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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엽 추출물이 골 대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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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 on Bone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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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emisia princeps has been utilized as a traditional medicine for a variety of diseases in Kore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 (APE) on bone metabolism both in vitro using primary
mouse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 and in vivo using ovariectomized rats. APE decreased the number
of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positive multinucleated cells and TRAP activity. Also, APE
inhibited bone resorptive activity of differentiated osteoclasts. In ovariectomized rats, APE alleviated the
decrease in the trabecular bone mineral density. These results showed that APE might be useful for the
prevention of postmenopausal bon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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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뼈의 항상성은 파골세포(osteoclast)와 조골세포(osteo-

blast)가 관여하는 뼈재형성(bone remodeling) 과정에 의해

유지된다. 파골세포는 노화된 뼈의 표면에 부착하여 뼈 기질

을 흡수하는 반면, 조골세포는 칼슘과 인을 분비함으로써

새로운 뼈를 형성하며, 이러한 세포들의 활성은 전신 호르몬

과 여러 국소인자들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1-3).

하지만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간의 불균형은 골대사 질환을

유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골다공증(osteoporosis)이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의 경우 에스트로겐 부족이 주요원인으

로 작용하여 골다공증이 유발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결핍

이 파골세포의 증식 및 활성을 증가시켜 골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4,5).

파골세포는 다핵형 세포로서 조혈모세포에서 유래된 전

구세포인 단핵/대식세포로부터 분화되며, 이러한 분화에는

조골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싸이토카인인 macrophage col-

ony-stimulating factor(M-CSF)와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B ligand(RANKL)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8). RANKL이 전구세포의 RANK에 결합하면

NF-kB, Mitranscription factor(Mitf), PU.1, c-Fos,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NFAT) c1과 같은 전사인자들의

발현 및 활성이 증가되어 파골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된다

(9,10). 특히 NFATc1은 파골세포의 분화에 매우 중요한 전

사인자로 파골세포 지표인 tartrate-resistant acid phos-

phatase(TRAP), osteoclast-associated receptor(OSCAR),

calcitonin receptor(CTR) 등의 발현을 촉진한다(11).

애엽(Artemisia princeps Pamp.)은 동아시아 전체에 걸

쳐 분포하는 국화과 식물로서, 예로부터 지혈, 진통, 월경과

다, 월경불순, 자궁출혈, 치질, 염증, 설사, 폐경기 질환에 효

능이 있다고 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다(12). 최근에는 애엽에

함유된 eupatilin, jaceosidin 및 yomogin이 NF-kB 신호경

로 억제를 통하여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13-15), 특히 eupatilin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6). 이외

에도 애엽 추출물은 여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17,18), 항동맥경화에도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19).

하지만 현재까지 애엽이 골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애엽 추출물이 골대사에 중요한 파골

세포의 분화 및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폐경에 의해 유발되는 골다공증 모델로 잘 알려진 난소

절제 흰쥐를 이용하여 애엽 추출물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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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애엽은 중국산으로써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대영제약에서 구입하였다. 증류수로 2번 세척된 애

엽 100 g에 30% 에탄올 500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2회 추출한 후 농축, 동결 건조시켜 11.6 g의 분말을

얻은 다음,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파골세포의 분화

5주령 ICR 생쥐의 대퇴골과 경골을 무균적으로 분리하여

양 끝을 절단하고 뼈속질 공간을 주사기로 수세하여 골수세

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골수세포는 10% FBS와 M-CSF

(30 ng/mL, Peprotech, NJ, USA)가 첨가된 α-minimum es-

sential medium(α-MEM, Gibco BRL, NY, USA) 배지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미부착세포를 수집하여 2일간 추가

배양하였다. 추가 배양 후, 부착세포를 회수하여 1×105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M-CSF(30 ng/mL), RANKL

(50 ng/mL; Peprotech)과 함께 애엽 추출물을 농도별(0, 5,

10, 20, 30 μg/mL)로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하였다.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 염색

배양이 종결된 세포는 10% 포르말린으로 10분간 고정한

후 시판되는 TRAP staining kit(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37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세포는 hematoxylin 용액으로 대조 염색하였으며, 한

세포당 핵이 3개 이상인 다핵의 TRAP 양성세포를 파골세

포로 간주하였다. 각 well당 형성된 다핵 파골세포의 개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TRAP 활성도 측정

파골세포의 특이한 표지자로 알려진 TRAP 활성도를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해 96 well plate에서 배양이 완료된 세포

를 PBS로 세척하고,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다음, sub-

strate solution(1.36 mg/mL 4-nitrophenyl phosphate diso-

dium salt, 10 mM tartrate, 50 mM citrate buffer)을 100

μL씩 가하여 37o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0.1 N

NaOH로 반응을 중지시키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골흡수 분석(Resorption pit assay)

파골세포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골세포를 인산칼슘

으로 피막된 OAASTM plate(Oscotec Inc., Cheonan, Korea)

에서 애엽 추출물이 농도별(0, 5, 10, 20, 30 μg/mL)로 포함된

배양액으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

하고 5% sodium hypochlorite(Sigma) 용액을 5분간 처리하

여 세포를 떼어낸 다음, 흡수된 면적을 image-analyzing

software, Image Pro PlusTM(version 3.0, Media Cybernetics

Inc.,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난소 절제 및 시료 투여

골다공증 동물모델 제작을 위해 Sprague-Dawley계(12

주령) 암컷 흰쥐를 총 24마리 구입하여 양쪽 난소를 절제하

였다. 실험군은 총 4개 군으로써, 난소 절제를 하지 않은 군

(normal; n=6), 난소 절제 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OVX-

control; n=6), 난소 절제 후 애엽 추출물을 400 mg/kg을 투

여한 군(APE400 mg/kg; n=6), 난소 절제 후 애엽 추출물을

800 mg/kg을 투여한 군(APE800 mg/kg; n=6)으로 나누었

다. 모든 실험군에는 일반 식이와 멸균수를 무제한으로 제공

하였으며, 투여는 금속제 경구용 존대를 이용하여 매일 1회

씩 8주간 실시하였다.

Bone mineral density(BMD) 측정

BMD는 성장판으로부터 2 mm 떨어져 있는 PTM(prox-

imal tibial metaphysic)에서 측정하였고, 하나의 화소 크기

를 0.1 mm로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BMD 값은 XCT

Research SA(Stratec, Pforzeim, Germany)를 이용하여 8주

동안 총 4회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정량적인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

였다. 세포실험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 방법을 사용

하였고, 동물실험의 통계처리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후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검정하였다.

결 과

애엽 추출물이 파골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

파골세포의 증가는 골대사 질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

므로, 애엽 추출물이 파골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애엽 추출물을 5, 10, 20, 30 μg/mL로 처리

하여 3일간 배양한 후, TRAP 양성 다핵세포의 형성을 관찰

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375개의 TRAP 양성 다핵세

포가 관찰된 반면, 애엽 추출물 5, 10, 20, 30 μg/mL 처리군에

서는 각각 256, 66, 51, 36개의 TRAP 양성 다핵세포가 관찰

되었다(Fig. 1). 따라서 파골세포의 분화는 애엽 추출물 농도

에 의존적으로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애엽 추출물이 TRAP 활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애엽 추출물이 파골세포의 TRAP 활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애엽 추출물 5, 10, 20, 30

μg/mL 처리군에서의 TRAP 활성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91.60, 76.69, 55.07, 44.40%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애엽

추출물 농도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Fig. 2).

애엽 추출물이 파골세포의 골흡수 기능 억제에 미치는

영향

애엽 추출물이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골세포를 인산칼슘이 피막된 O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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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s (APE) on the bone mineral density level (mg/cm2)

Pre-ovx 2 weeks 4 weeks 8 weeks

Normal
OVX-control
APE 400 mg/kg
APE 800 mg/kg

327.24±11.09
333.43±18.46
320.31±9.43
315.73±8.23

326.51±19.21
291.31±13.22
291.37±5.52
294.63±11.17

321.57±11.20
256.60±13.28
269.31±8.51
272.74±13.97

310.21±23.98
201.40±12.54
222.75±14.18
235.07±8.46*

The BMD was measured in the proximal tibial metaphysic (PTM) at 2 mm distal to the growth plate at the baseline in the
anaesthetized rats using pQCT. A voxel size of 0.1 mm was chosen. The data represent a mean±SE of five experiments and
are expressed as a ratio to the OVX-control.

*
p<0.05 mean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OVX-control by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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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s (APE) on
RANKL-induced osteoclast differentiation. Bone marrow
macrophages were cultured for 3 days with M-CSF (30 ng/mL)
and RANKL (50 ng/mL)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s (APE). TRAP-positive cells were counted as
osteoclasts.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SD (n=4).
Values with asterisk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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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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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s (APE) on TRAP
activity of RANKL-induced osteoclasts. Bone marrow macro-
phages were cultured for 3 days with M-CSF (30 ng/mL) and
RANKL (50 ng/mL)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s (APE).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control.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SD (n=4). Values
with asterisk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nd **p<0.01
by Student’s t-test.

plate에서 애엽 추출물을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결과, 애엽 추출물이 5, 10, 20, 30 μg/mL 처리된 군은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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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Artemisia princeps extracts (APE) on bone
resorption. Mature osteoclasts were seeded on OAAS

™
plate and

incubated for 24 hr. Resorption pit areas were quantified using
the image Pro-plus program, version 3.0.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control.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SD. Values with asterisk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by Student’s t-test.

에 비하여 각각 96.06, 72.49, 16.34, 9.49%의 골흡수율을 나타

내었다(Fig. 3). 따라서 애엽 추출물은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 억제를 통하여 골 흡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애엽 추출물이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

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애엽 추출물이 골대사, 나아가 골다공증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난소를 절제한 흰쥐에

애엽 추출물을 8주간 매일 투여하면서 총 4회(초기, 2, 4, 8

주)에 걸쳐 proximal tibial metaphysic(PTM)의 골밀도

(BMD)를 측정하였다.

초기의 BMD 측정값은 정상군, 대조군, 애엽 추출물 400

mg/kg 투여군, 애엽 추출물 800 mg/kg 투여군이 각각

327.24±11.09, 333.43±18.46, 320.31±9.43, 315.73±8.23
mg/cm2으로, 4개군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

4, 8주 경과 시 대조군의 BMD 값은 각각 -12.3±2.4%
(291.31±13.22 mg/cm2), -22.7±3.1%(256.6±13.28 mg/
cm2), -39.7±1.2%(201.4±12.54 mg/cm2)로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정상군에 비해 골밀도가 크게 감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애엽 추출물 400 및 800 mg/kg 투여군의

8주 경과 뒤의 BMD 값은 각각 222.75±14.18, 235.0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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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m
2
로, 대조군에 비해 적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고 찰

최근 연구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정기적으로 소

비하는 천연식품들 중 일부가 폐경에 따른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Muhlbauer 등(20)과

Palacios 등(21)은 몇몇 채소가 흰쥐에서 뼈의 재흡수를 크

게 억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양파 추출물이 가장 강한 효

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2)은 식용버섯인

새송이 버섯(Pleurotus eryngii) 추출물이 조골세포와 파골

세포의 활성뿐만 아니라 난소가 절제된 쥐의 활성에도 영향

을 미쳐 골대사 강화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23).

본 연구에 사용된 애엽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

로 약쑥이라고도 불리며, 특유의 향기와 약효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식품 및 뜸으로 애용되어 왔다. 애엽 섭취

에 따른 안전성과 관련하여 Kim 등(24)은 애엽 에탄올 추출

물인 DA-9601을 흰쥐에 4주간 반복 경구투여한 결과 무독

성용량이 2,000 mg/kg/day 이상임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 및 미국 식품

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애엽은 안전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파골세포는 다핵세포로서 뼈의 내막에 위치하여 광물화

된 뼈를 재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이다. 또한 파골세포

는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 활성을 가지

며, 산(acid)을 활발히 생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파골세포의

증식 및 활성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조절되는데, 파골세포

의 증식 및 활성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골다공증과 같은 골대

사 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30% 에탄올을 이용하여 애엽으로부

터 추출물을 얻은 다음, 먼저 파골세포 분화 및 활성 억제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생쥐의 골수세포를 M-CSF

와 RANKL이 함유된 배지에서 파골전구세포로 배양하였

고, TRAP 양성이면서 3개 이상의 핵을 갖는 다핵세포만을

파골세포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애엽 추

출물이 TRAP 양성 다핵세포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파골세

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ig. 1), 파골세포

의 TRAP 활성 또한 애엽 추출물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 2).

파골세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능적으로 극성을

띄는 다핵성 파골세포는 광물화된 뼈의 표면을 다시 흡수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산칼슘으로 피막된 OAAS™ plate를

사용하여 파골세포의 뼈 재흡수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파골세포에 의한 뼈 재흡수 영역이 애엽 추출물에 의

해 강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골다공증은 주로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질환인 까닭에

노인,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우리는 폐경에 따른 골다공증 동물모델로 널리 알려진 난소

절제 흰쥐 모델을 이용하여 애엽 추출물이 골다공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에 앞서 우리는 애엽 추출물의

유효 투여량과 투여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난소절제 흰쥐 모

델을 이용한 골다공증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투여량과 투여기간은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천연물의 경우 투여량은 500 mg/kg 내외, 투여기간은 12주

가 일반적이었다(25-28). 하지만 Shirke 등(29,30)은 강남콩

(Phaseolus vulgaris) 메탄올 추출물과 커민(Cuminum

cyminum) 메탄올 추출물을 1,000 mg/kg 용량으로 10주간

매일 경구투여 했을 시, 난소절제 흰쥐 모델에서 어떠한 부

작용 없이 골밀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애엽 추출물

의 투여량을 일반적인 용량인 400 mg/kg과 고용량인 800

mg/kg로 정하였으며, 투여기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6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8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흰쥐의 난소를 절제한

후, 8주 동안 총 4회에 걸쳐 흰쥐 PTM의 BMD를 측정하였

다. PTM의 BMD 측정은 항골다공증 약물의 효능을 검증하

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pQCT(peripheral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시스템은 동물 골밀도의 용적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 사용되고 있다(32,33). 난소절제 혹은 애

엽 추출물 투여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BMD를 측정한 결과, 난소절제에 따른 골밀도는 2주부터

조금씩 차이를 보이다가 4주 무렵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애엽 추출물 투여에 따른 골밀도

변화는 난소절제 직후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8주가 경

과한 시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애엽

추출물이 난소절제에 따른 골소실을 막아줌으로써 폐경기

여성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

인 물질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1).

이상의 결과에서 애엽 추출물은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

억제를 통하여 골 흡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엽 추출물이 난소를 절제한 흰쥐에서 골밀도 손실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애엽 추출물의

활성성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애엽이 에스트

로겐 분비감소로 인하여 급격한 골 손실이 나타나는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식품 후보로 사

용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골수유래 파골세포와 난소절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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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모델을 이용하여 애엽 추출물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애엽 추출물이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우스 골수유래 전구세포에

M-CSF와 RANKL을 처리하여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

한 후, TRAP 염색법을 실시하고 TRAP 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애엽 추출물은 TRAP 양성 다핵세포의 형성과

TRAP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파골세포의

골흡수 또한 애엽 추출물의 최고농도(30 μg/mL) 처리 시

약 90%까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소절제 동물모델

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애엽 추출물이 난소절제에 따른 급격

한 골밀도 감소를 막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애엽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인하여 급격한 골 손실이 나타나는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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