극에 의한 

충격 자극이 정강뼈 내 해면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에 적합

한 듯 보인다. 반면, 실험 시작 4주 후, F20는 SC에서 일어난 골밀도 감소가 

억제되었고 Tb.Sp가 감소하였으며, 실험 시작 8주 후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고 Tb.Sp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유지되었지만 다른 구조적 특성에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성장기 랫의 해면뼈 향상을 위해 

20cm 보다 40cm 높이에서의 낙하 자극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8주간

의 자극 후, 치밀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성장판의 골화 추이를 추적 관찰 할 수 있었다. 자

극 8주 후, F40의 성장판 골화 속도가 SC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

였으나 F20과 SC의 성장판 골화 속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Ueki et al.은 in-vitro 조건에서 성장판 연골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결과 성장판 내 대사 활성을 촉진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28]. 이에 대해, 

40cm에서의 낙하 자극은 성장판 대사의 활성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자극이라

고 사료된다. 하지만 8주간 정강뼈의 길이를 추적 관찰한 결과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F40: 129.72% vs. SC: 128.70%, p > 0.05). 

랫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20cm 높이에서의 낙하에 의해 유의한 효과

를 보인 마우스 예비 실험과 달리 40cm 높이에서의 낙하에 의해 유의한 효

과를 보였다. 뼈의 적응 반응은 나이, 성별, 종 특성 등 다양한 내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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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3, 4, 17, 18]. 즉, 자극 수행 주령 

및 종 특성뿐만 아니라 성별 및 개체 별 특성에 따라 충격 자극의 효과를 비

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성장기 뼈 성장과 외부 자극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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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운동 중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을 모방한 인위적인 고강도 충

격 자극이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 내 미세 단층 촬

영 시스템(In-vivo μCT)을 사용하여 성장기 뼈의 변화를 추적 관찰해 보았

다. 충격 자극과 뼈의 길이적 성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강뼈의 길

이 및 성장판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6주령 랫에게 수행한 8주간의 충격 자극은 정강뼈의 해면뼈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을 향상시켰으며, 성장판의 골화 속도를 유의하게 지연시켰다. 

Honda et al.은 10주령 랫에게 점프 운동을 수행한 결과 자뼈 및 정강뼈의 

골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골강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8], 

Nagasawa et al.은 10주령 랫에게 점프 운동을 수행한 결과 정강뼈의 뼈 형

성(Osteogenic response)을 유의하게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13]. 이처럼 

고강도 충격 자극은 자극을 가하는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뼈 형성에 대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달리기 운동과 점프 운동의 효과를 비교

한 Umemura et al.의 연구에서 달리기 운동(일 60분, 주 5회, 총 8주 간 수

행)과 하루 100회 점프 운동(일 10분 이내, 주 5회, 총 8주 간 수행) 모두 

주령에 상관없이 넙다리뼈 및 정강뼈의 골량 및 뼈 둘레를 유의하게 증가시켰

다고 보고하였으며[12], 5주령 랫에게 그룹별로 하루 5, 10, 20, 40, 100회 

점프 운동을 수행한 결과 단 5회의 점프 운동으로도 뼈의 유의한 성장 및 강

도 향상을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11]. 한편, 뼈에 인위적으로 가한 고강도 

충격 자극이 뼈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유도한다면,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운동량

이 극히 부족한 유아 및 청소년에게 운동 보조 장치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환자 및 우주인과 같이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정 

수준의 하중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응책으로써 제시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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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주간의 충격 자극을 통해서 치밀뼈의 골밀도 및 구조적 특성에 대

한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밀뼈의 형성

은 해면뼈의 형성 후 뒤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

해 치밀뼈의 유의한 향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31]. 

한편, 성장판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Resting 

zone: 골단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구성하는 층으로 조골세포가 머무른다. 2) 

Proliferative zone: 세포가 시간이 지나며 유사분열(Mitosis) 한다. 3) 

Hypertrophic zone: 세포 내에 글리코젠(Glycogen) 및 지질(Lipid) 등이 축

적되며 크기가 증가한다. 4)Calcified zone: 연골 조직(Cartilaginous matrix)

의 골화가 일어나며 뼈의 길이적 성장이 유도된다. 이때 뼈가 길이적 성장을 

하며 성장판의 두께는 점차 감소한다[14, 28, 29]. 이에 대해, Ueki et al.은 

in-vitro 조건에서 성장판 연골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결과 성장판 내 대사 활

성이 촉진되고, 성장판의 두께 감소가 지연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28]. 뼈

의 길이적 성장은 성장판 연골(epiphyseal plate or growth plate 

chondrocyte)의 골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Ohashi et al.은 랫의 자뼈에 가한 축방향 반복 압축 하중에 의해 성장판의 골

화 속도가 늦춰졌다고 보고하였다[26]. 이와 더불어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자극은, 성장판의 대사 활동을 촉진하여 성장판의 두께 감소를 지연시키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뼈의 길이적 성장 또한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Ju 

et al.[9]과 Honda et al.[8]은 Wistar 랫에게 점프 운동을 수행한 결과, 뼈의 

길이적 성장에 대해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지 못하였으나, Umemura et 

al.[12]과 Bao et al.[32]은 점프 및 달리기 운동에 의해 뼈 길이가 유의하게 

신장했다고 보고한 반면, Ohashi et al.은 랫의 오른쪽 자뼈(척골, ulna)에 17 

N의 하중으로 2Hz의 진동을 하루 10분 동안 총 8일 가한 결과 왼쪽 자뼈에 

비해 오른쪽 자뼈의 길이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26]. 

하지만 위의 연구에서는 뼈 성장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첫째로, 기존 연구에서 뼈의 길이적 성장을 평가 할 때, 초기 뼈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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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종료 후 단편적인 길이 측정을 통해 길이적 성장에 대한 효과를 논

하였다. 뼈의 성장은 같은 나이, 성별, 종이라도 개체 별 특성에 의해 깊이 영

향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정강뼈의 길이적 성장이 미세하기 때문에 뼈 

길이의 초기값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주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해 자극 수행 전 초기값을 고려한 본 연구에서 

역시, 8주간의 충격 자극은 정강뼈 길이 성장에 대하여 그룹간 유의한 효과 

차이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한편, 뼈의 길이적 성장에 대하여 Hueter과 Volkmann은 뼈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소시킬수록 뼈의 길이적 성장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Hueter-

Volkmann law, 1870s). 또한, Noonan et al.은 어린 양의 정강뼈 길이 성장

을 각 20 및 25일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길이 성장의 약 90%가 뼈에 하중이 

비교적 적은 휴식기(Recumbency phases)에 일어났다 밝힌 바 있다[33]. 따

라서 뼈의 길이적 성장에 대해 외부에서 가하는 유효한 물리적 자극에 전적으

로 기대하기 보다는 휴식 혹은 기타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점프 운동 중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에 의한 충격 자극에 

착안하여, 이를 모방한 자유 낙하 자극이 성장기 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6, 10, 14주령 마우스 및 6주령 랫에게 하루 10회, 주 5회, 총 6주 

및 8주 간 20cm 및 4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충

격 자극은 성장기 뼈 내 골 소구조의 향상을 유도 하며 성장판의 골화 속도를 

늦추는 등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뼈

에 가해지는 충격 자극의 세기는 성장기 연령 혹은 개체 특성을 고려하여 적

정 세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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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Impact Stimulation Mimicking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Exercise on Growing Bones 

 

Eom, S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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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stress and strain generated by physical exercises or the 

other passive stimuli are well kn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ing musculoskeletal system. Especially, when the impact stimulation 

which evokes high magnitude of strain in a second is applied to bone, it 

improves bone qualities and quantity. Thus, to verify the effect of impact 

stimulation, we conducted longitudinal study on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tibiae in growing mice and rats. To assess the effects on the growth, 

we evaluated the thickness of the growth plate and vertical length of tibia 

as well as the BMD and biomechanical properties on trabecular bone and 

cortic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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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ilot test, 6, 10 and 14 weeks old male inbred C57BL/6 mice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nine conditions and the labeled number 

means the age of week: free fall from 20-cm-height (6F20, 10F20, and 

14F20; n = 3 each), free fall from 40-cm-height (6F40, 10F40, and 

14F40; n = 3 each), and sedentary control (6SC, 10SC, and 14SC; n = 3 

each). The impact stimulations were administered to the free fall groups, 

10 times/day, and 5 days/week for 6 weeks. Overall, the effects of 

impact stimulation on improvement of BMD and biomechanical properties 

were noticeable especially in young mice, and in the free fall from 20-

cm-height groups. However, the observation on the calcification pace of 

growth plate seemed to be hardly possible using small animal like mice. 

Meanwhile, among the groups, no visible differences in vertical bone 

length were seen.  

Followed by the pilot test using mice, 6 weeks old male outbred 

Wistar ra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three conditions: free fall 

from 20-cm-height (F20; n = 7), free fall from 40-cm-height (F40; n 

= 7), and sedentary control (SC; n = 7). The impact stimulation protocol 

kept same, except for experimental period (for 8 weeks). Overall, impact 

stimulation for 8 weeks generated by free falls at a 40-cm-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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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ed not only trabecular bone BMD and biomechanical properties but 

also calcification pace of growth plate. However, there were still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on vertical bone length. 

Throughout these results, the proper magnitude of impact 

stimulation can result in the remarkable improvement of bone 

biomechanical properties and impeded calcification pace of growth plate. 

For the actually superior bone lengthening, we may have to consider the 

other instinct and extinct factor for the bon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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