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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ne mass in adults decreases with age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rate of bone formation and 
resorption. We performed this study to investigate whether 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ACAE) 
plays a role in osteoblasts differentiation and osteoclasts formation. Ethanol extract of ACAE showed increase 
in the differentiation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osteoblasts. Also, it decreased the number of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positive multinucleated cells (OCLs) and TRAP activity. 
Therefore, ACAE has the potential to prevent bone-related diseases such as osteoporosis by increasing the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and reducing both the number and activity of osteoc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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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는 조골세포와 골세포의 작용으로 의 생성과 의 

재흡수가 지속 으로 유지되어 평형을 유지하지만(1,2) 폐

경기 여성들의 격한 에스트로겐 감소, 노화, 코르티코이드 

제제의 투여, 흡연, 알코올 섭취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조골

세포와 골세포 작용의 불균형이 생겨 의 생성보다 의 

소실이 증가될 때 골다공증이 유발된다. 골다공증의 치료제

로 NaF, calcitriol(1,25(OH)2D3), isoflavone, raloxifene, 

aminobisphosphonate, SERMs(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등이 시 되고 있으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

제 을 내포하고 있어(3-5) 부작용이 고, 이들을 체할 

수 있는 천연 약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10).

천문동(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은 한

국, 일본, 만, 국에 분포하는 백합과 식물로서, 로부터 

진해, 완화, 자양, 해열, 거담, 지갈, 이뇨, 강장의 효능이 있다

고 하여 리 사용되어 왔다. 덩이뿌리 부분이 주로 약용, 

식용으로 리 사용되며, 덩이뿌리에는 asparagine, β-si-

tosterol, 5-methoxy-methylfurfural, 액질, steroid sap-

onin이 함유되어 있다(11). 천문동에 의한 약리효과는 다음

과 같다. Koo 등(12)은 Hep G2 세포에서 TNF-α로 유도된 

세포공격에 한 세포의 반응(apoptosis)이 천문동에 의하

여 해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Kim 등(13)은 천문동에 의

해 신경아교세포(astrocyte)에서 TNF-α 분비가 억제되었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재까지 천문동의  사에 미치는 향에 해

서는 보고된 바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천문동이  조직

내의 주세포인 조골세포와 골세포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따라서 인간의 유사 조골세포인 

Saos-2 세포를 이용하여 조골세포의 증식과 조골세포의 특

성 인 염기성 인산분해 효소인 alkaline phosphatase 활성

에 미치는 향을 찰하 고, 한 골세포의 세포화학  

표지효소인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 양

성반응을 보이는 골세포수와 TRAP 활성도를 확인함으

로써 천문동 추출물이 의 사에 미치는 향에 한 유의

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천문동은 국내산으로써 경기도 부천시

에 소재한 제약에서 구입하 다. 천문동 100 g에 30% 

에탄올 500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2회 추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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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농축, 동결 건조시켜 7.37 g의 분말을 얻었으며, 이를 di-

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100 mg/mL의 농도로 만

든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조골세포의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Saos-2 cell은 인간의 유사 조골세포이

며,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아 RPMI 1640(Gibco, USA) 

액체배지 500 mL에 10% FBS(Gibco), 100 U/mL pen-

icillin(Gibco), 100 μg/mL streptomycin(Gibco)을 첨가하여 

사용하 으며, 약 48시간 주기로 배양액을 교체하여 주었다. 

세포배양은 37
oC, 5%의 CO2배양기(Nuaire, USA)에서 실시

하 다. 

조골세포의 증식 측정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이 조골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Mosmann(14)의 방법에 따라 MTT(3- 

[4, 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

mide) assay를 실시하 다. Saos-2 cell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1×10
4개로 종하고, 24시간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

시킨 후 천문동 추출물을 0.1, 1, 5, 20 μg/mL의 농도로 처리

하고 24시간, 72시간 동안 배양하 다. MTT를 0.05 mg/mL 

농도로 가하여 같은 조건에서 3시간 더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불용성의 formazan 결정을 DMSO로 용해시킨 후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도 측정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이 조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기 하여 Saos-2 cell에 천문동 추출물을 각각 

0.1, 1, 5, 2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와 동일한 조건에

서 24, 72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 다. 0.1% Triton 

X-100을 well 당 200 μL씩 첨가하고 30분 동안 배양한 후,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 측정에 사용하 으며, 여기에 8 

mM p-nitrophenyl phosphate(PNPP) 20 μL를 넣어 5분간 

반응하 다. 이후 0.5 N NaOH 22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단시킨 다음 405 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골수세포의 분리  배양

4-5주령의 ICR 마우스( 앙실험동물)의 퇴골과 경골

을 무균 으로 해부하고 양 끝을 단한 후 α-minimum 

essential medium(α-MEM, Gibco BRL, USA)을 통과시켜 

골수세포를 수집하고, 10 ng/mL M-CSF(macrophage-col-

ony stimulating factor, Peprotech EC)가 첨가된 α-MEM에 

24시간 배양하 다. 미부착 세포를 α-MEM으로 세척한 후 

1×106 cells/mL가 되도록 48 well 는 96 well plate에 분주

하고 30 ng/mL M-CSF가 첨가된 α-MEM에 배양하 다. 

48시간 후 30 ng/mL M-CSF, 50 ng/mL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Peprotech EC)와 함

께 천문동 추출물을 0.1, 1, 5, 2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

으며, 배양액은 2일 간격으로 신선 배양액으로 교체하 다.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 염색

배양이 종결된 plate는 10% 성 포르말린에 10분간 고정 

후 시 되는 TRAP kit(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

tase, Sigma, St. Louis, MO)를 사용하여 Fast Garnet GBC 

base 용액, sodium nitrite 용액, naphthol AS-BI phosphate 

용액, acetate 용액, tartrate 용액 등을 혼합하여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증류수로 세척 후 hematoxylin 용액으

로 조 염색하여 건조시킨 후 미경(CKX41, Olympus) 

하에서 찰하여 한 세포당 핵이 3개 이상인 다핵의 TRAP 

양성세포를 골세포로 간주하고 각 well당 형성된 다핵 

골세포의 숫자를 세었다. 결과는 각 군당 4개 well의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다.

TRAP 활성도 측정

골세포의 특이한 표지자로 알려진 TRAP 활성도를 측

정하 다. 배양을 완료한 후 PBS로 세척하고, formaldehyde

로 고정한 cell에 기질용액(1.35 mg/mL 4-nitrophenyl 

phosphate disodium salt, 10 mM tartarate, 50 mM citrate 

buffer)을 가하여 37
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0.1 

N NaOH로 반응을 지시켜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mean±SD로 표시하 고, 통계

처리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 으며, *p<0.05, **p<0.01, 
***p<0.001인 경우 조군과 천문동 추출물 처리군 사이에 

유의성이 있음을 인정하 다.

결   과

조골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Saos-2 세포를 사용하여 세포증식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은 24, 72시간 배양 후 최

농도인 20 μg/mL에서 조군에 비하여 각각 21.22± 
1.86%, 29.35±1.49%까지 증가하 으며, 72시간 처리군에

서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1).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도 측정

Saos-2 cell을 이용하여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이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천문동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소 활성을 유의 으로 증

가시켰다. 24, 72시간 배양 후, 최 농도인 20 μg/mL에서 

조군에 비하여 각각 29.35±1.11%, 51.02±0.23%까지 증

가하 으며, 24시간의 0.1 μg/mL군과 72시간의 1 μg/mL군

을 제외한 모든 농도와 시간에서 염기성 인산분해효소의 활

성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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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ACAE on the proliferation of human 
osteoblast-like Saos-2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control. All values are 
mean±SD (n=4). Bars withi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
p<0.05, 

**
p<0.01, and 

***
p<0.001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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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ACAE on the alkaline phosphatase ac-
tivity of human osteoblast-like Saos-2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control. All values are 
mean±SD (n=4). Bars withi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골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천문동 추출물이 골세포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찰

하기 해 천문동 추출물을 0.1, 1, 5, 20 μg/mL로 처리한 

후 TRAP 양성 다핵세포의 형성을 찰하 다. 조군의 

골세포수는 313개 으며, 천문동 추출물 0.1, 1, 5, 20 μg/mL 

처리군에서는 각각 306개, 291개, 227개, 82개로, 조군을 

100%로 나타냈을 때 조군에 비하여 천문동 추출물 처리

군에서 각각 97.76%, 93.07%, 82.73%, 26.19%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3).

TRAP 활성에 미치는 향

천문동 추출물이 골세포의 TRAP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천문동 추출물 0.1, 1, 5, 20 μg/mL 처리군

에서 TRAP 활성도가 조군에 비하여 각각 98.11%, 87.64%, 

75.94%, 36.76%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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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ACAE on the formation of TRAP-pos-
itive osteoclast-like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control. All values are 
mean±SD (n=4). Bars withi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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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ACAE on TRAP activity of osteoclast- 
like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control. All values are 
mean±SD (n=4). Bars within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
p<0.05 by Student's t-test.

고   찰

의 조직은 교원질, 당단백질과 같은 세포외 기질과 조골

세포, 골세포, 골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복잡하고 활동 인 조직으로서 계속 으로 의 

재형성이 일어나며, 의 재형성은 골세포에 의한 의 

흡수와 조골세포에 의한 의 형성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

로 순서 으로 진행된다(15,16).

 기질의 성분을 주로 합성하는 조골세포는 미분화 간엽

세포에서 유래된 조골세포(preosteoblast)가 의 표면에 

도달하여 성숙한 조골세포로 분화되고, 10～20%가 골세포

로 되어 석회화 조직에 묻힌다고 알려져 왔다(17). 활발한 

사작용으로 석회화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

는 세포막에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인간의 유사 조골세포인 Saos-2 cell을 이용하여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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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에탄올 추출물이 조골세포의 성장과 조골세포의 특성

인 염기성 인산분해 효소인 ALP 활성에 미치는 향을 찰

하 다.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은 0.1～20 μg/mL의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조골세포의 증식  ALP 활성을 증가시켰다. 

골세포는 의 내막에 치하며, 의 조직에 존재하는 

유일한 다핵세포이고 흡수가 일어나는 의 표면에 근 하

여 주름의 형태를 보인다. 한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를 가지며 산 생성이 활발한 특성을 가

진다(18). 골세포는 골수내의 조  단핵세포로부터 유래

하고, 이 단핵 구세포는 액내로 순환되며 의 내막층에

서 구세포들이 증식되어 다핵세포를 형성하기 해 융합

되고 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최근 골세포

가 조 기  기원인 것을 이용하여 다수의 골세포를 얻기 

하여 골수세포 배양이 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골수세

포 배양시 찰되는 다핵세포는 TRAP 양성반응을 나타내

는데, 이러한 특성은 다른 의 조직세포와 구별할 수 있는 

골세포의 세포화학  표지효소로 이용된다(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양법을 이용하여 생쥐의 골수세

포를 M-CSF와 RANKL이 함유된 배지에서 골 구세포

로 배양하 고, TRAP 양성이고 3개 이상의 핵을 갖는 다핵

세포를 골세포로 간주하 다. 천문동 추출물이 골세포

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해 천문동 추출물을 

0.1, 1, 5, 20 μg/mL로 처리한 후 TRAP 양성 다핵세포수와 

TRAP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1 μg/mL 이상

의 농도에서 다핵세포수  TRAP 활성도가 조군에 비하

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은 조골세포의 활

성을 증가시키고 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의 

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천문동이 골다공

증 방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으로 조골세포 증식  골세포 분

화 억제와 련된 유 자의 탐색, 작용기  규명  활성성

분의 분리  정제, 응용법 등의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천문동 에탄올 추출물은 조골세포의 증식을 농도  시간 

의존 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으며 조골세포 분화유도 

 석회화에 여하는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을 효과

으로 진시켰다. 한 TRAP 양성인 다핵 골세포수  

TRAP 활성도를 감소시켰다. 결과 으로 천문동 에탄올 추

출물은 조골세포의 활성 증가  골세포의 활성 억제 등 

의 사에 향을 미치므로 의 사와 련된 치료제 

 골다공증 방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으

며, 이와 련된 작용기   활성성분의 분리, 정제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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