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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increase of osteoclasts could cause osteoporosis and bone-related diseases. Also, the inhibit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is important in treating bone-related diseases. Traditionally, Psoraleae Semen has been used for geriatric diseases, 

aging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soraleae Semen ethanol extract (PS) 

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its function. Methods : To confirm the effect of PS on osteoclastogenesis and bone resorption 

activity, various levels of concentrations of PS (5, 10, 20 and 40 μg/ml) were tested on RAW 264.7 cells cultured with RANKL. We 

measured tarta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positive cells, TRAP activity, pit formation and F-actin ring formation. The 

expressions of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NFATc1) and c-Fos were confirmed through western blot and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lso, the expression of bone resorption and fusion-related genes in osteoclast 

was confirmed by RT-PCR. Results : PS decreased the number of TRAP-positive cells and the TRAP activity. In addition, P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formation of pit and F-actin ring. Furthermore, PS decreased the expression of osteoclast related genes. 

Conclusions : PS inhibits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bone resorption ability through inhibition of the expression of osteoclast- 

related genes. This indicates that PS may be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to osteoporosis by suppressing osteoclast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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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변화로 뼈의 강도가 약해

져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이다1). 

골다공증은 호르몬 분비 등의 변화로 파골세포 기능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골 손실이 증가하거나, 약물 등에 의해 조골세포 기능이 

저해되어 뼈 생성이 억제되어 발생 한다2). 또한 파골세포(osteoclast)

가 오래된 골을 흡수하고 조골세포(osteoblast)가 새로운 골을 꾸

준하게 생산함으로써 뼈의 유지가 조절되며,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골 관련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3). 특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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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세포는 골의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골세포의 활성 증

가로 인한 과도한 골 흡수는 골다공증,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주염 

같은 골 용해성 질환을 유발 한다4,5). 따라서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은 골 관련 질환을 치료 및 예방하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파골세포는 파골세포 전구체에서 파생된 단핵구/대식세포 계통

의 융합 및 분화에 의해 생성되며, 이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NF)-κB (RANK) ligand (RANKL)와 같은 cytokine

에 의해 유도 된다6). RANKL은 파골전구세포에 존재하는 RANK와 

결합하여 tumor necrosis factor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6 (TRAF6)을 유도한다7). 유도된 TRAF6는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NFATc1) 및 c-Fos와 같은 파골세포 전자인

자들을 활성화 시키며, NFATc1과 c-Fos는 파골세포 형성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 인자이다8). 특히, NFATc1은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cathepsin K (CTK), matrix 

metallopeptidase-9 (MMP-9) 그리고 osteoclast-associated 

receptor (OSCAR), atpase H+ transporting v0 subunit d2 

(ATP6v0d2) 및 dendritic cell-specific transmembrane protein 

(DC-STAMP)와 같은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한다9,10).

서양의학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부분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골 흡수 억제제는 비스포

스포네이트(bisphosphonate)이다11). 그러나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대표적

인 부작용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약제가 직접 식도 점막을 자극

하고 위산의 식도로의 역류를 조장하여 식도궤양 등을 유발하여 

속쓰림, 오심, 구토 등이 발생 할 수 있다12). 이러한 부작용과 단점

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지닌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동안 한

의학계에서의 많은 한약물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의학적으로 腎陰虛나 腎陽虛이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 骨

痿나 骨痺에 속하여 滋陰强骨하거나 溫補腎陽으로 치료한다13). 한

의학에서 腎氣와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계 이상은 腎虛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14), 따라서 주로 腎氣를 補해줄 수 있는 補

腎의 약물을 사용한다. 보골지(補骨脂, Psoraleae Semen)는 콩과

(Leguminosae)에 속한 덩굴성 본초인 보골지(Psoralea corylifolia 

Linné)의 성숙한 과실로서, 性은 溫하고 味는 辛苦하며 溫腎助陽, 

納氣 그리고 止瀉의 효능이 있어서 陽痿遺精, 遺尿, 腰膝冷痛 그리

고 五更泄瀉 등의 증상을 완화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15). 이전 연구

에 따르면, 보골지는 溫腎助陽을 이용한 남성 생식세포 GC-1 및 

불임증(陽痿)에 미치는 영향16) 및 항산화 작용17,18)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저자는 보골지가 腎陽虛로 인한 陽痿와 腎氣虛로 

인한 노인질환 치료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補陽에 효과적인 

보골지가 골다공증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

를 수행하였다. 또한, 난소적출로 유발한 골다공증 동물 모델에서 

보골지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보고되었다19). 하지만, 보골지 에탄

올 추출물의 RANKL로 유도된 파골세포 주요 기전(c-Fos/NFATc1)

의 발현이 미치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RANKL

로 유도된 NFATc1/c-Fos 기전에 대한 보골지 에탄올 추출물의 

억제 효과를 규명하였고, 이 기전으로 제어되는 CTK, MMP-9, 

CA2, OSCAR, ATP6v0d2 그리고 DC-STAMP와 같은 파골세포 융

합 및 골 흡수 인자의 발현을 분석하였고, 이에 유의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RANKL은 Peprotech (London, UK)에서 구매하였다. 세포 배

지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과 dulbecco’s 

phosphate-buffered saline (DPBS)은 Welgene (Daejeon, Korea)

에서 구매하였다. 파골세포 분화에 사용되는 다른 배지인 Minimum 

Essential Medium alpha (alpha-MEM) 그리고 penicillin/ 

streptomycin (P/S)은 Gibco (Gaithersburg, MD, USA)에서 구매

하였다. Fetal bovine serum (FBS)는 Atlas Biologicals (Fort 

Collins, USA)에서 구매하였고, Cell Counting Kit-8 (CCK-8) 

Dojindo (Kumamoto, Japan)에서 구매하였다. TRAP staining 

kit, bicinchoninic acid (BCA) solution,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그리고 4’,6-diamidino- 

2-phenylindole (DAPI)와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 

Aldrich (Saint Louis, MI, USA)에서 구매하였다. Acti-stainTM 488 

Fluorescent Phalloidin은 Cytoskeleton (Denver, CO, USA)제품

을 사용하였다. Osteo assay surface plate는 Corning Incorporated 

(New York, NY, USA)에서 구매하였다. Primary antibody로 β- 

actin 그리고 c-Fos은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매하였고, anti-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c1 (NFATc1)은 BD Pharmingen (San Diego, USA)을 사용

하였다. Secondry antibody로 peroxidase IgG는 Jackson Immuno-

Research (West Grove, USA)에서 구매하였다.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kit는 Invitrogen (Carlsbad, C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rimer는 Genotech (Deajoen, Korea)

에서 구입하였고 Taq polymerase는 Kapa Biosystems (Wo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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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USA)에서 구매하였다.

2. 보골지 에탄올 추출물 제조방법

연구에 사용된 보골지(Psoraleae Semen)는 중국에서 채취되었

으며 옴니허브(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다. 둥근 플라스크에 

보골지 100 g과 30% 에탄올 1000 ml을 넣고 3주간 침지 추출하였

다. 추출이 진행될 때 격일로 1시간 동안 초음파 분쇄기(sonicator)

를 이용해 초음파 분쇄를 진행했다.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3, Maidstone, UK)로 여과하였다. 이후, 감압농축을 한 후 동

결건조 하여 보골지 에탄올 추출물(Psoraleae Semen Ethanol, 이

하 PS) 3 g을 얻었다(수득율 3%). 시료는 실험 전까지 −20℃에 

보관했다. 세포 실험에는 DMSO에 용해한 뒤, pore size 0.22 μm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배양액 내 DMSO의 양은 

전체 양에 1%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다.

3. RAW 264.7 세포 배양 

마우스 대식 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

(Seoul, Korea)에서 구매했다. RAW 264.7 세포 배양은 10% FBS

와 1% penicillin/streptomycin (P/S)가 포함된 DMEM을 사용했

다. 세포는 37℃에서 95% 습도와 5% CO2가 유지되는 incubator 

(Sanyo, Tokyo, Japan)에서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세포 독성측정

PS의 RAW 264.7 세포 내 독성은 CCK-8 assay로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well plate에 5×103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켰다. 그 후 FBS가 포함되지 않은 

DMEM 배지에 PS (5, 10, 20 그리고 40 μg/ml)을 처리하여 1일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각 well 당 10 μl의 CCK-8 solution을 

처리하고 37℃에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ader (Molecular Molecular 

Devices, CA, USA)을 사용하여 흡광도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negative control 

group)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후, 대조군 대비 

PS (5, 10, 20 그리고 40 μg/ml) 군의 세포 생존율이 90%로 이하

일 때 세포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TRAP 염색 및 활성도 측정

PS가 파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TRAP 염

색 및 TRAP 활성도를 측정했다. RAW 264.7 세포를 파골세포로 

유도하기 위해 10% FBS와 1% P/S가 포함된 a-MEM 배지를 이용

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well plate에 5×103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시켰다. 이후 RANKL (100 ng/ml)

과 PS (5, 10, 20 그리고 40 μg/ml)가 포함된 배지로 5일간 배양

하였고 2일마다 동일한 배지로 교환해주었다. 파골세포 분화가 완

료된 후, 10% formalin으로 10분간 고정하였다. 이후, 증류수로 

세척 한 뒤 TRAP staining kit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도립현미경 

(Ol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붉은색의 TRAP 양성을 보이

는 세포와 핵이 3개 이상인 세포를 파골세포로 간주하여 그 수를 

세었다. 분화 배지는 새로운 96-well plate에 50 μl씩 분주하고 

TRAP solution (4.93 mg Pnpp+850 μl 0.5 M acetate 용액+150 

ml의 tartrate 용액)을 동량으로 첨가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동량의 0.5 M의 NaOH를 넣어 반응을 종료 시킨 

후, 흡광도 405 nm에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TRAP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6. Pit 형성 억제능 분석

PS가 골 흡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it formation 

assay를 이용해 분석했다. RAW 264.7 세포를 osteo assay surface 

plate에 5×103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켰다. 그 후 RANKL (100 ng/ml)과 PS (5, 10, 20 그리고 40 μg/ 

ml)이 포함된 배지로 5일간 배양하였다. 파골세포 분화가 종료된 

후, 4% NaCIO을 처리하여 세포를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했다. 

흡수된 면적은 도립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총 Pit area 면적은 

Image J software Ver. 1.4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ashington D.C,)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F-actin ring 형광 분석

PS가 F-actin ring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cti- 

stainTM 488 Fluorescent Phalloidin을 이용해 분석했다. RAW 

264.7 세포를 96-well plate에 5×103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

고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켰다. 이후 RANKL (100 ng/ml)과 PS 

(5, 10, 20 그리고 40 μg/ml)이 포함된 배지로 5일간 배양하였다. 

5일간 배양한 성숙한 파골세포는 4% paraformaldehyde로 20분

간 고정한 뒤, DPBS로 세척하였다. 세포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 

permeabilization buffer (0.5% Triton X-100)로 세포를 5분간 

반응시키고, DPBS로 세척하였다. 이후 F-actin ring 염색을 위해 

acti-stainTM 488 phalloidin을 각 well당 100 ml씩 분주하여 상온

에 30분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핵 염색을 위해 30초간 DAPI로 염

색하고, 형광현미경(Invitrogen, Carlsbad, CA, USA)으로 관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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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stern blot 분석

PS가 파골세포 분화 전사인자의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이용해 분석했다. RAW 264.7 세

포를 60π dish에 5×105 cells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켰다. 이후 a-MEM 배지에 RANKL (100 ng/ml)과 PS 

(5, 10, 20 그리고 40 μg/ml)가 포함된 배지를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DPBS로 3회 세척하였다. 

Protease inhibitor와 phosphatase inhibitor 2, 3가 첨가된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RIPA) buffer (50 mM Tris-Cl, 

150 mM NaCl, 1% NP-40, 0.5% Na-deoxycholate, 0.1% SDS)을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시키고 13,2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total protein)을 분리하였다. 이후 단백질은 BCA 

solution으로 정량하였다. 동량의 단백질(30 μg)은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에서 전기영동 하여 분리하였고, nitrocellulose transfer membrane 

(Whatman Protran, Dassel, Germany)에 이동시켰다. 이후 각각

의 membrane은 5% skim milk (blocking buffer)을 이용하여 1시

간 동안 비특이적 반응을 제거하였다. Primary antibody (Actin, 

NFATc1, c-Fos)는 1% bovine serum albumin (BSA)에 1:1,000

으로 희석하여 4℃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secondary 

antibody (peroxidase-conjugatedanti-IgG)는 blocking buffer

에 1:10,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ris 

buffered saline with tween 20 (TBST) 용액으로 membrane을 

10분간 6번 세척 한 뒤,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kit 

(Santa Cruz, CA, USA) 용액을 사용하여 x-ray 필름에 발현시켰으

며, Image J software (Ver 1.46,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ashington D.C, USA)를 사용하여 밴드를 정량하였다. 

9. RT-PCR 분석

PS가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RT-PCR을 이용해 분석했다. RAW 264.7 세포

를 6-well plate에 2×105 cell/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

안 안정화 시켰다. 이후 RANKL (100 ng/ml)과 PS (5, 10, 20 그리

고 40 μg/ml)이 포함된 배지를 처리하여 4일 동안 배양시켰다. 

배지는 동일한 배지로 2일마다 교환해주었다. 이후 배지를 제거하

였다. DPBS로 3번 세척한 뒤, TRIZol을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이후, Nanodrop (Thermo scientific, PA, USA)을 사

용하여 RNA는 2 μg로 정량하였다. 이후,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kit를 사용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

는 Taq polymerase로 증폭시켰다. 사용된 primer는 Table 1에 

표기하였다. 증폭된 cDNA는 SYBR green으로 염색한 1.2% 

agarose gel에서 분리하였고, Image J software (Ver 1.46,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ashington D.C, USA)를 사용하

여 밴드를 정량하였다. 

10.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3번 이상 반복하여 평균(mean)±표준오

차(S.E.M)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의 통계결과는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5.01,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USA)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군 사이의 평균

(mean)±표준오차(S.E.M)간의 유의성은 One-way ANOVA를 통

해 분석하였고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했으며, p value가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표기하였다.

결    과

1. RAW 264.7 세포 생존률에 PS가 미치는 영향

RAW 264.7 세포 생존에 PS가 미치는 영향은 CCK-8 assay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PS는 40 μg/ml 농도 이하에서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성을 보이지 않는 PS 5, 10, 

20, 40 μg/ml 농도에서 효능을 분석하였다(Fig. 1). 

2. RANKL에 의해 유도된 파골세포 형성 및 활성과 Pit 

형성에 미치는 PS의 영향 

PS의 파골세포 억제 효능을 TRAP 양성 파골세포의 형성 및 

TRAP 활성 측정 결과, 정상군과 대비 RANKL을 처리한 대조군에

서는 TRAP 양성 파골세포가 형성되었고, PS를 처리를 통해 TRAP 

양성 파골세포의 형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B). 또한, 

TRAP 활성 측정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고, PS를 처리한 5 μg/ml (p＜0.05) 농도 및 40 μg/ml 

(p＜0.01)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TRAP 활성이 유의하게 억제되었

다(Fig. 2C). PS의 골 흡수 억제능 측정 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에서 pit area가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으며, 대조군 

대비 PS 20 그리고 40 μg/ml 농도에서 pit area가 유의하게(p＜ 

0.01) 억제되었다(Fig. 2D, E). 

3. Actin ring 형성에 PS가 미치는 영향

파골세포의 F-actin ring 형성 측정 결과,정상군 대비 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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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 for RT-PCR analysis

Gene Sequence Accession number Annealing Cycle

NFATc1 F: TGC TCC TCC TCC TGC TGC TC
R: CGT CTT CCA CCT CCA CGT CG

NM_198429.2 58℃ 32

c-Fos F: ATG GGC TCT CCT GTC AAC AC
R: GGC TGC CAA AAT AAA CTC CA

NM_010234.3 58℃ 40

TRAP F: ACT TCC CCA GCC CTT ACT ACC G
R: TCA GCA CAT AGC CCA CAC CG

NM_007388.3 58℃ 30

RANK F: AAA CCT TGG ACC AAC TGC AC
R: ACC ATC TTC TCC TCC CCA GT

NM_009399.3 53℃ 35

CTK F: AGG CGG CTA TAT GAC CAC TG
R: CCG AGC CAA GAG AGC ATA TC

NM_007802.4 58℃ 26

MMP-9 F: CGA CTT TTG TGG TCT TCC CC
R: TGA AGG TTT GGA ATC GAC CC

NM_013599.4 58℃ 30

CA2 F: CTC TCA GGA CAA TGC AGT GCT GA
R: ATC CAG GTC ACA CAT TCC AGC A

NM_001357334.1 58℃ 32

OSCAR F: CTG CTG GTA ACG GAT CAG CTC CCC AGA
R: CCA AGG AGC CAG AAC CTT CGA AAC T

NM_001290377.1 53℃ 35

Atp6v0d2 F: ATG GGGCCTTGCAAAAGAAATCTG
R: CGA CAG CGT CAA ACA AAG GCT TGT A

NM_175406.3 58℃ 30

DC-STAMP F: TGG AAG TTC ACT TGA AAC TAC GTG
R: CTC GGT TTC CCG TCA GCC TCT CTC

NM_001289506.1 63℃ 40

GAPDH F: ACT TTG TCA AGC TCA TTT CC
R: TGC AGC GAA CTT TAT TGA TG

NM_008084.3 58℃ 30

NFATc1 :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cytoplasmic 1, TRAP :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RANK :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CTK : cathepsin K, MMP-9 : matrix metallopeptidase-9, CA2 : carbonic anhydrase 2, OSCAR : osteoclast- 
associated receptor, Atp6v0d2 : ATPase H+ transporting lysosomal 38 kDa V0 subunit d2, DC-STAMP : dendritic cell–specific trans-
membrane protein, GAPDH :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Fig. 1. Effect of PS on the cell viability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PS
(5, 10, 20 and 40 μg/ml) for 24 h.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the CCK-8 assay.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서 F-actin ring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PS 처리를 통해 

F-actin ring 형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Fig. 3).

4. 파골세포 분화 전사인자의 단백질 발현에 PS가 미치는 

영향 

파골세포 분화 전사인자인 NFATc1 그리고 c-Fos의 단백질 발

현 측정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NFATc1의 발현이 유의하

게(p＜0.01) 증가되었고, 대조군 대비 PS 10, 20, 40 μg/ml 농도

에서 NFATc1의 발현이 유의하게(p＜0.05) 억제되었다(Fig. 4A, 

B). 또한, c-Fos 단백질 발현은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p＜0.05) 증가하였고 대조군에 비해 PS 20, 4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Fig. 4C, D). 

5.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에 PS가 미치는 영향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NFATc1 (p＜0.01), TRAP (p＜0.01) 그리고 RANK 

(p＜0.05)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NFATc1 및 RANK의 

발현은 PS 10 μg/ml (p＜0.05), 20 μg/ml (p＜0.01), 40 μg/ml 

(p＜0.01)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또한, c-Fos의 발현은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고, PS 20, 

4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p＜0.05) 억제되었다. TRAP의 발

현은 대조군 대비 PS 20, 4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p＜0.01) 

감소되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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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S on RANKL-induced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bone resorption.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RANKL (100 ng/ml) and PS (5, 10, 20 and 40 μg/ml) for 5 days. (A) RANKL-induced osteoclasts 
were stained with a TRAP staining kit. Images were captured using by microscope (magnification, ×100; scale bar 200 μm). (B) The
number of TRAP-positive cells were counted. (C) TRAP activity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D) Images were captured using by
microscope (magnification, ×200; scale bar, 100 μm). (E) The pit area was measured by Image J software. ##p＜0.01 vs. the normal 
cells (RANKL-untreated cells) and *p＜0.05 and **p＜0.01 vs. the control cells (RANKL-treated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Fig. 3. Effect of the PS on RANKL-
induced F-actin ring formation.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RANKL (100 ng/ml) and PS (5, 10,
20 and 40 μg/ml) for 5 days. F- 
actin ring was observed with a 
fluorescence microscope (magnifi-
cation, ×200; scale bar, 100 μm).

6. 파골세포의 골 흡수 및 파골세포 융합 관련 유전자 발

현에 PS가 미치는 영향 

골 흡수 그리고 파골세포 융합 관련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MMP-9 (p＜0.01), CA2 (p＜0.01), OSCAR 

(p＜0.05), ATP6vod2 (p＜0.01) 그리고 DC-STAMP (p＜0.05)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CTK의 경우,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

서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PS 20, 

4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p＜0.05) 억제되었다. MMP-9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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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S on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NFATc1 and 
c-Fo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RANKL (100 ng/ml) and PS (5, 10, 
20 and 40 μg/ml) for 24 h. (A) The 
protein expression of the NFATc1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and 
(B) normalized by actin. (C) The 
protein expression of the c-Fos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and (D) 
normalized by actin. #p＜0.05 and 
##p＜0.01 vs. the normal cells 
(RANKL-untreated cells) and *p＜
0.05 vs. the control cells (RANKL- 
treated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of three independ-
ent experiments.

Fig. 5. Effect of PS on the express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related gene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RANKL (100 ng/ml) and PS (5, 10, 20 and 40 μg/ml) for 4 days. (A) Expression of mRNA levels
the NFATc1, c-Fos, TRAP and RANK were analyzed by RT-PCR. (B) The mRNA expression was normalized by GAPDH. #p＜0.05 and 
##p＜0.01 vs. the normal cells (RANKL-untreated cells) and *p＜0.05 and **p＜0.01 vs. the control cells (RANKL-treated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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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PS on the mRNA expression of bone resorption (CTK, MMP-9 and CA2) osteoclast fusion genes (OSCAR, ATP6v0d2
and DC-STAMP).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RANKL (100 ng/ml) and PS (5, 10, 20 and 40 μg/ml) for 4 days. (A) The expression of bone resorption
and osteoclast fusion genes were analyzed by RT-PCR. (B) The mRNA expression was normalized by GAPDH. #p＜0.05 and ##p＜0.01
vs. the normal cells (RANKL-untreated cells) and *p＜0.05 and **p＜0.01 vs. the control cells (RANKL-treated cell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C-STAMP의 발현은 PS 20 그리고 4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p＜0.01) 감소하였다. CA2 그리고 ATP6v0d2의 경우, PS 20 μg/ml 

(p＜0.05), 40 μg/ml (p＜0.01)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또한 OSCAR 발현은 PS 10 μg/ml (p＜0.05), 20 μg/ml (p＜0.01), 

40 μg/ml (p＜0.01) 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6).

고    찰

본 연구는 補骨脂 추출물이 파골세포 분화 및 골 흡수 관련 유전

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PS 처리는 RAW 

264.7 세포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TRAP 양성 파골세포의 

형성, TRAP 활성도, pit area 및 F-actin ring 형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NFATc1과 c-Fos의 발현 및 파골세포의 골 흡수 및 세포 융합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PS의 세포독성은 CCK-8 assay를 통해 측정하였고, 그 결과 실

험에 사용된 모든 농도의 PS는(5, 10, 20 그리고 40 μg/ml) RAW 

264.7 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RAP은 

성숙한 파골세포에 의해 분비되며 파골세포를 식별하기 위한 화학

적 표지자로서 사용 된다20). 또한 Pit area는 파골세포의 주요 기능

인 골 기질의 재흡수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파골세포의 활성 및 

골 흡수와 관련이 있다21). F-actin ring의 형성은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 전제 조건이다22). 따라서 Pit area 및 F-actin ring의 형성

은 파골세포의 골 흡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실험 

결과, PS 처리를 통해 TRAP 양성 파골세포 수, TRAP 활성도, pit 

area 및 F-actin ring 형성이 억제되었고 이는 PS가 파골세포 분화 

및 파골세포의 주요 기능인 골 흡수를 억제하여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파골세포 분화는 RANKL과 RANK의 결합에 의해 촉진되며 

RANK 신호 전달은 파골세포 분화관련 전사인자인 c-Fos 및 

NFATc1을 유도하여 성숙한 파골세포로 분화시킨다6,23). NFATc1

이 결핍된 마우스에서 파골세포 분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24), c-Fos가 결핍된 마우스는 골 화석증 표현형을 나타

낸다25). 실험 결과, 대조군 대비 PS를 처리한 군에서 NFATc1 및 

c-Fos의 단백질과 유전자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PS가 NFATc1/c-Fos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 분화, 

형성그리고 골 흡수를 억제함을 나타낸다. 

NFATc1은 파골세포의 골 재흡수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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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RANK-결핍 마우스는 파골세포 분화의 차단으로 인한 심각

한 골화석증을 특징으로 한다27). 골 재흡수는 파골 세포 분화와 

골 기질 분해에 의해 매개되며, 파골세포 활성으로 인한 CTK 및 

MMP-9의 발현 증가는 골 기질 물질인 콜라겐을 분해하여 결과적

으로 칼슘이 유리되어 골 흡수를 유발한다28). CA2는 c-Fos에 의해 

파골 세포 분화 초기 단계에 발현되며, CA2는 성숙한 파골 세포에

서 양성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9). 본 연구 결과, 대조군 대

비 PS 처리군에서 CTK, MMP-9 및 CA2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S가 NFATc1 발현 억제를 통해 파골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켰음을 시사한다.

PS 처리가 파골세포의 성숙 및 세포 융합 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OSCAR는 NFATc1을 활성화 시키며 

파골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핵구/대식세포 계통의 면

역 세포 활성 및 성숙을 조절한다30). 또한 OSCAR는 파골 세포 생

성을 촉진시켜 파골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1). Atp6v0d2 그리고 DC-STAMP는 파골전구세

포의 세포-세포 융합 관련 유전자이며, 세포-세포 융합은 파골세

포와 같은 다핵세포의 발달에 필수적이고 융합으로 매개된 다핵세

포 형성은 파골세포의 성숙에 중요하다32). 또한 Atp6v0d2는 세포 

바깥의 산성화에 관여하여 골 흡수의 잠재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33). DC-STAMP는 파골 세포 형성과 조골세포의 분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뼈의 항상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34,35). 실험 결과, PS를 처리는 대조군에 대비 

OSCAR, Atp6v0d2 그리고 DC-STAMP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

는 PS가 NFATc1 발현 억제를 통해 파골세포의 골 흡수 및 파골세

포 융합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켰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I) RANKL로 자극된 c-Fos의 

발현이 유전자 수준과 단백질 수준에서 차이릍 나타낸다. 단백질 

수준에서의 c-Fos는 RANKL 자극을 통해 normal 세포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되었지만, 유전자 수준에서는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

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실험의 

sampling time에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고 추측된다. c-Fos는 파

골세포 분화 초기 인자로, RANKL 자극 초기에 상승한다. 본 실험

에서 c-Fos 발현에 대한 PS의 억제능 검증 실험을 진행할 때, 단백

질 발현은 1일에서 측정되었고, 유전자 발현은 4일에서 측정되었

다. 따라서, 초기 발현에 영향을 주는 c-Fos는 RANKL처리 1일차

에서 4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발현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RANKL 처리 1일 후 c-Fos의 발현 및 

PS의 언제능을 유전자 수준에서 검증하는 것은 유의미한 향후 연

구로 사료된다. II) 골세포 분화 전사인자인 c-Fos에 PS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c-Fos의 단백질 분석 결과 정상군 대비 

유발군에서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c-Fos의 유전자 

분석 결과 정상군 대비 유발군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

계적으로 유발군 대비 PS 처리군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했다. 

Western blot과 RT-PCR에서, 유발군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실

험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결과는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III) c-Fos의 경우 전사조절인자로서 신경활성지표(a marker 

of neuronal activation)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PS

는 파골세포 전사인자와 파골세포 분화 관련인자의 발현을 아무것

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군의 발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억제

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PS가 RANKL로 증가된 c-Fos의 발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자극되지 않은(normal cell)의 c-Fos의 발

현에도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은 

향후, 신경활성지표인 c-Fos의 영향을 받는 통각관련 질환 및 우울

증 등에 PS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PS 단독처리군의 대한 실험은 PS 단독처리군에 대한 실험은 진행

되지 못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실험 PS의 세포 내 역

할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유의미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결    론

補骨脂 에탄올 추출물이 파골세포 분화 및 골흡수 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AW 264.7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補骨脂는 RANKL로 유도된 TRAP 양성 파골세포와 TRAP 활

성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이는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을 

의미한다.

2. 補骨脂는 RANKL로 유도된 파골세포의 골 흡수 pit area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3. 補骨脂는 RANKL로 유도된 파골세포의 F-actin ring 형성을 

억제하였고, 이는 골 흡수능 억제를 의미한다. 

4. 補骨脂는 RANKL로 유도된 파골세포 분화 관련 인자인 

NFATc1과 c-Fos 발현과골 흡수(CTK, MMP-9 그리고 CA2) 그리

고 파골세포 융합(OSCAR, ATP6v0d2 그리고 DC-STAMP)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補骨脂는 파골세포 관련 유전자 발현의 억

제를 통해 파골세포 분화 및 골 흡수능을 억제하였다. 이는 補骨脂

로 인한 골 흡수 억제를 통해 골다공증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補骨脂가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임상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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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료된다. 이에 추후 補骨脂의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보다 많은 

임상 연구 및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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