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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o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Methods  Osteoarthritis was induced by injection of MIA (50 μL with 80 mg/mL) into knee 

joint cavity of rats. Rats were divided into 6 groups. Normal group was injected by normal 

saline into knee joint cavity only. Control group was induced for osteoarthritis by MIA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distilled water. Normal Saline group was induced for osteoarthritis 

by MIA and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Positive comparison group was injected 

with MIA and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CL) group was induced for osteoarthritis by MIA and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CH) group was in-

duced for osteoarthritis by MIA and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

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was 

injected at ST35 and EX-LE4 each group (CL, CH). After that,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was measured and oxidative stress biomarker in serum, liver function biomarker in serum, 

western blot analysis were measured. Histological analysis of knee joint tissue was per-

formed by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Safranin-O staining and Masson's trichrome 

staining.

Results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group. alanine 

aminotransferanse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CH 

group compare with Indomethacin threated group. Antioxidant enzyme glutathione perox-

idase, Catalase and heme oxygenase-1 were increased in CH group compare with control 

group. Inflammatory cytokine cyclooxygenase-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inter-

leukin-1 beta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CH group. Histological analysis result shows 

that protective effects of joint and cartilage were observed in both CH and CL group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Conclusions  The result suggest that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as 

anti-oxidation effect, anti-inflammatory effect and also can prevent progression of osteo-

arthritis and protect joint cartilage. (J Korean Med Rehabil 2019;29(2):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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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성인에서 가장 흔한 관절 질환인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 질환 또는 변형성 관절증으로도 불리며 연골의 손상

과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 연골하골의 비대, 주변 골연골

부의 과잉 골형성, 관절의 변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 증상은 관절통, 압통, 경직, 잠김감, 부종 등이고 염증 

변화가 소수에서 나타나며, 관절 염발음이나 근육 경련이 

동반되기도 한다1,2).

골관절염은 관절의 통증과 굴신불리 등을 주 증상으로 

하여 한의학에서 痺病證의 범주에 해당한다. 風寒濕熱의 

邪氣가 인체의 正氣가 허한 틈을 타고 經絡으로 침입하거

나 關節에 응체됨으로써 血氣運行을 저해하여 발생되는 것

으로 보고 있다1). 골관절염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는 침구

치료, 한약치료, 물리치료 외에 매선요법, 약침 등이 임상

에서 사용되고 있다3). 특히 자침과 약물의 효과를 함께 적

용할 수 있는 약침요법4)은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에 약침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는 薑黃 (Curcuma 

longa Rhizoma)은 活血去瘀藥으로 破血行氣, 通經止痛 하

는 효능이 있어 心腹痞滿脹痛, 經閉, 癥瘕風濕肩臂疼痛, 跌

撲腫痛 등의 증상에 응용된다5). 薑黃에 관하여 항암 효과6), 

항산화 효과7), 항염증 효과7) 등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

구들이 보고되었으나 monosodium iodoacetate (MIA)로 

유발된 골관절염에 대한 薑黃 약침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

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저자는 薑黃 약침이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MIA로 골관절염을 유도한 흰쥐에 薑黃 약침

을 시술하여 뒷다리 체중 부하 검사, 혈액학적 분석, 혈청 

내 염증 cytokine 및 매개인자 측정, 슬관절 조직의 단백

질 분석과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대한바이오링크(Daehanbiolink, Eumseong, Korea)에서 

공급하는 7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Rat (200~250 g)을 

공급받았고, 실험 당일까지 고형 사료(Samyang corporation, 

Seoul, Korea)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온도(22±2℃), 습

도(55±5%)가 조절된 사육실에서 12시간 light-dark cycle 

환경을 유지하며 1주간 적응시킨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의 승인(승인 번호: DHU2016-043)을 받았다.

2)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MIA,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dithiothreitol (DTT)는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Nuclear factor-kappa 

Bp65 (NF-κBp65), nuclear factor erythroid 2 (Nrf2),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Px), catalase, heme 

oxygenase-1 (HO-1),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1 beta (IL-1β), NADPH oxidase 

4 (NOX4), p47phox, histone, β-actin과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

하였으며, matrix metalloproteinase-2 (MMP-2),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tissue inhibitor of metal-

loproteinases 2 (TIMP2) 1차 항체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고, Protease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

하였다. 또한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와 nitrocellulose membranes

는 Amersham GE Healthcare (Little Chalfont, UK)로부터 

구입하였다. 단백질 정량을 위한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3) 약재 및 약침액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薑黃 (Curcuma longa Rhizoma)은 

옹기한약국(Onggi Hanyakgook, Daegu, Korea)에서 구입

한 것을 생약규격집에 맞추어 관능검사하여 약전규격에 

합격한 것만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10 g 분량에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하여 얻은 

추출액을 감압 증류장치로 농축한 후 이를 다시 동결 건

조하여 완전 건조한 분말(3.18 g, 31.8%)을 얻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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薑黃 분말 3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하여 녹인 후 98% 에

탄올 120 mL를 혼합하고 그 혼합액을 NO 2. paper filter

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그 후 여과액이 30 mL가 되도록 

감압농축을 한 후 농축된 여과액에 추가로 98% 에탄올 

120 mL를 혼합한 후 NO 2. paper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

하였다. 2차적으로 여과액을 30 mL로 감압농축한 후 실험

에 사용하기 직전까지 냉장 보관하였다가 실험 시엔 0.45 μm 

실린지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薑黃 약침원액을 6배 

희석한 것을 고농도로 하고 다시 이를 6배 희석한 것을 

저농도로 하였다. MIA로 관절염을 유발시킨 후 생리식염

수군과 薑黃 약침군은 각각 생리식염수와 薑黃 약침을 1

회/2일 100 μL씩 일정한 시간에 주입하였다. 두 군 모두 

시술은 犢鼻 (ST35)와 膝眼 (EX-LE4) 부위에 피하 2 mm 

깊이로 주입하였고, 약침주입기는 BD Ultra-Fine II Insulin 

Syringe (BD Medical-Diabetes Care, Franklin Lakes, NJ, 

USA)를 사용하여 100 μL를 주입하였다.

4) 실험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전자체중계(Cas, Yangju, Korea), 

AE-6530 mPAG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 

DWT-1800T (Daewoong Bio, Hwaseong, Korea), vortex 

mixer, 동결건조기(Labconco, Kansas City, MO, USA), 

Deep-freezer (Sanyo Co., Tokyo, Japan), Infinite m200 pro 

흡광도 측정기(Tecan, Männedorf, Switzerland), Incapacitance 

Meter Tester 600 (IITC Life Science Inc., Woodland Hills, 

CA, USA), BX-51 편광 현미경(Olympus, Tokyo, Japan), 

냉장 초고속 원심 분리기(Labogene, Seoul, Korea) 등을 

사용하였다.

2. 방법

1) 약물 투여와 군 분리

실험군은 총 6개의 군으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

상군(Nor),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증류수를 경구 투여

한 대조군(Con),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normal saline 

주사 투여군(NS),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indomethacin 

5 mg/kg 경구 투여군(Indo),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저농도 

주사 투여군(CL),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고농도 주사 투여군(CH)으로 

총 6군으로 각각 8마리씩 군 분리하였다.

대조군(Con)과 양성 대조군(Indo)은 매일 경구 투여하

였고 NS 주사 투여군과 薑黃 약침 주사 투여군들은 MIA

로 골관절염 유발 1주일 후부터 군 분리한 뒤 犢鼻 (ST35)

와 膝眼 (EX-LE4) 부위에 피부 2 mm 깊이로 1회/2일 주

입하였고, 2주간 진행하였다.

군 분리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정상군(Nor): 골관절염을 유발시키지 않은 정상군

(2) 대조군(Con):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증류수를 

경구 투여군

(3) 생리식염수 투여군(NS):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normal saline 100 μL 주사 투여군

(4) Indomethacin 투여군(Indo):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indomethacin 5 mg/kg 경구 투여군

(5) 薑黃 약침액 저농도 투여군(CL):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薑黃 약침액 저농도 100 μL 주사 투여군 

(6) 薑黃 약침액 고농도 투여군(CH):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薑黃 약침액 고농도 100 μL 주사 투여군 

2) MIA에 의한 골관절염 유발

정상군을 제외한 Rat에 마취제 Zoletile mixture (Vibrac, 

Carros, France)를 3.5 mg/kg을 복강에 투여하여 마취시

켰다. 실험동물의 오른쪽 무릎 주변을 깨끗이 제모한 후 골

관절염 유발물질인 MIA를 0.3 mL insulin 주사기를 사용

하여 오른쪽 무릎 관절강 내에 50μL (80 mg/mL)씩 투여

하였다. MIA 희석 시에는 0.9% saline을 사용하였다.

3) 체중 및 식이섭취량 측정

실험동물의 체중은 전자체중계로 1회/2일로 동일 시간 

동일 조건에서 측정하였고, 식이섭취량은 2일 동안 제공

된 사료에서 2일간 섭취하고 남은 사료량을 측정 후 각 

실험군의 하루 사료섭취량을 산출하였다.

(1) 체중(body weight) 

① 체중 변화 측정: 1회/2일 오전 동일한 시간에 측정 

및 기록

② 총 체중 증가량 : Final body weight (g)-Initial body 

weigh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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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이섭취량(food intake)

일 평균식이섭취량
 

총 식이섭취량    
× 

4) 뒷다리 체중 부하 측정

약침액은 2일 1회 오전 투여, 측정은 오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측정일은 MIA 주사 전날, 주사 후 7일, 

14일과 21일에 각각 시행하였다. Incapacitance tester (Ser 

No. 01/45/25, Linton instrument Co., Palgrave, UK)를 

이용하여 오른쪽, 왼쪽 뒷다리 무게를 각각 측정하였다. 

MIA에 의해 골관절염이 유발되면, Rat은 MIA를 투여하지 

않은 다리에 의지하여 tester의 holder 안에 서게 하였다. 

Rat의 배가 기기의 센서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오

른쪽 각각의 발 무게(g)를 측정하여 나타냈다. 실험 결과

는 관절염이 유발된 뒷다리(오른쪽 뒷다리)의 체중 부하

량에 대한 정상 뒷다리(왼쪽 뒷다리)의 체중 부하량을 계

산하여 체중 부하 비율을 계산하고, 정상군의 체중 부하 

비율에 각 군의 체중 부하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표준편

차로 표시하였다.

∫ 체중부하비율=
관절염이 유발된 뒷다리의 체중부하량

정상뒷다리의 체중부하량

∬ 상대적 체중 부하=
정상군의 평균 체중부하비율

각 군의 체중부하비율
×

5) 혈청 내 간 손상 지표 분석

복대정맥에서 채혈한 혈액을 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얻었고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ssay kit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의 프로토콜에 따

라 측정하였다.

6) 혈청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측정

복대정맥에서 채혈한 혈액을 4,000 rpm으로 10분간 원

심 분리하여 혈청을 얻었고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를 측정하기 위하여 25 mM DCF-DA를 혼합한 후, 형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0분부터 매 5분씩 530 nm 방사파장

(emission wavelength)과 485 nm 여기파장(excitation wave-

length)을 이용하여 30분간 측정한 산출값을 계산하였다. 

혈청에서 ROS를 측정하기 위하여 Kooy 등8)의 방법을 시

행하였다.

7) Western blot 분석

관절조직의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5 mM Tris–HCl (pH 7.5), 2 mM MgCl2, 15 mM 

CaCl2, 1.5 M sucrose, 0.1 M DTT,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첨가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 (Bio Spec 

Product, Bartlesville, OK, USA)로 분쇄한 후 10%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아이스 위에서 20분간 정치시킨 후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위해 10% NP-40가 

더해진 buffer A에 두 번 헹구고 100 μL의 buffer C (50 

mM HEPES, 50 mM KCl, 0.3 mM NaCl, 0.1 mM EDTA, 

1 mM DTT, 0.1 mM PMSF, 10% glycerol)를 첨가해 재

부유시킨 뒤 10분마다 vortex를 세 번하였다. 4℃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에서 각각 냉동 보관하였다. 관

절조직 세포질 내의 GPx, Catalase, HO-1, iNOS, COX-2, 

TNF-α, IL-1β, NOX4, p47phox, MMP-2, MMP-9, TIMP2, 

β-actin 및 핵의 NF-κBp65, Nrf2, histone 단백질의 발

현을 측정하기 위해 10 μg의 단백질을 8~15% SDS-poly-

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후,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준비된 mem-

brane에 각각의 1차 antibody를 처리하여 4℃에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고, 각각 처

리된 1차 항체에 사용되는 2차 항체(PBS-T로 1:3,000으로 

희석해서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CL 용액을 GE 

Healthcare (Little Chalfont)에 노출시킨 후,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에 감광시켜 단백질 발현

을 확인한 후,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8) 조직병리학적 분석

실험 종료 후 슬관절 부위를 절단하여 10% EDTA가 포

함된 10% 포르말린(formalin) 용액에 넣어 관절을 탈회

(decalcification)시켰다. Radiographic technique을 이용

하여 탈회 유무를 확인한 후 parafin wax에 관절을 넣고 

고정한 다음 coronal section을 실시하였다. 탈회 과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고정된 조직을 7 μm의 크기로 자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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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Nor 311.1± 9.3 362.2± 10.8 51.1± 7.5 24.8± 1.9

Con 295.9± 9.7 356.3± 19.9 60.3± 15.7 26.2± 0.9

NS 294.2± 6.3 351.5± 4.6 57.3± 3.1 25.7± 0.6

Indo 302.8± 8.7 375.2± 31.4* 72.4± 29.1 26.6± 1.4

CL 286.5± 13.9 335.0± 20.2* 48.8± 18.9 25.2± 2.6

CH 294.6± 15.7 339.0± 24.3 44.0± 19.2 24.9± 0.7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Table I. Body Weight and Food Intake

hematoxylin and eosin (H&E)와 Masson's trichrome (M-T) 

및 Safranin-O 염색을 실시하여 조직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염증 반응 발생 유무나 활막 세포의 증식, 염증 세포의 조직 

침윤 여부는 H&E 염색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Proteoglycan 

층을 염색하는 Safranin-O 염색 결과에서는 연골 조직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9)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SPSS ver-

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한 후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후검증을 실

시하여 군 간의 유의성을 측정하였다. 유의수준 p-val-

ue<0.05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1. 체중 및 식이섭취량

MIA로 골관절염 유발 후 2주 동안 모든 군에서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각 군들 간의 체중

변화량에는 유의성이 없었고, 식이섭취량 또한 각 군들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I).

2. 뒷다리 체중 부하의 변화

정상군의 뒷다리 체중 부하 비율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군의 상대적 뒷다리 체중 부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MIA 투여 1주일 후에는 정상군(96.86±14.57)에 비해 대

조군(271.24±105.89)은 증가를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

여 NS 투여군(227.71±58.22)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으며, 양성 대조군(117.88±22.52)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171.82±84.23)과 CH 투

여군(168.91±35.46)에서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p<0.01).

MIA 투여 2주일 후 뒷다리 체중 부하 변화를 관찰한 결

과, 정상군(107.62±15.11)에 비해 대조군(212.68±83.29)은 

증가를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245.22±65.42)

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110.14±37.34)

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160.19 

±33.07)과 CH 투여군(116.37±20.50)에서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p<0.001) (Table II).

3. 혈청 내 간 손상 지표 분석

1) ALT

ALT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11.16±0.95 IU/L)에 비하여 

대조군(9.31±0.64 IU/L)은 감소를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

여 NS 투여군(13.03±0.80 IU/L)과 양성 대조군(15.39± 

0.97 IU/L)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1, p<0.001). 

CL 투여군(7.39±0.39 IU/L)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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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1,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2.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1,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Group 0 weeks 1 weeks 2 weeks 3 weeks

Nor 101.06± 20.68 91.31± 11.92 96.86± 14.57 107.62± 15.11

Con 95.40± 21.49 226.66± 124.60 271.24± 105.89 212.68± 83.29

NS 116.04± 28.14 220.46± 81.72 227.71± 58.22 245.22± 65.42

Indo 100.59± 12.47 247.60± 67.77 117.88± 22.52‡ 110.14± 37.34‡

CL 107.85± 24.15 230.59± 72.59 171.82± 84.23† 160.19± 33.07*

CH 106.83± 25.43 222.22± 21.50 168.91± 35.46† 116.37± 20.50‡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Table II. The Changes in Relative Hind Paw Weight Distribution in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CH 투여군(4.18±0.44 IU/L)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

다(p<0.001) (Fig. 1).

2) AST

AST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87.07±2.02 IU/L)에 비하여 

대조군(87.74±4.62 IU/L)은 증가를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

하여 NS 투여군(107.64±12.62 IU/L)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으며, 양성 대조군(150.88±10.03 IU/L)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90.53±7.74 IU/L)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 투여군(61.04±4.12 IU/L)

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1) (Fig. 2).

4. 혈청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분석

ROS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15,113.3±2,136.8 fluo-

rescence/min/mL)에 비하여 대조군(37,177.8±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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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stern blot analysis of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oxidase 4 (NOX4)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3. Oxidative stress biomarke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luorescence/min/mL)은 증가하였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33,218.8±15,938.2 fluorescence/min/mL)은 감소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양성 대조군(23,337.8±13,844.9 

fluorescence/min/mL)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p<0.01). CL 투여군(27,610.0±6,325.5 fluorescence/min/mL)

과 CH 투여군(25,276.7±4,636.0 fluorescence/min/mL) 모

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3).

5. 관절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분석

1) NOX4

NOX4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0)과 비교

하였을 때 대조군(1.44±0.17)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35±0.22)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86±0.07)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1.12± 

0.03)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 투여군(1.12±0.08)

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4).

2) p47
phox

p47phox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07)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1.23±0.05)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31± 

0.13)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72± 

0.22)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0.99 

±0.07)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 투여군 (0.97± 

0.03)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5).

6. 관절조직 내 항산화 단백질 분석

1) Nrf2

Nrf2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0)과 비교

하였을 때 대조군(0.86±0.06)에서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였

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44±0.06)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1.68±0.24)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1.49±0.20)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으며(p<0.01), CH 투여군(1.21±0.11)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6).

2) GPx

GPx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03)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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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estern blot analysis of glutathione peroxidase (GPx)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5. Western blot analysis of p47phox expression;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6. Western blot analysis of nuclear factor erythroid 2 (Nrf2)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1,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하였을 때 대조군(1.03±0.06)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12±0.14)

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95±0.09)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CL 투여군(1.62±0.28)과 CH 

투여군(1.95±0.37)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5, 

p<0.01) (Fig. 7).

3) Catalase

Catalase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09)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0.92±0.09)에서 단백질 발현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 (0.98± 

0.17)과 양성 대조군(1.04±0.05)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CL 투여군(1.52±0.25)과 CH 투여군(2.30±0.40)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5, p<0.001) (Fig. 8).

4) HO-1

HO-1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4)과 비교

하였을 때 대조군(0.79±0.08)에서 단백질 발현이 감소를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0.90±0.08)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79±0.03)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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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estern blot analysis of heme oxygenase-1 (HO-1)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8. Western blot analysis of Catalase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10. Western blot analysis of nuclear factor-kappa Bp65 
(NF-κBp65)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s.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가 없었다. CL 투여군(0.97±0.13)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으며, CH 투여군(1.07±0.10)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

냈다(p<0.05) (Fig. 9).

7. 관절조직 내 염증 cytokine 및 매개 인자 분석

1) NF-κBp65

NF-κBp65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9)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1.12±0.09)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47± 

0.24)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98± 

0.09)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CL 투여군(1.07±0.11)과 

CH 투여군(1.00±0.04)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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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Western blot analysi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11. Western blot analysis of cyclooxygenase-2 (COX-2)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2) COX-2

COX-2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3)과 비교

하였을 때 대조군(1.45±0.16)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63±0.19)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61±0.04)은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1.19±0.15)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 투여군(1.05±0.04)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11).

3) iNOS

iNOS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7)과 비교하

였을 때 대조군(1.83±0.13)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69±0.35)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71±0.08)은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p<0.001). CL 투여군(1.42±0.21)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 투여군(1.30±0.04)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12).

4) TNF-α

TNF-α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0)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1.37±0.18)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35± 

0.22)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86± 

0.07)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1). CL 투여군

(1.17±0.08)과 CH 투여군(1.12±0.03)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13).

5) IL-1β

IL-1β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11)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2.04±0.34)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 (2.01± 

0.32)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1.04± 

0.21)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1). CL 투여군

(1.13±0.15)과 CH 투여군(1.17±0.16)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1)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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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Western blot analysis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MMP-2)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14. Western blot analysis of interleukin-1 beta (IL-1β)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13. Western blot analysis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8. 관절조직 내 단백질 분해 인자 분석

1) MMP-2

MMP-2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08)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1.66±0.18)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30± 

0.19)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으며(p<0.05), 양성 대

조군(0.85±0.06)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01). 

CL 투여군(1.26±0.07)과 CH 투여군(1.19±0.07) 모두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p<0.01) (Fig. 15).

2) MMP-9

MMP-9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21)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1.52±0.29)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1.10± 

0.13)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0.67± 

0.06)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1). CL 투여군

(0.98±0.09)과 CH 투여군(0.91±0.12)은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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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Western blot analysis of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 2 (TIMP2)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Fig. 16. Western blot analysis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expression levels in the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8 rats per group. Nor: normal rats,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Significance: 
*p<0.05, **p<0.01 v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by student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test.

3) TIMP2

TIMP2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1.00±0.21)과 비

교하였을 때 대조군(0.68±0.11)에서 단백질 발현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조군에 비하여 NS 투여군 (0.92± 

0.06)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1.14± 

0.21)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5). CL 투여군

(0.88±0.07)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 투여군

(1.21±0.21)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p<0.05) (Fig. 17).

9. 조직병리학적 분석

1) H&E 염색

정상군은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이 정상적인 반면 대

조군은 골관절염 유발로 인해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의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양성 대조군

은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의 손상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CL 투여군과 CH 투여군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의 손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Fig. 18).

2) Safranin-O 염색

정상군은 관절 조직과 proteoglycan이 정상적으로 보

였으나 대조군은 골관절염 유발로 인해 정상 관절 조직과 

proteoglycan의 파괴가 관찰되었다. 반면 양성 대조군은 

관절 조직과 proteoglycan의 파괴가 억제되었으며 CL 투

여군과 CH 투여군 또한 관절 조직과 proteoglycan의 파

괴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Fig. 19).

3) M-T 염색

정상군은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이 정상적인 반면 대조

군은 골관절염 유발로 면역세포가 침투하여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의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반면 양성 대조군

에서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의 손상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CL 투여군과 CH 투여군은 면역세포의 침투

나 활막 조직과 연골 조직의 손상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

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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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the knee joint tissues after treatment of CL and CH in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Safranin-O staining, ×200). (A) Nor: normal rats. (B)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C)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D)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E)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F)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Fig. 18.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the knee joint tissues after treatment of CL and CH in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ing, ×200). (A) Nor: normal rats. (B)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C)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D)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E)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F)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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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the knee joint tissues after treatment of CL and CH in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Masson's trichrome staining, ×200). (A) Nor: normal rats. (B) C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water. (C) NS: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normal saline 100 μL. (D) Indo: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orally administered with indomethacin 5 mg/kg body weight. (E) CL: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low concentration 100 μL. (F) CH: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injected with 

Curcumae Longae Rhizoma pharmacopuncture high concentration 100 μL.

고찰»»»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뼈모

세포의 분화가 감소하고 연골의 분해가 빨라져 정상적인 

골격구조의 소실, 연골의 손상 및 인대가 강직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9). 국민 건강통계에 의하면 무

릎 부위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골관

절염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10).

골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경감하고 신체기능 손

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11). 수술적 치료 외에 통증이 있

는 관절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감소시키는 비약물적 치료

와 비스테로이드 항염 진통제, COX-2 길항제 등의 약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약물 요법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며 장기 복용 시 

위장관계 출혈, 신 독성,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12,13).

한의학에서의 골관절염은 痺症, 歷節風, 鶴膝風 등의 

범주에 속하며, 원인으로는 營衛失調, 腠理空疎, 正氣虛

弱하여 발생하거나 風寒濕의 三氣가 침범하여 氣血의 운

행을 방해하고 經絡의 흐름을 막아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肢體에 통증이 발생하면서 마비가 오고 부어오

르며 關節의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

한다1). 치료는 변증에 따라 補肝腎, 强筋骨, 祛風濕, 活血

祛瘀 등의 치료법을 활용하고, 經脈과 氣血을 調和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한다14).

약침요법은 經絡理論을 근간으로 하는 鍼灸療法과 氣味

論을 근간으로 하는 藥物療法이 결합된 치료법으로, 한약을 

정제, 추출하여 만든 약침액을 혈위에 주입함으로써 자침

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치료 방법4)이다. 최근 

골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봉독과 鹿茸 약침에 대한 연구15), 

附子 약침에 대한 연구16), 仙茅 약침에 대한 연구17) 등이 

보고되어 있다.

薑黃은 생강과에 속한 다년생 本草인 Curcumae Longae 

Rhizoma의 근경을 건조한 것으로 破血行氣, 通經止痛의 

效能으로 風濕痹痛과 關節不利 등의 증에 상용된다8). 薑

黃의 주요 성분인 curcumin의 효능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Curcumin은 bilirubin 수치를 저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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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호 효능을 나타내며18), 위장에서 H2 수용체에 길항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19)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나타

내었다20). 또한 薑黃 추출물은 염증성 cytokine의 유리를 

억제하여 관절염에 효과가 있었으며21), 무릎 관절염 환자

들의 임상실험에서도 효능이 입증되었다22). 또 다른 임상

실험에서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의 일

종인 diclofenac과 비교시험을 하였는데, diclofenac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diclofenac의 보조요법

으로 curcumin을 투여했을 때 통증완화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본 연구에서 사용한 MIA는 관절강에 주입하게 되면 관

절 연골의 변성과 괴사가 진행되는데, 연골 손상과 기능

장애, 통증 양상이 사람의 골관절염과 유사하게 발현되어 

골관절염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 응용되고 있다24,25). MIA 

주입 후 3일째부터 무릎 관절 연골에서 급성 염증 반응에 

의한 통증 유발 물질이 관절 내에 분비되어 통증이 발생

되고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의 활성이 증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일째부터는 활막 조직에 변

형이 발생하며 proteoglycan의 소실이 모든 구획에서 관

찰되고, 21일째부터 심층부 연골까지 파괴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26,27).

薑黃 약침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중 및 식이섭

취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혈청 ALT와 AST를 측정하였다. 

MIA 투여 후 2주간 모든 군에서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각 

군들 사이에 유의성은 없었고 식이섭취량에도 유의성은 없

었다(Table I). ALT와 AST는 CL 투여군에서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고, CH 투여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Fig. 1, 2).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薑黃 약침은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뒷다리 체중 부하 검사는 관절염이 

유발된 쪽의 다리에 체중을 싣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하

여 체중 부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이 검사를 통하여 

통증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26,28). CL 투

여군과 CH 투여군 모두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으므로(Table II) 薑黃 약침은 관절

염이 유발된 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활성산소종(ROS)이란 산소분자의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여 불안정한 상태인 변형된 산소를 의미하며, 그 종

류로는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 

superoxide anion (O2
-), 그리고 hypochlorous acid (HClO) 

등이 있다. 이 중 superoxide anion은 염증성 관절 질환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9). ROS는 자체로

도 산화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다른 ROS와의 이차적

인 산화 환원반응을 통해서도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거나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신

체의 항산화능력이 떨어지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산화적 스

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30), cytokine이나 prostaglandin 같

은 염증 전구물질이 ROS와 함께 염증 부위에서 유리된다31). 

본 연구에서 혈청 ROS는 CL 투여군과 CH 투여군에서 대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므로(Fig. 3) 薑黃 

약침은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NADPH) 

oxidase는 세포막 단백질로 superoxide, hydroxy peroxide

와 같은 ROS를 생성한다32). NOX는 gp91phox, p22phox, 

p47phox, p67phox 및 p40phox의 다섯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세포가 자극을 받고 활성화

되면 p47phox가 인산화되어 세포막 단백질 p22phox와 결합

되면 활성화되면서 superoxide anion을 생성한다33,34). 

NOX4는 주로 신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신체조직 전

반에서 관찰되며, 분포 부위에 따른 특징적인 기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NOX4는 p22phox의 조절에 

의해 활성화되며, NOX1, NOX2, NOX5 등이 superoxide 

anion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NOX4는 superoxide anion

에 전자를 운반하여 주로 hydrogen peroxide를 생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6). 본 실험에서 관절조직의 NOX4와 

p47phox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CL 투여군과 CH 투여군

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CH 투여군에

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므로(Fig. 4, 5) 薑黃 약침은 

관절조직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매개 인자를 조절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었다.

Nrf2는 염증조절인자의 일종으로 염증 반응이나 산화

적 스트레스와 같은 병리적 상황에서 증가하며, 다양한 

항산화전자의 전사를 일으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

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7,38). GPx는 세포와 혈중

에 존재하며, 체내에서 생성된 hydrogen peroxide와 기타 

유리 과산화물을 분해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효소

이다39). Catalase 또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세포 내의 

소기관의 손상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40). Heme oxy-

genase는 HO-1, HO-2, HO-3가 있는데, 그중 HO-1은 특

히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발현되는 효소로 강력한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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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 효과와 더불어 세포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41). 본 연구에서 Nrf2는 CL 투여군과 CH 투여군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CL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

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GPx와 Catalase CL 투여군과 CH 

투여군에서 모두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HO-1 역시 

CL 투여군과 CH 투여군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CH 투여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증가했으므로

(Fig. 6-9) 薑黃 약침은 관절 조직 내에서 항산화 단백질

을 증가시켰다.

NF-κBp65는 정상 상태에서는 세포질에서 inhibitory 

kappa B (I-κB)와 결합하여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외부자극에 의해 I-κB가 분해되면서 NF-κB는 핵 안으

로 이동하게 되고42,43) TNF-α, IL-6, IL-8와 같은 물질에 

결합하여 receptor의 발현을 촉진한다44,45). COX는 COX-1

과 COX-2로 나뉘며, COX-1은 혈관, 위장관계, 신장 등의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prostaglandin의 생성과 다양

한 생리적 효과와도 관련되어 있다. COX-2는 주로 염증

부에 존재하며 endotoxin과 mitogen, cytokine 등과 같은 

염증 전구물질들에 의해 합성된다. 뇌, 신장, 난소, 자궁, 

뼈, 연골, 혈관 내피세포 등에 존재하여, cytokine에 의해 

염증 반응에서 나타난다46). NO를 소량 생성하는 cNOS와

는 달리 iNOS는 세포 내에서 항상 존재하며, 염증 등의 

자극에 의해 과량의 NO를 생성하고, 과량으로 생성된 NO

는 TNF-α, IL-1 및 IL-6 등 염증 cytokine 뿐만 아니라 

COX-2도 과량 생산하여 과도한 면역반응을 야기한다47). 과

량 생산된 NO는 염증과 조직 손상에 관련되어 있고, 관

절염 실험 모델에서 NO의 합성과 활성을 조절하여 관절

염 병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48). 염증성 cyto-

kine인 IL-1β와 TNF-α는 전염증성 cytokine으로 골관

절염의 염증성 활막에서 과량으로 분비되어 proteoglycan

의 합성을 저해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본 연구에서 관절조직 내의 염증 cytokine을 분석한 결과, 

NF-κBp65와 COX-2에서 CL 투여군과 CH 투여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CH 투여군에서는 COX-2

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iNOS, TNF-α, IL-1β 또한 

CL 투여군과 CH 투여군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

으며 CL 투여군은 IL-1β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CH 

투여군에서 iNOS와 IL-1β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므

로(Fig. 10-14) 薑黃 약침은 관절조직에서 염증성 cyto-

kine 분비를 억제시키고 염증매개 인자들의 생성을 조절

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었다.

MMPs는 기질단백분해효소로 소아, 유년, 청장년기에는 

생명 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조절 단백이지만, 노인에서는 

MMPs가 정상보다 과잉 발현하여 염증세포의 침윤과 섬

유화, 종양 등의 병리적 상황으로 진행하게 된다50). 이 중 

MMP-2와 MMP-9은 제Ⅳ형 콜라겐을 분해하는 단백질51)

로 골관절염에서는 proteoglycan의 분해와 관련 있어52), 

MMPs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이 관절염 치료에서 중요하다

고 알려져 있다53). TIMPs는 MMPs에 길항작용을 하며 이

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MMP의 분비를 제어하고 활성도

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본 연구에서 관절조

직 내의 단백질 분해인자 MMP-2, MMP-9, TIMP2를 분석한 

결과 CL 투여군과 CH 투여군 모두에서 MMP-2와 MMP-9

의 유의성 있는 감소가 있었으며, TIMP2는 CH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고 CL 투여군에서 유의성은 

없었지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Fig. 15-17) 薑黃 

약침은 MMPs의 활성을 조절하여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

였다.

정상적인 관절연골에서 proteoglycan은 관절연골의 세

포외 기질을 이루는 주성분으로 정상 연골 세포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동시에 연골 세포에서 MMPs를 분

비하여 proteoglycan을 파괴함으로 관절 내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55). 관절 내 proteoglycan 함량이 감소하게 되

면 관절연골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골관절염의 진행이 시

작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H&E, Safranin-O 및 M-T 염색을 통하여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골관

절염 유발로 인하여 활막조직과 연골조직의 손상이 관찰

되었고, proteoglycan의 파괴가 관찰되었다. 반면 CL 투

여군과 CH 투여군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활막과 연골의 

손상이 억제되어 있었으며, proteoglycan의 파괴가 억제

되어 있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Fig. 18-20) 薑黃 약

침은 관절조직의 파괴를 억제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

가 있었다.

이상으로 薑黃 약침을 MIA로 유도된 골관절염 흰쥐에 

주입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관절조직에서 활성

산소종을 억제하고 항산화 단백질을 생성하여 항산화 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염증성 cytokine 분비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염증매개 인자들의 생성을 조절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었고, 관절 조직을 보호하고 골관절염의 진행을 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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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薑黃 약침의 안정

성 및 작용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임상

에서 골관절염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薑黃 약침이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IA로 유도된 골관절염 흰쥐를 사용하여 체중 변화 및 식

이 변화, 뒷다리 체중부하, 간기능 검사,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인자, 산화적 스트레스 매개 인자, 항산화 단백질, 염

증성 cytokine 및 매개인자, 단백질 분해 인자 및 조직병

리학적 변화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뒷다리 체중부하 검사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2. 간독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ALT와 AST가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

3. 산화적 스트레스의 바이오마커인 ROS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4. GPx와 Catalase는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다.

5. COX-2, iNOS, IL-1β, NOX4 p47phox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6. MMP-2, MMP-9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TIMP2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7.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활막과 연골의 손상 정도가 

억제되었고, proteoglycan의 파괴도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薑黃 약침은 항산화, 항염증 및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골관절염 진행을 억제시키며 연골을 보호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진행

된다면 골관절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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