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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Osteoporosis is the most common bone disease and osteoporosis fracture is the leading cause of decreased life. 

Bisphosphonate and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are the best choice of treatment for osteoporosis. However, when 

used for a long time, the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ide effect such as osteonecrosis of the jaw. Thus, it is crucial to develop 

alternative medicine to treat osteoporosis.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a herbal medicine, is mainly to treat rheumatoid 

arthritis. However, the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w-GM) on osteoporosis has not been 

investigated. Thus, we examine whether w-GM can inhibit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bone resorption on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NF-κB) ligand (RANKL)-treated RAW 264.7 cells. In this study, RAW 264.7 cells were used as an 

osteoclast differentiation model by treating them with RANKL. Methods : RAW 264.7 cells were us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w-GM 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bone resorption. The number of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positive cells, 

TRAP activity and pit formation assay were examined. In addition, protein expressio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d mRNA 

expressions were analyzed by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ults : Treatment with w-GM inhibited the 

number of TRAP-positive cells, TRAP activity and pit area. In addition, w-GM decreased protein expression such as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NF-κB, c-Fos and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cytoplasmic 1 (NFATc1). It also inhibited the mRNA 

levels such as c-Fos, NFATc1, TRAP, NF-κB, calcitonin receptor and cathepsin K in RANKL-treated RAW 264.7 cell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w-GM has inhibitory effects via osteoclast differentiation, thus it could be a new medication for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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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 재형성(bone remodeling)은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와 뼈

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적절한 활성으로 진행된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 조직이 미세하게 악화되어 골절의 위험성

이 높아지는 전신성 골격 질환”이다1).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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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며, 1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골다공증

을 앓고 있고, 3,400만 명이 골다공증 위험군에 속하며,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2). 골다공증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는 노화, 에스트로겐 결핍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3,4).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어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성으로 골 흡수가 가속화되는데, 이는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이

라고 알려져 있다5). 최근, 골의 신진대사에 관한 이해가 늘어남에 

따라 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염증

성 장 질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 골다공증과 관련 있다고 밝혀졌다6).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7),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반적인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bisphospho-

nates와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이다8,9). 골다공

증 치료제 사용 시, 골다공증 성 골절 위험을 30∼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10). 하지만, 하악골 괴사, 유방암 그리고 안면홍조 

등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11). 이에 따라,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치료제 개발은 필요한 실정이다. 

파골세포는 조혈모세포에서 유래되는 다핵세포이다. 파골세포 

분화는 receptor activator of NF-κB (RANK) ligand (RANKL)

에 의해 조절된다12). RANKL은 RANK와 결합하여 파골세포 분화

에 필수적인 nuclear factor (NF)-κB와 mitogen-activated pro-

tein kinase (MAPK), c-Fos 그리고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NFATc1)를 차례대로 자극하여, 파골세포의 골 재흡수, 

활성화 및 분화를 유도한다13,14).

秦艽 (Gentianae Macrophyllae Radix)는 용담과(龍膽科, 

Gentianaceae)에 속하는 진교(Gentiana macrophylla Pall.)와 마

화진교(G. straminea Maxim), 조경진교(G. crassicaulis Duthie 

ex Burk.), 소진교(G. dahurica Fisch.)의 뿌리로써, 진규, 진조, 

좌진구 등의 이명으로도 불린다. 성분으로는 gentiopicroside, 

gentianine, gentianidine 그리고 gentianin C 등의 alkaloid와 

당류 등을 함유하고 있다. 진교의 주된 효능은 祛風濕, 止痺痛, 淸虛

熱, 淸濕熱 등이며, 따라서 風濕痺痛, 筋脈拘攣, 骨節酸痛, 日晡潮熱, 

小兒疳積發熱 등 치료에 적용된다15). 

이전 연구에 따르면, 진교는 류마티스 관절염 억제효과와 염증

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억제 효과가 밝혀졌다16,17). 특히 진교의 주

요 성분인 gentiopicroside는 항염증 및 간 보호 작용 등 다양한 

효과가 밝혀졌다18). gentiopicroside는 nitric oxide 그리고 

cycloo3xygenase-2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염증 매개체의 생

성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과 관련한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했

고19), gentiopicroside은 관절 연골 세포에서 염증반응으로 나타

난 interleukin-1β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 최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파골세포, 조골세포 그리고 골다공증 발병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21). 진교와 그 성분인 gentiopicro-

side의 항염증 효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유발된 파골세포 분

화 및 관련 유전자 발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교는 항염증 효과를 보였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진교의 효과

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淸虛熱, 淸濕熱 등의 효능을 

지닌 진교가 골다공증에 있어 주요 발병 원인인 과도한 파골세포

의 분화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행하였고, 유의미

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RANKL은 Peprotech (London, UK)에서 구매하였으며, 세포 

배지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은 Welgene 

(Daejeon,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세포 배지인 α- 

minimum essential medium (α-MEM)과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fetal bovine serum (FBS) 그리고 pen-

icillin/streptomycin (P/S)은 Gibco (Gaithersburg, MD, USA)에

서 구매하였다.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

liferation assay (MTS)는 Promega (Madison, WI, USA)에서 구

매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primer는 Genotech (Daejeon,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Bicinchoninic acid solution, tartrate-resistant acid pho-

sphatase (TRAP) Kit,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그리고 gentiopicroside는 Sigma-Aldrich 

(Saint Louis, MI, USA)에서 구매하였다. c-Fos 그리고 β-actin은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의 제품을 사

용하였다. Osteo assay surface multiple well plate는 Corning 

Inc (New York, NY, USA)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p-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c-Jun N-terminal kinase 

(JNK), p-p38, T-ERK, T-JNK, T-p38은 Cell signalling Tech-

nology (Danvers, MA,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NFATc1는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Super-

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kit는 Invitrogen (Carlsbad, C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Taq polymerase는 Kapa Bio-

systems (Woburn, MA, USA)에서 구매하였다. Peroxidase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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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antibody는 Jackson ImmunoResearch (West Grove, 

PA, USA)에서 구매하였다.

2. 진교 물 추출물의 제조

중국 섬서에서 채취된 소진교(Omniherb, Seoul, Korea) 300 g

에 증류수 3 L을 첨가하여 2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지(Whatman no.3, Maidstone, UK)로 여과한 후 동결건조하

여 진교 물 추출물(water extract of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이하 w-GM)의 최종 파우더(94.4 g)을 얻었다. 최종 수득율

은 31.5%였다. 그 후 냉동고(−2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 실험에는 pore size 0.22 mm 필터를 이용하여 멸균 사용하

였다. 

3.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

w-GM의 주요 성분인 gentiopicroside를 분석하기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Waters Alliance 2695- 

Photodiode Array ; Waters2996 detector system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칼럼은 XBridgeTM C18 (5 mm×250 mm; Waters,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고, 유속은 0.8 ml/min로 흘려주었

으며 시료 주입량은 10 μl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 (ACN)과 

1% acetic acid가 포함된 물(H2O)을 사용하였으며, chromato-

gram의 검출 파장은 254 nm로 하였다.

4. RAW 264.7 세포 배양

RAW 264.7 세포는 1% P/S 및 10% FBS를 첨가한 DMEM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세포 incubator (Sanyo, Oragun, Japan)에서 

배양하였으며, 37℃에서 95% 습도와 5% CO2를 유지하였다. 

5. 세포 독성 측정

w-GM의 세포 독성은 RAW 264.7 세포에 MTS assay를 실시하

여 측정하였다. 5×103 cells/well의 밀도가 되도록 96-well plate

에 분주하였다. 그 후 FBS와 P/S를 포함하지 않은 DMEM 배지에 

w-GM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종료 후 세

포에 20 μl의 MTS 용액을 첨가하여 37℃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

였다. 반응 종료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6. TRAP 염색 및 활성도 측정

RAW 264.7 세포를 파골세포로 유도하기 위해 10% FBS와 1% 

P/S를 첨가한 α-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5×103 cells/well의 

밀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RANKL 

(100 ng/ml)과 w-GM (62.5, 125, 250 μg/ml)이 포함된 배지로 

교환하여 5일간 배양하였다. 배지는 2일 마다 동일한 배지로 교환

하였으며, 파골세포 분화가 완료된 뒤에는 세포를 배양한 배지를 

2,0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이후 분화

된 세포는 DPBS로 수세하고, 10% formalin으로 세포를 10분간 

고정하였다. 증류수로 세척한 뒤, TRAP staining kit을 사용하여 

TRAP 염색을 시행하였다. 도립현미경(Olmpus, CLX41SF, Japan)

을 이용하여 붉은색의 TRAP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와 핵이 3개 

이상인 세포를 파골세포로 설정하여, 그 수를 세어 정량 분석하였

다. 분화 배지는 새로운 96-well plate에 50 μl씩 분주하고 동량

의 TRAP solution(4.93 mg Pnpp+850 μl 0.5 M acetate 용액+ 

150 μl의 tartrate 용액)을 첨가하여 37℃에 1시간 반응시킨 뒤, 

0.5 M의 NaOH 50 μl로 반응을 중지시켰다. 이후 ELISA reader

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Pit 형성 억제능 분석

RAW 264.7 세포를 5×103 cells/well의 밀도로 osteo assay 

surface multiple 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하였

다. 그 후, RANKL (100 ng/ml)과 w-GM (62.5, 125, 250 μg/ml)

이 포함된 배지로 교환하여 5일간 배양하였다. 배지는 2일마다 동

일한 배지로 교환하였으며, 분화 종료 후 4% NaCIO를 처리하여 

세포를 떼어냈다. 이후 세포는 증류수로 수세하고 흡수된 면적은 

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총 Pit area면적은 Image J 

software Ver. 1.4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ashington 

D.C,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 Western blot 분석

배양된 파골세포는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buffer 

(50 mM Tris․Cl, 150 mM NaCl, 1% NP-40, 0.5% Na․deoxy-

cholate, 0.1% SDS,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를 사용하여 전체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전체 

단백질은 c-Fos, NFATc1 그리고 MAPK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

다. Nucleo protein과 cytosol protein은 NE-PERⓇ nuclear and 

cytoplasmic extraction reagents (Thermo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배양된 RAW 264.7 세포를 

DPBS로 3회 수세한 뒤, protease inhibitor가 첨가된 lysis buffer

를 넣고 ice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13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cytosol protein)을 분리하였다. 이후,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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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CR Primer Sequences for RT-PCR Analysis

Gene Sequence

c-Fos Forward: 5’-ATG GGC TCT CCT GTC AAC AC-3’

Reverse: 5’-GGC TGC CAA AAT AAA CTC CA-3’

NFATc1 Forward: 5’-TGC TCC TCC TCC TGC TGC TC-3’

Reverse: 5’-CGT CTT CCA CCT CCA CGT CG-3’

TRAP Forward: 5’-ACT TCC CCA GCC CTT ACT ACC G-3’

Reverse: 5’-TCA GCA CAT AGC CCA CAC CG-3’

RANK Forward: 5’-CTC TCA GGA CAA TGC AGT GCT GA-3’

Reverse: 5’-ATC CAG GTC ACA CAT TCC AGC A-3’

CTR Forward: 5’-TGC ATT CCC GGG ATA CAC AG-3’

Reverse: 5’-AGG AAC GCA GAC TTC ACT GG-3’

CTK Forward: 5’-AGG CGG CTA TAT GAC CAC TG-3’

Reverse: 5’-CCG AGC CAA GAG AGC ATA TC-3’

MMP-9 Forward: 5’-CGA CTT TTG TGG TCT TCC CC-3’

Reverse: 5’-TGA AGG TTT GGA ATC GAC CC-3’

CA2 Forward: 5’-CTC TCA GGA CAA TGC AGT GCT GA-3’

Reverse: 5’-ATC CAG GTC ACA CAT TCC AGC A-3’

GAPDH Forward: 5’-ACT TTG TCA AGC TCA TTT CC-3’

Reverse: 5’-TGC AGC GAA CTT TAT TGA TG-3’

CA2 : carbonic anhydrase 2, CTK : cathepsin K, CTR : calcitonin 
receptor, GADPH :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MMP-9 : matrix metallopeptidase-9, NFATc1 :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cytoplasmic 1, RANK : receptor activator of nu-
clear factor κB, TRAP :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pallet에 lysis buffer을 사용하여(nucleo protein)을 분리하였다. 

cytosol protein은 IκB 및 actin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고, 

nucleo protein은 NF-κB 그리고 Lamin B를 분석하는데 사용하

였다. 단백질은 bicinchoninic acid solution 사용하여 정량하였

으며, 동량의 단백질(30 μg)은 10∼15%의 SDS-PAGE에 전기영

동한 뒤, nitrocellulose transfer membrane (Whatman Protran, 

Dassel, Germany)에 흡착시켰다. 5% skim milk를 이용하여 각각

의 membrane을 1시간 동안 비 특이적 반응을 제거한 후, 1% 

bovine serum albumin에 녹인 1차 항체(c-Fos, NFATc1, p-ERK, 

T-ERK, p-JNK, T-JNK, p-p38, T-p38, NF-κB, Lamin B, IκB 

그리고 β-actin)를 24시간 동안 4℃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blocking 

buffer에 1:10000로 희석시킨 peroxidase-conjugatedanti-IgG 

2차 항체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tris- 

buffered saline with Tween 20로 10분씩 6번씩 세척한 뒤, 

enhanced chemiluminescence kit (Santa Cruz, CA, USA)를 사

용하여 x-ray 필름에 노출 시킨 후, 단백질 발현 양을 조사하였다.

9.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

RAW 264.7 세포를 2×105 cells/well의 밀도로 6-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RANKL (100 ng/ml)과 w-GM 

(62.5 125, 250 μg/ml)이 포함된 배지로 교환하여 4일간 배양하

였다. 배지는 2일마다 동일한 배지로 교환하였으며, 분화가 완료된 

파골세포 내의 총 RNA는 TRIzol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Nanodrop 

(Thermo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을 이용하여 RNA 농도

를 2 μg로 정량하였으며, 그 후 superscript II reverse trans-

cription kit를 사용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는 

taq polymerase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pri-

mer는 Table 1에 기재하였으며, 합성된 결과물은 SYBR green 

(Invitrogen, CA, USA)으로 염색한 1.2%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시킨 후, 발현 정도를 조사하였다.

10.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Graph Pad PRISM Software (Ver. 

5.01, Graphpad Software Inc,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각 군 

간의 차이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통

계 분석 결과 유의성을 나타낸 경우, Dunnett 방법으로 사후검정

을 시행하였다. 데이터는 평균(mean)±표준오차(SE)로 표현하였

으며, p＜0.05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w-GM 내의 gentiopicroside의 동정

w-GM 내의 gentiopicroside의 동정은 표준품과 비교하여 15

분대 peak로 확인하였으며, 각 peak의 PDA 스캔을 통해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gentiopicroside가 주성분임을 

확인하였다(Fig. 1).

2. w-GM이 RAW 264.7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w-GM을 처리한 62.5, 125, 250 μg/ml 농도에서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이 발견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Fig. 2). 

3. w-GM이 RANKL에 의해 유도된 파골세포 분화 억제

에 미치는 효능

w-GM의 파골세포 억제 효능을 TRAP 염색 및 활성도 그리고 

pit formation assay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w-GM 62.5, 125, 

250 μg/ml 농도에서 TRAP 양성 파골세포의 수가 RANKL로 자

극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고, Pit 형성 면적 또한 

w-GM 62.5 μg/ml (p＜0.05), 125 μg/ml (p＜0.05), 250 μg/ml 

(p＜0.01) μ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3A, B). TRAP 활

성도 또한 대조군에 비해 w-GM 62.5 μg/ml (p＜0.01), 125 μg/ml 



www.kjacupuncture.org 67

Gentianae Macrophyllae Water Extract Inhibits Osteoclastogenesi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Fig. 1. HPLC Chromatograms of the 
Gentiopicroside in w-GM. 
(A) The Gentiopicroside was identi-
fied by HPLC Chromatograms an-
alysis on the standard. (B) HPLC 
chromatograms were used to iden-
tify peaks at 15 min in w-GM and 
Gentiopicroside was confirmed by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Fig. 2. Effect of w-GM on RAW 264.7 cell viability. 
Effect of w-GM on RAW 264.7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S assay. RAW 264.7 cells were cultured in 96-well plate 
(5×103 cells/well). After 24 h, cells were treated with w-GM 
(62.5, 125, 250 μg/ml) for 24 h. Cells were incubated with MTS 
reagent for 2 h in a 37℃ incubator. After 2 h, 96-well plate was 
read at 490 nm with an ELISA reader. Columns and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250 μg/ml (p＜0.01) 농도에서 TRAP 활성도를 유의

하게 감소시켰다(Fig. 3C). 파골세포가 형성한 pit의 면적을 측정

한 결과에서는 w-GM 62.5 μg/ml (p＜0.01), 125 μg/ml (p＜ 

0.01), 250 μg/ml (p＜0.01)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pit 형성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Fig. 3D).

4. w-GM의 MAPK 및 NF-κB 발현에 미치는 효능

RAW 264.7 세포에 RANKL로 유도한 파골세포에서 MAPK 및 

NF-κB 발현에 w-GM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파골세포 생

존에 영향을 주는 p-ERK 발현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15분 

(p＜0.01), 30분(p＜0.01)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w-GM 

250 μg/ml 처리군에서는 15분(p＜0.05)에 p-ERK의 발현이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파골세포 분화 핵심 지표인 

c-Fos 발현에 영향을 주는 p-JNK, p-p38 발현은 대조군에서 정상

군에 비해 5분(p＜0.01), 15분(p＜0.01)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

만, w-GM 250 μg/ml 처리군에서는 15분에 p-JNK (p＜0.05)와 

p-p38 (p＜0.01)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4A, B). 또한 

파골세포 분화 핵심 지표인 NFATc1 발현에 영향을 주는 핵 내 

NF-κB 발현은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5분(p＜0.05), 15분(p＜ 

0.05)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w-GM 250 μg/ml 처리군에서

는 5분(p＜0.05), 15분(p＜0.05)에서 NF-κB 발현이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반대로 세포질 내 IκB 발현은 대조군에

서 정상군에 비해 5분(p＜0.05), 15분(p＜0.05)에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나, w-GM 250 μg/ml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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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w-GM 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RAW 264.7 cells were cultured for 5 days with RANKL (100 ng/ml) in the varying 
concentration of w-GM.
(A) TRAP-positive osteoclasts and pit area were identified with microscope (40×). (B) TRAP-positive cells were counted as osteolcast. 
(C)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the TRAP activity in the supernatants was determined in 405 nm by ELISA reader. (D) Pit area 
was measured using Image J. softwar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1 versus normal (RANKL- 
untreated cells). *p＜0.05, **p＜0.01 versus control (only RANKL-treated cells).

5. w-GM의 c-fos, NFATc1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 억제

에 미치는 효능

파골세포의 분화 필수 지표인 c-Fos, NFATc1의 단백질 및 유전

자 발현에 w-GM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Fos 단백질 발현

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p＜0.01) 증가

하였지만, w-GM 125 μg/ml (p＜0.01), 250 μg/ml (p＜0.05)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NFATc1의 단백질 발현은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p＜0.01) 증가하였으나, w-GM 125 μg/ml (p＜0.05), 250 μg/ml 

(p＜0.05)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5A, B). c-Fos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지만, w-GM 250 μg/ml (p＜ 

0.01)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NFATc1 

유전자 발현은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p＜0.01) 증가

하였으나, w-GM 250 (p＜0.05) μg/ml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5C, D).

6. w-GM이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파골세포 분화 및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에 w-GM이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파골세포의 특

이지표인 TRAP의 발현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또한 

w-GM 250 μg/ml (p＜0.05)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TRAP

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파골세포 분화에 필요한 RANK는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지만, w- 

GM 250 μg/ml (p＜0.01)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또한 calcitonin receptor (CTR)의 발현을 조사한 결

과, RANKL 유도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하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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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w-GM on MAPK and NF-κB protein expressions in RANKL-stimulated RAW 264.7 cells. 
(A) RAW 264.7 cells were co-cultured with RANKL (100 ng/ml) and w-GM (250 μg/ml). The expression of MAPK were measured 
in whole protein. (B) The each markers were measured using Image J. software.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protein levels of MAPK 
which were normalized to each total form. (C) RAW 264.7 cells were co-cultured with RANKL (100 ng/ml) and w-GM (250 μg/ml). 
The expression of NF-κB were measured in nucelo protein and IκB was detected in the cytosol protein. (D) The each markers were 
measured using Image J. software.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protein levels of NF-κB and IκB which were normalized to Lamin 
B and Acti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p＜0.01 versus normal (RANKL-untreated cells). 
*p＜0.05 and **p＜0.01 versus control (only RANKL-treated cells).

0.01) 증가하였으나, w-GM 250 μg/ml (p＜0.01)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파골세포의 골 흡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athepsin k (CTK), matrix metallopeptidase 

9 (MMP-9) 그리고 carbonic anhydrase 2 (CA2)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

다. w-GM 250 μg/ml (p＜0.01) 처리군에서는 CTK의 발현이 유

의하게 억제되었지만, MMP-9 그리고 CA2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

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6). 

고    찰

파골세포는 다핵세포이며 골 흡수를 촉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22). 파골세포의 분화와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사이토카인 

중 하나가 바로 RANKL인데, RANKL은 파골세포 전구체 및 성숙

된 파골세포에서 발현되는 RANK와 결합하여 수용체 분자들 특히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associated factor 6 (TRAF6)의 

활성화를 유도한다23). RANKL-RANK-TRAF6 복합체는 NF-κB, 

MAPK, c-Fos 그리고 NFATc1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인자들이 모

두 활성화되면, TRAP, RANK, CTR, CTK, MMP-9 그리고 CA2 

등과 같은 파골세포 골 흡수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현된다24).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골세포 활성화에 관여되는 주요 인자들의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에 대한 진교의 효과를 조사했다. 

성숙한 파골세포의 골 흡수 활성에 관여하는 TRAP은 파골세포

의 조직화학적인 표지자로 이용된다25).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TRAP 염색과 활성도를 조사하여 w-GM의 파골세포 억제 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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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w-GM on c-Fos and NFATc1 protein and gene expressions of osteoclastic marker in RANKL-stimulated RAW 264.7 
cells. 
(A) RAW 264.7 cells were co-cultured with RANKL (100 ng/ml) and the varing concentration of w-GM. (B) The c-Fos and NFATc1 
were measured using Image J. software.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protein levels of c-Fos and NFATc1 which were normalized 
to actin. (C) RAW 264.7 cells were co-cultured with RANKL (100 ng/ml) and the varing concentration of w-GM. (D) The c-Fos and 
NFATc1 were measured using Image J. software.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gene levels of c-Fos and NFATc1 which were normalized 
to GAPDH.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1 versus normal (RANKL-untreated cells). *p＜0.05 
and **p＜0.01 versus control (only RANKL-treated cells).

확인하였다. RANKL (100 ng/ml)을 이용하여 파골세포를 유도한 

뒤, 다양한 농도(62.5, 125, 250 μg/ml)의 w-GM을 처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w-GM 처리군에서 TRAP 양성 세포 수와 TRAP 활

성도가 감소했다. 또한 pit formation assay는 대조군에서는 pit 

형성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w-GM의 농도를 증가하여 처리할수록 

pit formation을 억제했다. 이러한 결과는 w-GM이 파골세포 분

화 및 골 형성을 억제했음을 시사한다.

RANKL이 RANK와 결합하면 TRAF6가 결집되고, 이는 MAPK, 

NF-κB 경로를 비롯한 다양한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킨다. 파골세

포 발달 과정에서 파골세포는 RANKL의 자극을 받아 p-ERK, 

p-JNK, p-p38에 의한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Mitf)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일으킨다26). Mitf

는 TRAF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그리고 p38의 활성

화 등 다양한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 활성화되는 인자로 파골세포 

분화를 촉진하며 파골세포 분화 시 증가되는 인자며, 파골세포 분

화에 중요하다고 밝혀졌다. 또한, 파골세포가 분화하는 동안 CTK, 

acid Phosphatase 5 등 파골세포 관련 유전자 발현에 필요한 신호

를 통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Mitf는 파골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acid Phosphatase 5, CTK, osteoclast-associated re-

ceptor promoter를 활성화시키는 PU-1, NFATc1와 작용한다27). 

따라서 w-GM을 처리한 후, p-ERK, p-JNK, p-p38와 같은 MAPK 

그리고 파골세포 분화 핵심 지표인 NFATc1 발현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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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w-GM on mRNA 
expressions of osteoclastic marker 
genes in RANKL-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cultured for 
4 days with RANKL (100 ng/ml) in 
the varying concentration of w-GM. 
(A) Each mRNA expressions were 
determined by RT-PCR. (B) The 
histogram represents the levels of 
mRNA expression compared with 
that GAPDH.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of triplicate experi-
ments. #p＜0.05 and ##p＜0.01 ver-
sus normal (RANKL-untreated cells).
*p＜0.05, **p＜0.01 versus control 
(only RANKL-treated cells).

핵 내 NF-κB 발현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w-GM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실험 결과, w-GM 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p-ERK, p-JNK, 

p-p38, NF-κB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했다. 이는 w-GM이 파골세

포 분화를 억제함을 시사한다. RANKL은 파골세포 형성 과정에서 

c-Fos 발현을 유도하며, 발현된 c-Fos가 NFATc1 promoter와 결

합하면 NFATc1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다28). 본 실험결과, 파골세

포 분화에 중요한 전사인자인 c-Fos의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이 

w-GM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또한 

NFATc1의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역시 w-GM 처리군에서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냈다. 실험결과 w-GM이 

c-Fos와 NFATc1의 발현을 억제시켜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파골세포 생성을 위한 주요 전사인 NFATc1이 활성화되면 

TRAP, RANK, CTR, CTK 그리고 MMP-9와 같은 파골세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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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 발현된다29). TRAP은 조직화학적인 표지자이며, 골 흡수

에 관여한다28). 본 실험결과, TRAP의 발현이 w-GM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또한, RANK는 파골세포 분

화과정에 중요 역할을 하는 인자인데30), 본 실험결과 w-GM 처리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RANK의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했다. 이는 

w-GM이 성숙한 파골세포로의 분화억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CTR은 calcitonin의 활동성을 조절하며 파골세포 발현마커로 사

용된다31). 실험 결과 w-GM은 CTR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CTK와 MMP-9은 파골세포 분화과정과 골 흡수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자이다32,33).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w- 

GM 처리군에서 CTK 유전자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나타

냈다. 이는 w-GM이 골 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CA2는 

성숙한 파골세포가 골 흡수를 위해 골 표면을 산성화하기 위해 주

로 발현되는 물질로, CA2의 산성화는 골 재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4). Pit formation assay 실험 결과에서 w-GM은 골 흡수능을 

유의하게 억제하였고, 이와 연관하여 유전자 발현으로 골 흡수능

과 연관된 CTK, MMP-9, CA2의 발현을 연구한 결과 w-GM은 

CTK의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며, MMP-9과 CA2의 발현은 억제

하지 않았다. 따라서 w-GM은 골 재흡수와 관련된 CTK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w-GM은 CTK의 발현을 억제하

여 골 재흡수능을 억제시킴을 시사한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으

로써, 한의학적으로 腎主骨이라 하여 骨과 腎이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고, 골다공증은 骨痺, 骨極, 骨痛, 骨枯 등으로 인식되었고 

뼈의 생장 및 쇠약이 腎氣와 腎精의 많고 적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 원인을 腎에 두었다35). 黃帝

內經에 의하면 여자는 폐경 이후 뼈가 약해지며, 남자는 56세가 

되면 뼈가 쇠하여지고, 이는 현대의학의 골다공증 개념과 일치한

다고 보인다36). 이점에 착안하여, 최근 골다공증 논문은 腎氣 및 

腎精의 부족을 보충하는 한약재가 연구되어 지고 있다37). 전통적으

로 진교는 舒筋活絡 작용해 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祛

風濕藥 중 특이하게 潤濟에 속해, 邪氣를 흩어지게 하여 관절을 潤

하고 强하게함으로써 補肝腎, 强筋骨와 유사한 효과를 보유한 한약

재이다3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교의 특이속성으로 補肝腎 및 

强筋骨을 통한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비정상

적인 파골세포의 활성이 억제되었다고 추측 된다. 이상의 결과, 진

교는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파골

세포 활성 및 골 흡수 기전을 억제하므로 골다공증 개선을 위한 

임상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의 연교의 파골세포 억제 연구와 동일하

게 항염증 효과를 보유한 한약재가 골다공증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의한 약물선정 과정에 대해 유사하게 접근하

였다39). 두 연구 모두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인 비정상적인 파골세

포의 활성 및 골 흡수능을 억제하였지만, 그 억제기전 및 유효성에

서 차이를 보였다. 파골세포의 골 흡수능에는 CA2, CTK 그리고 

MMP-9와 같은 인자의 발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약물인 w-GM은 이 중 골 흡수초기에 주요 역할을 하며, 

골 매트릭스의 주요 성분인 type I collagen을 빠르게 분해하는 

CTK를 매우 강력하게 억제함을 통해 골 흡수능이 제어되는 것으

로 보인다40). 하지만 연교는 CA2의 강력한 억제로 골 표면의 산성

화를 억제해, CTK/MMP-9과 같은 골 흡수 enzyme이 일정이상 

발현되더라도 강력하게 골 흡수를 강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지표를 제어하는 c-Fos와 NFATc1에 각 약물이 

작용하는 차이라고 생각되며, w-GM은 NFATc1에 매개한 파골세

포 억제효과를 보이며, 연교는 c-Fos에 매개한 파골세포 억제효과

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w-GM의 항염증 효

과를 기반으로 하여 파골세포의 분화 및 흡수 억제를 탐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다양한 만성 염증성 질환에 의해 골다공증이 발생한

다고 밝혔다8-10).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 대상 범위를 파골세포의 분화 및 흡수 억제 효능에 국한

하여 실험하였다. 따라서 염증성 질환에서 유발된 골다공증의 치

료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나타내

지 못하였지만, 염증성 골다공증 동물 모델에서의 골다공증 억제 

효능과 관련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결    론

파골세포의 분화와 골 흡수 관련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에 진교

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였다. 

RANKL에 의한 파골세포 분화 관련 인자들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진교 물 추출물은 

RANKL로 유도된 파골세포에서 다핵의 TRAP-positive 세포 수, 

TRAP activity 그리고 pit formation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RANKL로 유도된 파골세포의 분화와 관련한 MAPK 및 NF-κB 

발현을 감소시켰다. 또한, 파골세포의 분화 주요인자인 c-Fos 및 

NFATc1의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파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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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분화 및 그 기능에 관여하는 TRAP, RANK, CTR 그리고 CTK

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다. 이상을 종합하면, 진교는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 억제로 파골세포 분화 및 활성

화 기전에 작용하며, 향후 염증성 골다공증 개선을 위한 치료 효능

의 연구를 거쳐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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