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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는 생체에서 에나멜질에 버 가는 단단한 조직으로 그 주

성분은 Ⅰ형 콜라겐을 주체로 하는 유기질과 무기성분으로서 인

산칼슘을 주체로 하는 하이드록시아 타이트의 결정으로 구성되

어있다.  조직은 의 형성에 여하는 모세포(osteoblast), 

세포(osteocyte)와 흡수에 여하는 골세포(osteoclast)의 

활발한 골형성과 골흡수가 반복해서 일어나 항상 사되고 있으

며 그 균형은 정 하게 조 되고 있다. 골을 만드는 모세포는 

사이토카인이나 호르몬 등의 자극을 분화한 성숙 모세포는 I

형 콜라겐, 오스테오폰틴이나 오스테오칼신 등의 골기질 단백질

을 분비하고 석회화를 행한다. 한 골세포는 를 흡수하기 

해서 특수화한 마크로 지 라고 할 수 있으며 M-CSF, 

RANKL(receptor activator of NF-kB ligand) OPG 

(osteoprotegerin)가 골세포 형성과 기능에 요하고 의 리모

델링에 필수 이다1).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골량은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형성과 흡수의 균형이 괴되면 골다

공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 한다2)
.

    골다공증은 의 형성보다 흡수가 늘어나  속이 비게 되

는데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성호르몬의 결핍, 비타민 D와 

칼슘부족 등이 있으며 험인자로는 고령자, 폐경후의 여성, 운

동 부족, 체 , 흡연, 칼슘 식이, 난소 제 등을 들 수 있다3).

    최근에 괴된 골의 재생을 목 으로 조골세포 분화를 유도

하는 성장인자에 한 심이 높아져 BMP(bone morphogenetic 

protein)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한의학에서

는 오래 부터 골 형성을 유도하는 녹용  홍화씨를 포함한 여

러 약재들을 골다공증 치료에 이용해 왔다. 사슴의 뿔인 녹용은 

계속 성장하여 이와 를 튼튼하게 하여 골의 성장  석회화를 

조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하여 골 단백질 기질의 발   

호르몬 변화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4)
, 홍화씨에는 뻐의 

주된 성분인 칼슘과 골세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리성분도 함

유되어 있어 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 다5). 

    본 연구에서는 최삼섭 교수님의 처방집에 있는 복방 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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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척보골탕이 실제로 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증식과 물

화 과정에 작용하여  재생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시행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물

    본 실험에 사용한 구척보골탕의 내용과 용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The Compositions of Gucheokbogol-tang(GBT)

韓藥名 學名 用量(g)

甘草
薏苡仁
龍眼肉
杜沖
白茯苓
黃芪
骨碎補
鬱金
山藥
芡仁
破古紙
狗脊
麥門冬
白朮
香附子
陳皮
天麻
砂仁
當歸
白芍藥
白何首烏

Glycyrrhiza uralensis radix
Coix lacryma-jobi Linne
Euphoria longan steud
Eucommia uloides Oliver

Poria cocos
Astragalus membranaceus
Drynaria fortunei J. Smith
Curcuma langa L

Dioscorea japonica D. batatas
Euryale ferox Salisb
Psoralea corylifolia L.

Cibotium barometz J. Smith
Liriope platyphylla tuber
Atracctylodes japonica kitag
Cyperus rotundus L.

Citrus unshiu pericarpium
Gastrodia elata rhizoma
Amomum villosum fructus
Angelicae gigantis radix
Paeonia japonica

Pleuropterus multiflorus Turcz

2.0
12.0
12.0
8.0
8.0
8.0
8.0
8.0
8.0
8.0
8.0
8.0
6.0
6.0
6.0
4.0
4.0
4.0
4.0
4.0
4.0

Total Amount 140.0

 2) 구척보골탕 추출물의 비

    총 21종의 한약재로 이루어진 구척보골탕 140 g를 음  

세척기로 세척한 후 200 ml의 증류수를 넣어 121℃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 후 추출한 침 물을 3차례 여과(3 M filter paper)하

고, 다시 121℃에서 15분 동안 멸균하여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

을 DMEM 배지로 희석하여 -70℃ deep freezer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하고, 24시간 동안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얻

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각 분말의 량을 측정하여 최종농도가 

각각 1:103, 1:104, 1:105가 되도록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50℃ 

냉동고에 분주하여 냉동 보 하 다.

2. 실험방법

 1) 세포 배양

    인간 모세포 유래인 MG-63세포를 10% FBS와 항생제가 

포함된 DMEM 배지에서 단일 세포층이 형성될 때까지 2∼3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환하면서 37℃, 5% CO2 배양기에서 증식

하 다.

 2) 구척보골탕 약제가 MG-63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1) 세포활성도 측정

    MG-63 세포를 0.025% Trypsin-EDTA(pH 7.2)로 떼어내어 

trypan blue로 염색한 후 hemocytometer로 세포수를 세어 96 

well plate의 각 well 당 2×103
 cell이 들어가도록 분주하여 세포

들이 부착할 수 있도록 1일간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부착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해서 배지를 제거하고 

0.1 M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새 DMEM 배지로 갈아주고 

구척보골탕 추출물을 1:10
3
, 1:10

4
, 1:10

5
로 희석하여 각 well에 첨

가하 으며, 배양 배지만 들어 있는 배지를 조군으로 하여 3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된 세포배양액에 20 ㎕의 MTT 용액(5 mg/

㎖ in PBS)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200 ㎕의 DMSO를 첨가하여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키고 ELISA 

analyser를 plate를 넣고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2) 형태학  찰

   (가) 상차 학 미경을 통한 찰

    구척보골탕 약제를 넣어 세포활성을 보인 세포와 약제를 넣지 

않고 자란 MG-63 세포의 형태를 살펴보기 해 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4 cell이 들어가도록 분주하여 1일 동안 배양한 후 세포활

성도를 알아본 조건과 동일하게 구척보골탕 약제 추출물을 첨가

한 후 3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세포 배양액을 버리고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 한 후 상차 학 미경으로 찰하 다.

   (나)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을 

통한 찰

    세포의 내부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기 해 자 미경으로 

찰하 다. 세포 활성도를 보인 구척보골탕 약제와 함께 배양된 

MG-63 세포의 형태변화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기 해 

먼  24 well 배양용기에 cover slip를 깔고 MG-63 세포를 2×103 

cell이 들어가도록 분주하여 1일 동안 배양 한 후 구척보골탕 약제

를 1:105 으로 희석하여 넣고 3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세포 

배양액을 버리고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2% glutaraldehyde

로 1시간 고정한 후 1% OsO4로 30분간 후 고정을 실시하고 0.1 M 

PBS (pH 7.4)로 깨끗이 수세하 다. 50%∼100% ethanol로 탈수시

킨 후 인공 건조제인 HMDS (hexamethyldislazene)로 건조시킨 후 

 스퍼터링으로 코  한 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 다.

   (다) 투과 자 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TEM)을 통한 찰

    세포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해 6 well 배양 용기

에 MG-63 세포를 1×104 cell이 들어가도록 분주하여 1일 동안 배

양한 후 배양액을 버리고 세포 활성을 보인 약제와 함께 3일 동

안 배양하 다. 배양 후 세포를 찰하기 해 TEM　고정액인 

2.5% glutaraldehyde-1.5% paraformaldehyde 고정액에 1시간 고

정 한 후 1% OsO4 에서 후 고정을 실시하 다. 0.1 M PBS (pH 

7.4)로 깨끗이 수세한 후 50%∼100% ethanol로 탈수시킨 후 cell

을 어내어 새 tube에 옮긴 후 100% ethanol과 propylene oxide

를 1:1로 혼합된 용액에 20분간 두었다가 다시 propylene oxide

만 들어 있는 용액에 20분 동안 처리하 다. 다시 resin과 

propylene oxide가 1:1로 혼합된 용액에 2시간 두었다가 resin만 

들어 있는 용액에 하룻밤 두었다. 세포들을 beem capsule로 옮

긴 후 새 resin을 채워 60℃에서 2∼3일 동안 합시킨 후 자

미경용 편을 만들었다. LKB-V ultratome으로 1 ㎛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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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만들어 toluidine blue로 염색하여 학 미경으로 세포부

를 확인한 후 60∼70 nm 두께로 박 편을 만들었다. 각각

의 편을  만든 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하 다.

  (3) 모세포에의 Alkaline phosphatase(ALP) 측정 

    24-well 배양용기에 MG-63 세포를 2×103
 cell/ml 이 되도록 

분주한 후 10% FBS 가 첨가된 DMEM 배지에서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1일 후 배지를 제거하고 구척보골탕 약

제 추출물을 1:103
, 1:10

4
, 1:10

5
이 되도록 배지와 함께 희석하여 

첨가한 후 3일, 7일, 14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

하고 0.025% trypsin-EDTA로 세포를 분리하여 3000rpm에서 4분

간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PBS buffer (pH7.2)로 

수세한 후 0.5% Triton X-100(in PBS) 250 ㎕를 첨가하여 lysis 시

키고 freeze-and thaw를 3번 반복하여 세포막을 괴한 후 50 ㎕

의 세포 추출액에 기질 p-NPP (2 mg/ml)를 50 ㎕ 첨가하여 3

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2 M NaOH 100 ㎕로 반응 

정지시킨 후 ELISA reader로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

며 효소 활성은 p-nitrophenol를 기 으로 정량하 다. 총 단백

질 양은 BSA(Bovine Serum Albumin)을 표  단백질로 BCA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4) 모세포의 석회화 결 에 미치는 향(Mineralization assay)

    석회화 결   calcium은 calcium만 특이  염색하는 

Alizalin Red S에 의해 정량 으로 알 수 있으며 calcium 결 을 

자 미경으로 찰하 다. 먼  monolayer된 세포를 24-well 

배양용기에 2×103 cell/ml 이 되도록 분주한 후 10% FBS, 1% 

antibiotic, 50 ㎍/ml ascorbic acid, β-glycerophosphate가 첨가된 

DMEM 배지에 구척보골탕 약제를 1:103, 1:104, 1:105이 되도록 배

지와 함께 희석하여 첨가한 후 3일마다 배지를 교환하면서 21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각 well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 buffer

로 세척하여 5% formaldehyde로 실온에서 15분 고정한 후 40 

mM AR-S(alizarin red-S) pH 4.2로 10분간 염색한 후 세척하

다. AR-S에 결합된 calcium이 녹아 나오도록 500 mM 

CPC(cetylpyridinium chloride) 용액에 1시간 담가둔 후 상층액

을 595 nm에서 측정하 다. AR-S 농도는 AR-S standard curve

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총단백질 양은 BSA(Bovine Serum 

Albumin)을 표  단백질로 BCA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결    과

1. 구척보골탕이  모세포의 활성도에 미치는 향

    구척보골탕 약제를 첨가한 배양배지에 MG-63 세포를 3일 

동안 배양한 후 MTT법을 이용하여 세포활성도를 측정하 다.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1:105로 희석한 구척보골탕 추출물을 첨

가한 배지에서는 정상 배양배지에서 자란 MG-63 세포보다 세포

성장이 높게 나온 반면 1:103으로 희석한 약제에서는 조군인 

정상 세포에 비해 세포 성장이 하게 떨어져 보인다. 따라서 

약제의 농도가 무 높으면 세포 성장에 나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찰되었다(Fig. 1). 한 약제를 넣지 않은 정상세포와 세

포활성을 보인 1:105로 희석한 구척보골탕 약제를 넣은 세포의 

형태학  변화를 학 미경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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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BT on the proliferation of MG-63 cells was 

determined by MTT assay.

2. 구척보골탕이 모세포의 형태 변화에 미치는 향

 1) 학 미경으로 살펴본 MG-63 세포의 형태학  변화

    구척보골탕 약제와 함께 배양된  모세포가 세포증식 후 

형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학 미경으로 찰하 다. 

Fig. 2a에서 보는 것처럼 약제를 첨가하지 않은 배양배지에서 자

란 MG-63세포와 1:105로 희석한 구척보골탕 약제를 첨가한 배지

에서 자란 세포(Fig. 2b)와 형태학 으로 별 차이가 없이 정상

인 모양을 띠며 수 으로도 차이가 없이 잘 자라 세포독성이 없

는 것으로 보 다(Fig. 2).

(a) (b) 

Fig. 2. LM images of normal MG-63 osteoblast cells(a) and 

incubated for 3 days in presence of GBT(b).

 2) 자 미경(SEM)으로 살펴본 MG-63 세포의 형태학  변화

    구척보골탕 약제를 넣고 함께 배양한 MG-63 세포와 약제를 

넣지 않고 배양한 정상세포의 겉모습을 살펴보기 해 세포 활

성도를 측정한 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

하여 보니 약제를 넣지 않은 정상세포(Fig. 3a)와 세포 활성도를 

보인 1:105로 희석한 약제를 넣은 세포에서는 학 미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 인 모습을 보 다(Fig. 3).

 3) 모세포에서의 Alkaline phosphatase(ALP) 측정

    구척보골탕 약제를 넣고 3일, 7일, 14일 동안 배양한 후 ALP 

활성을 살펴보았는데 Fig. 4에서 보이는 것처럼 3일에서 ALP 활

성이 가장 높았으며 7일과 14일 때는 차 효소 활성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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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LP 효소가  모세포 분화 기에 

향을 미치는 효소 의 하나이기 때문에 약제 처리 한 후 3일 배

양한 후 측정 했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4).

(a) (b)

Fig. 3. SEM images of normal MG-63 osteoblast cells(a) and MG-63 

osteoblast cells after 3 days of culture in presence of GB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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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P activities of osteoblast after treatment of GBT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at 3, 7 and 14 days. ALP activity of osteoblast 
was markedly increased when MG-63 cells were cultured with GBT for 3 days.

 4) 구척보골탕이 모세포의 석회화 결 에 미치는 향

    21일 동안 mineralization을 calcium만 특이 으로 염색하는 

alizarin red S에 의해 측정해 보니 구척보골탕 약제 추출물을 넣

고 배양한 배지에서 약제를 넣지 않은 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Fig. 5). 한 구척보골탕 약제 추출물이  모세포의 세포

내 소기 과 석회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투

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TEM 사진에서 핵과 세

포질 내의 세포 소기 들의 손상은 보이지 않고 석회화 결 로 

보이는 물질들이 발견되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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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ncentration of calcium-bound alizarin red S released 

from osteoblast cultured with GBT at 21days. It represents that GBT 
induced the deposition of calcium inside the osteoblast. 

(a) (b)

Fig. 6. TEM images of MG-63 osteoblast cells in presence of GBT 

at 4 days(a) and cells at 21days(b).

고    찰

    골은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그 후에는 유지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 량은 서서히 감소한다. 골 형성과 골 

흡수의 균형은 매우 정 하게 조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이

토카인 작용하고 있지만 골 형성만을 진하는 사이토카인은 발

견되지 않고 있지만 골 흡수를 담당하는 골세포의 증식, 분화, 

활성화에 M-CSF와 TNF 패 리인 RANKL이 필수 이다. 즉  

모세포에서 생산하는 M-CSF의 자극을 받아 조 간세포에서 

pro- 골세포로 분화한다. 골 흡수 인자에 의해  모세포 상에 

RANKL이 발  유도되고 pro- 골세포는 리셉터분자 RANK를 

통하여 pre- 골세포로 분화되고 최종 으로 골을 흡수하는 성

숙 골세포로 분화한다. 한 TNF 리셉터 패 리인 OPG가 

RANKL에 결합하면 골세포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골 사를 

제어하고 있는 요한 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골세포의 분화는 골 기질 단백질 발 과 한 련이 있

다. 골 기질 단백질  collagen, ALP(alkaline phosphatase)  

osteopontin은 분화 기에 발 되고 BSP(bone sialoprotein)  

OC(osteocalcin)는 성숙한 조골세포에서만 발 이 된다7). 그  

ALP는 유기인산 에스테르를 가수분해하여 석회화가 이루어지는 

부 에서 국소 으로 인산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효소로 세

포외 기질에 calcium phosphate를 침착시킴으로써 석회화를 유

도하는 기능을 갖는다8).

    따라서 의 성장과 흡수는  모세포와 골세포 조 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데, 어린아이나 성장기 청소년은  모세포의 

활성이 왕성하여 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

에서는 골세포의 활성이 증가되어 의 흡수에 의한 골다공증

이 유발된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량 감소가 병

으로 진행되는 1차성 골다공증과 다른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2차성 골다공증으로 별되는데 1차성 골다공증은 폐경 후 골다

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분류된다. 폐경 후 골다공증은 주로 

에스트로겐 부족에 의해  모세포 활성보다 골세포 활성이 

비정상 으로 증가해 골 량이나 골 도가 감소한다. 노인성 골

다공증은 노화에 의한 의 손실로 70세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에서 발병된다. 한편 2차성 골다공증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 부

작용으로 일어나는 골다공증이 임상 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

    기존의 연구에 있어 녹용 추출물에서 골 형성유도 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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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가 발  된다고 하 고
9)

, 유윤정 등(2000)의 실험에서는 녹

용추출물이 석회화결  형성을 진하며 ALP, BSP  OC의 발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 한 홍화씨는 골 과 골다

공증 등의 골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 고
11)

, 홍화씨가 

치주인 와 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하 다는 보고
12)

와 홍화씨 

성분 분리 추출물이 치주인 세포와 조골모 유사세포의 골 석회

화에 과정에 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13)
. 한 Rehmannia 

glutinosa Libosch가 세포 활성도와 ALP 활성을 높인다는 보고
14)

와 areca nut 추출물이 ALP와 RANKL의 발 을 조 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15)

.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척보골탕은 최삼섭 교수님이 임상에서 

골   골다공증 환자에게 많이 사용한 처방으로서 강근골시키

는 모구척, 골쇄보, 두충, 고지 등을 군으로 삼고, 보 을 

주로 하는 백작약, 당귀, 용안육 등을 좌로 삼았으며, 보음자음을 

주로 하는 산약, 하수오, 감인, 맥문동 등을 사로 삼아 자음익

신하고 강근골하는 효능을 주로 하여 골의 모태가 되는 신수를 

보하는 데 주안 을 둔 의 생성과 련된 표 인 처방이다.

    본 연구에서 세포활성도는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dehydrogenase에 의해 MTT formazan 형성 정도를 측정하 는

데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조군과 비교하여 1:105로 희석한 약

물을 처리한 배지에서는 정상 배지에서 자란 MG-63 세포보다 

세포활성도가 높게 나왔으나 1:103로 희석한 약물이 첨가된 배양

배지에서 자란 세포는 조군에 비해 낮은 세포활성도를 보 다. 

한 인간의  모세포 MG-63 세포를 구척보골탕 약제로 희석

하여 함께 배양한 후 하여 학 미경과 자 미경으로 찰

한 결과 1:103로 희석한 배양액에서는 핵이나 세포질부분이 부푼 

모양으로 심하게 손상된 반면, 세포 활성도가 높게 나온 1:105로 

희석한 약제와 함께 배양한 배양액에서는 정상 인 세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105가 가장 한 농도

로 생각된다.

    Alkaline phosphatase(ALP)는 모세포 분화 기에 발 하

며 의 석회화가 이루어지는 부 에서 국소 으로 인산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외 기질에 calcium phosphate를 침착시킴

으로써 석회화를 유도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양 기인 3일에 ALP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오다가 배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치가 어드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ALP가 제거된 쥐 실험에서 정상 인  모세포가 분화되었어도 

석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16)
 ALP가  모세포의 

분화 기 발 하여 기 석회화 과정에 여하며 석회화가 진

행되면서 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석회화 과정을 살펴보기 해서 배양 3일 후에 

ascorbic acid와 β-glycerophosphate를 기본배지에 첨가하여 3일

마다 배양액을 갈아주어야 하며, 14일 내지 21일 후에는 석회화 

결 들을 형성 한다17). 석회화 결 은 phosphate만 특이 으로 

염색하는 Von Kossa 염색법18)
과 calcium만 염색하는 Alizarin 

Red S(ARS) 염색법 두 가지로 찰할 수 있는데 석회화가 이루

어진 곳에서는 동시에 찰된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calcium 

detection19) 보다 더 민감한 ARS 염색법으로 염색 후 정량하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

, 구척보골탕 약제를 희석하여 처

리한 배지에서는 자란 세포가 정상 배지에서 자란 MG-63 세포

보다 석회화 결  형성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1:10
5
 농도의 구척보골탕이 핵이나 세포질

의 손상 없이 세포활성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ALP 효소의 농도 한 증가시킴으로써 모세포의 증식 

 석회화를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ARS 염색 결과

에서도 구척보골탕이 세포독성 없이 석회화 결  형성에 의미있

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구척

보골탕이 골 형성능을 증가시키며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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