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蠲痺湯이 Monosodium Iodoacetate로 유발된

골관절염의 초기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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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yeonbi-Tang Treatment on the monosodium

iodoacetate(MIA)-induced mild osteoarthritis in rats. Arthritis was induced by injection of MIA(0.25 ㎎) into knee joints

of rats. Arthritic rats were divided into control(n=8) and treated(n=8) group. Control group was taken distilled water and

treated group was taken extracts of Gyeonbi-Tang by orally for 20days. Body weights were measured at 0, 5, 10, 15,

20 days after MIA injection. At the end of experiment(20day after MIA injection), gross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n the articular structures of knee joints were performed. Proteoglycan(PG) contents in articular cartilages

were analysed. And also,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and interleukin-1β(IL-1β) contents in synovial fluids were

measured by ELISA method. Body weights of the 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t 15, 20 days after injection. Grossly, the severity of osteoarthritis in the treated group were alleviat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G contents in articular cartilages of the treated group were in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Histopathologically, osteoarthritic scores of the treated group was decreased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NF-α contents in synovial fluids of the 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Gyeonbi-Tang Treatment has anti-arthritic effects on the monosodium

iodoacetate-induced mild osteoarthritis in rats. And it's effects were related with reduced secretion of TNF-α from

synovial membranes.


Key words : monosodium iodoacetate, osteoarthritis, Gyeonbi-Tang, TNF-α

* 교신저자 : 박동수, 제천시 신월동 산21-1 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

․E-mail : aquanablue@naver.com, ․Tel : 043-649-1901

․접수 : 2010/11/19 ․수정 : 2011/01/20 ․채택 : 2011/01/27

서 론

골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관절손상이 발생한 이후 여

러 전신적 인자 및 국소적 인자들이 서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관

절질환으로 관절 간격의 감소, 연골하골의 변화를 유발하고, 통

증, 관절의 변형, 기능의 악화를 초래하는 만성질환이다1,2). 골관

절염은 15~44세에서 5% 미만, 45~64세에서 25~30%, 65세 이상

에서 60% 이상의 유병율을 보이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유병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흔히 이환되는 관절은 체중부하와

압력을 받는 요추부, 고관절, 슬관절 등이다3).

서양의학에서의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골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아세트아

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은 단

순한 진통제로 골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장기간 사용 시 위장관 부작용과

신장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이적 COX-2 억제제는 심혈

관계통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

적인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2,4,5).

골관절염은 한의학에서 關節痺症에 속하며, 인체의 榮衛失

調, 腠理空疎, 正氣虛弱시 風寒濕熱의 邪氣가 체내에 침입하여

관절에 응체됨으로써 발생하는데, 祛邪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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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營衛를 調節하고 氣血을 補益하는 법을 병행해야 한다6,7).

蠲痺湯은 宋代 王璆의 『是齋百一選方』8)에서 소개된 이후, 益

氣活血 祛風除濕의 효능으로 痺症의 치료에 많이 활용되어
9-11)

초기 골관절염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가 되나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onosodium iodoacetate(MIA)로 유발

된 골관절염 초기모델에 蠲痺湯을 투여하여 체중 변화, 슬관절

내부의 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변화, 관절연골의

proteoglycan(PG) 함유율 변화, 골관절염 지수의 변화, 활액내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및 interleukin-1β(IL-1β) 함량 변

화를 측정하여 골관절염의 초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체중 350 g 내외의 수컷 Sprague-Dawley계 흰쥐(오리엔트

바이오, 한국)를 구입하여 세명대학교 청정동물사육실(온도 23±1

℃, 습도 55±5 %, 12시간 주기의 명암)내에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사료(제일제당, 한국)와 음

수는 자유 섭취케 하였다. 본 연구계획은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

리위원회의 승인(smecae 10-07-02)을 받았다.

2. 골관절염의 유발

골관절염은 Janusz 등12)의 방법을 변형하여 유발시켰다.

Monosodium iodoacetate(MIA) (Sigma, USA)를 주사용 생리식

염수에 2.5 ㎎/㎖의 농도로 용해한 MIA 용액을 제조하였다. 실험

개시일에 에테르로 동물을 가볍게 마취시키고 양측 슬관절의 전

면을 소독용 프로필 알콜로 소독한 후, 양쪽의 슬관절 강내로 각

각 MIA 용액 0.1 ㎖을 주사하여 가벼운 골관절염을 유발시켰다.

3. 검액의 제조

蠲痺湯은 『東醫寶鑑』
9)
에 의거하여 처방하였으며 처방의

내용과 분량은 Table 1과 같다. 사용된 약재는 세명대학교 한방

병원에서 구입한 후 엄선하여 사용하였다. 蠲痺湯 4첩 분량(192

g)을 2000 ㎖의 증류수에 2시간 동안 침지 시킨 후, 2시간 30분간

전탕하였다. 전탕액을 원심하여 침천된 성분을 제거한 후 감압농

축기(EYELA, NE-1001, Japan)로 100 ㎖가 되게 농축시켰다. 이

농축액 1 ㎖을 흰쥐 마리 당 1일 투여량으로 하였다.

4. 실험군의 분류

실험동물을 실험환경에 일주일간 적응 시킨 후 체중을 측

정하여 각 군당 체중이 고르게 8마리씩을 배정하였다. 정상군

(Noraml Group)은 양쪽 슬관절강내에 각 각 주사용 생리식염수

0.1 ㎖을 주사하고 20일간 1일 1회 증류수 1 ㎖을 경구투여 하였

다. 대조군(Control Group)은 양쪽 슬관절강내에 각 각 MIA 용

액 0.1 ㎖을 주사하여 골관절염을 유발시키면서 20일간 1일 1회

증류수 1 ㎖을 경구투여 하였다. 처치군(Treated Group)은 양쪽

슬관절 강내에 각 각 MIA 용액 0.1 ㎖을 주사하여 골관절염을

유발시키면서 20일간 1일 1회 蠲痺湯 농축액 1 ㎖을 경구투여 하

였다.

Table 1. Prescription of Gyeonbi-Tang Per Pack

Name of Herbs Pharmacognostic Name Weight(g)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6

赤芍藥 Paeoniae Radix Rubra 6

黃芪 Astragali Radix 6

防風 Ephedrae Herba 6

薑黃 Curcumae Longae Rhizoma 6

羌活 Notopterygii Rhizoma 6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6

大棗 Jujubae Fructus 4

甘草 Glycyrrhizae Radix 2

Total 48

5. 검사 항목 및 방법

1) 체중의 측정

실험개시일, 5, 10, 15, 20일에 모든 개체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2) 표본의 처리

실험 종료일에 모든 개체를 ether로 가볍게 마취시켜 심장

채혈하고 원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심장채혈 직후에 우측

고관절 및 족근관절을 분리하여 슬관절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출하였다. 적출된 슬관절 강내에 동일 개체에서 분리된 혈청

0.2 ㎖을 주입하여 세정하였다. 세정 후 멸균된 외과용 칼로 슬

관절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슬관절 강을 노출시키고, 자체제

작한 원심관을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하여 세정

된 활액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활액을 8,000 rpm에서 10분간 원

심하여 불순물을 침전시켜 제거하고 상층액을 검사전까지 -70℃

에서 냉동보관하였다. 활액을 분리한 후 우측 슬관절을 10% 중

성포르마린액에 24시간 고정하고 경골을 분리하였다. 경골 근위

단의 관절 표면이 노출되도록 주위 조직을 세밀하게 제거한 후

육안 관찰 및 Safranine O 염색에 사용하였다. 우측 슬관절 부위

를 적출한 후 4% paraformaldehyde 액으로 심장을 통하여 전신

을 관류시켜 고정하였다. 관류 고정 후 좌측 슬관절을 적출하였

으며 10% 중성포르마린액에 24시간 후고정하여 병리학적 관찰에

사용하였다.

3) 육안 관찰

고정된 우측 경골 근위단 관절연골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

고 사진촬영하여 육안적으로 관절연골표면의 손상정도를 확인

하였다.

4) 관절연골의 Proteoglycan(PG) 함유율 평가

육안관찰에 사용된 경골 근위단을 20% 개미산 용액에 담가

5일간 교반 시키면서 탈회시켰다. 탈회된 경골 근위단의 정중 관

상단면을 만들고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파라핀 포매하

고 5 ㎛ 두께의 박절편을 제작하였다. 경골 근위단 관절연골내의

PG 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박절편된 표본을 Safranine O 염색

및 Hematoxylin 대조염색을 실시하였다. 관절연골이 모두 보이

도록 촬영한 후 칼라영상분석기(Media Cybernetics, Image-Pro

Plus, USA)를 이용하여 모든 관절연골에서의 평균투과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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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상군에서 측정된 평균투과도의 평균을 100%로 설정하

고, 대조군 및 견비탕군의 투과도를 환산하여 PG 함유율을 평가

하였다.

5) 병리조직학적 관찰 및 골관절염 지수의 평가

좌측 슬관절을 20% 개미산 용액에 담가 5일간 교반하면서

탈회시켰다. 대퇴골 및 경골의 내측과(medial condyle) 관절면과

슬관절낭이 포함되도록 슬관절 시상단면을 만들고 일반적인 조

직처리과정을 거쳐 파라핀 포매하여 5 ㎛ 두께의 슬관절 박절편

을 제작하였다. 슬관절 박절편을 Hematoxylin & Eosin 염색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절연골 및 활막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

하였다. 골관절염 지수는 관절연골 및 활막에서 관찰된 병리조직

학적 병변을 Rudolphi 등
13)
의 방법(Table 2)에 준하여 계수화 하

였다.

Table 2. Criteria for Histopathological Score of Osteoarthritic Lesions

Matrix Structure Cellularity

0 Normal
1 Surface irregularities
3 Superficial fibrillation
6 Clefts in deep zone
8 Massive loss of cartilage

0 Normal
2 Reduced
5 Strongly reduced
8 Total loss of cartilage and cells

Subchondral Bone Synovial Membrane

0 Normal
3 Remodeling processes
8 Thickening, strong sclerosis

0 Normal
3 Mild hyperplasia
5 Severe hyperplasia
8 Hyperplasia with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6) 활액내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함량 측정

활액내 TNF-α 함량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Thermo Scientific, USA)로 측정하였다. 표준

액 및 검액은 1시간,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는 2시간,

streptavidin-HRP solution은 30분간 반응시키고, TMB substrate

solution을 30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후 stop solution으로 반응

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E10514, USA)

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단계의 TNF-α 표준액

(2,500, 833, 416, 208, 104, 52, 26, 0 pg/㎖)에서 측정된 흡광도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직선회귀방정식을 구하였으며, 검액의 흡광도

를 이 방정식에 적용하여 TNF-α의 함량을 구하였다.

TNF-α 함량 = (2,067 * 검액의 흡광도) - 361

7) 활액내 interleukin-1β(IL-1β) 함량 측정

활액내 IL-1β 함량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Thermo Scientific, USA)로 측정하였다. 표준

액 및 검액은 2시간,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는 30분간,

streptavidin-HRP solution은 30분간 반응시키고, TMB substrate

solution을 30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후 stop solution으로 반응

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E10514 , USA)

로 45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단계의 IL-1β 표

준액(2,500, 1,000, 500, 250, 125, 62, 31, 0 pg/㎖)에서 측정된 흡

광도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직선회귀방정식을 구하였으며, 검액의

흡광도를 이 방정식에 적용하여 IL-1β의 함량을 구하였다.

IL-1β 함량 = (1763 * 검액의 흡광도) - 142

6. 통계처리

측정된 항목의 결과에 대한 통계는 SPSS(SPSS 10.1, USA)를

이용하여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으며,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판단하였고, 모든 측정치는 mean±S.D.로 표시

하였다.

결 과

1. 체중의 차이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서 실험 5일부터 실험 20일까지 전

실험기간 동안 체중이 유의성 있게 낮았다. 처치군은 실험 5일부

터 실험 20일까지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높았으며 실험 15일

부터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Table 3).

Table 3. Effects of Gyeonbi-Tang Treatment on the Body Weights

of Monosodium Iodoacetate(MIA)-induced Osteoarthritic Rats

Group
Body Weights(g)

0 5 10 15 20 days

Normal
(n=8)

403±17 431±27 454±29 476±40 470±39

Control
(n=8)

403±20 408±8* 422±8★ 435±9★ 431±10★

Treated
(n=8)

406±16 416±12 435±15 453±15
#

448±18
#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yeonbi-Tang,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5)

2. 육안 소견

정상군의 경골 근위단 관절연골 표면은 윤기가 있고 매끈한

상태로 관찰되었다(Fig. 1). 대조군의 모든 예에서 관절연골표면

의 윤기는 정상군에 비해서 감소되었으며 여러 부위에서 연골의

색조가 변색되어 있었다. 또한 선상 또는 불규칙한 형태로 연골

표면이 궤양되어 있었다(Fig. 2). 처치군에서의 육안소견은 대조

군과 유사하였으나, 8예 모두에서 육안적인 연골표면의 궤양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3).

Fig. 1. Photograph of tibial platues of normal group. The articular
surfaces of tibias are smooth and glo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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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of tibial platues of MIA-induced mild osteoarthritic

control group. Focal areas of articular surfaces are discolored(arrows) and
some areas are deeply ulcerated(arrow heads).

Fig. 3. Photograph of tibial platues of MIA-injected and

Gyeonbi-Tang treated group. Focal areas of articular surfaces are
discolored(arrows), but the degrees are less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and

ulcerated lesions are not shown. Compare with Fig. 2.

3. 관절연골의 Proteoglycan(PG) 함유율

Safranine O 염색하여 관찰한 정상군의 관절연골은 진한 짙

은 분홍색으로 전층이 염색되어 PG 함유량이 풍부한 상태로 관

찰되었다(Fig. 4). 대조군의 관절연골층 중앙부위는 형태를 유지

하고 있었으나 safranine O 염색에 매우 옅게 염색되거나 또는

전혀 염색되지 않았으며 변연부위 및 심부의 일부에서 비교적

짙게 염색되었다(Fig. 5). 견비탕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염색된 범

위 및 강도가 증가되어 있었다(Fig. 6)

칼라영상분석기를 통해서 측정된 각 군에서의 safranine O

염색정도를 관절연골내 PG 함유율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G 함유율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

었다.

Table 4. Effects of Gyeonbi-Tang Treatment on the Proteoglycan

Contents in Articular Cartilages of Monosodium Iodoacetate-induced

Osteoarthritic Rats

Group Proteoglycan Contents(%)

Normal
(n=8)

100±14

Control
(n=8)

41±12★★★

Treated
(n=8)

50±11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yeonbi-Tang,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01)

Fig. 4. Safranine O stain intensity of articular cartilage of tibial

platues from saline injected normal group. Stain intensity of red color
increased in proportion to proteoglycan content. T : tiba, arrows : articular

cartilage, * : intercondylar area. Safranine O stain, bar = 500 ㎛.

Fig. 5. Safranine O stain intensity of articular cartilage of tibial

platues from MIA injected control group. The red color disappeared in
most of articular cartilage. Red color remained in periphry of necrotic area(arrow)

and deep layer of cartilage(arrow heads). T : tibia. * : intercondylar area. Safranine

O stain, bar = 500 ㎛.

Fig. 6. Safranine O stain intensity of articular cartilage of tibial platues

from MIA injected and Gyeonbi-Tang treated group. Compare the stain
intensity and areas of red color(arrow and arrow head) with the normal and control

group. T : tibia. * : intercondylar area. Safranine O stain, bar = 500 ㎛.

4. 병리조직학적 소견

슬관절강내에 생리식염수만을 주입한 정상군은 모든 예에서

슬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 및 경골의 관절연골과 관절반월판의

섬유연골은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관절낭의 활막

도 단층의 활막세포로 피복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Fig. 7).

MIA를 슬관절강내에 주입한 대조군에서는 슬관절을 구성하

는 대퇴골 및 경골의 관절연골과 관절반월판의 섬유연골의 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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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괴사가 관찰되었다(Fig. 8). 주로 관절면들이 접하는 부위의

관절연골층은 연골세포의 윤곽이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균질한

상태로 염색되었으며, 골외막에 인접한 관절연골에서는 핵이 농

염된 연골세포들이 밀집되어 증식되어 있었다. 관절연골의 표층

은 매끄럽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부위에 따라서는 변성된

관절연골층의 탈락도 관찰되었다. 또한 연골하 골조직의 파괴 및

파골세포의 증식과 섬유조직의 증식이 자주 관찰되었다(Fig. 9).

관절의 활막은 활막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비후되어 있었으나 만

성염증세포의 침윤은 미약하거나 또는 관찰되지 않았다.

처치군에서의 슬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연골의 병리조직학적

병변은 대조군에서의 병변과 유사하였으나 변성괴사된 관절연골

의 범위가 감소되어 있었으며, 활막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활막의

비후 정도도 대조군에 비해서 미약하게 관찰되었으나, 연골하 골

조직의 파괴 및 섬유조직의 증식은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로 관

찰되었다(Fig. 10).

5. 골관절염 지수의 차이

대조군 및 처치군에서 관찰된 개체별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따른 골관절염 지수는 Table 5와 같다. 처치군의 골관절염 지수

는 대조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 7. Microphotograph of articular structure of knee joint from

saline injected normal group. Any pathological changes in articular
cartilages(*) and flatted synovial cell layer(arrow) are not shown. T; tibia, F: femur,

P: patella. H&E stain. bar = 200 ㎛.

Fig. 8. Microphotograph of articular structure of knee joint from MIA

injected control group. Most of articular catilage(between arrows) are
degenerated and desquamated. Note ulceration of cartilage, and fibrosis(*) in

subchondral bone. Chondrocyte cluster(small arrow) at adjacent area of necrotic

cartilage and proliferation of synovial lining cells(arrow heads) are shown. M :

meniscus, T; tibia, F: femur. H&E stain. bar = 200 ㎛.

Fig. 9. Higher magnification of Fig. 8. Most of articular cartilage are

necrotic and degenerated(nc). Fibrillation(small arrows) and ulceration of
articular surface are shown. Note fibrosis(*) and activation of osteoclasts(arrow

heads) around subchondral bony tissue. H&E stain. bar = 40 ㎛.

Fig. 10. Microphotograph of articular structure of knee joint from

Gyeonbi-Tang treated group. Most of articular catilages(*) are degenerated,
and appeared homogeneous. But many of chondrocytes(arrows) are remained.

And fibrosis and activation of osteoclasts are not shown. And proliferation of

synovial cell layer(arrow head) is more mild than control group. P: patella, T: tibia,

F: femur. H&E stain. bar = 200 ㎛.

Table 5. Effects of Gyeonbi-Tang Treatment on the

Histopathological Osteoarthric Scores of the Knee Joints of

Monosodium Iodoacetate-induced Osteoarthritic Rats

Group and
Identification
Number

Matrix
Structure

Cellularity
Subchondral
Bone

Synovial
Membrane

Sum of
Osteoarthric
Scores

Control

C1 8 5 0 3 16

C2 6 8 3 5 22

C3 6 5 3 3 17

C4 6 5 3 3 17

C5 6 5 0 5 16

C6 3 8 3 3 17

C7 3 8 0 3 14

C8 6 5 3 3 17

Mean 5.5 6.9 1.8 5.9 17.0±2.3

Treated

T1 6 5 3 5 19

T2 3 2 3 5 13

T3 6 5 0 5 16

T4 3 5 3 0 11

T5 6 5 0 0 11

T6 6 2 3 3 14

T7 6 5 3 3 17

T8 6 8 0 0 14

Mean 5.2 4.6 1.8 2.6 14.3±2.8

Control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yeonbi-Tang

6. 활액내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함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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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을 세정하여 채취한 활액내 TNF-α 함량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다(Table 6).

Table 6. Effects of Gyeonbi-Tang Treatment on the Tumor Necrosis

Factor-α Contents in Synovial Fluids of Monosodium

Iodoacetate-induced Osteoarthritic Rats

Group Tumor Necrosis Factor-α (pg/㎖)

Normal
(n=8)

135.4±77.8

Control
(n=8)

392.7±104.6★★★

Treated
(n=8)

302.3±49.1#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yeonbi-Tang,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5)

7. 활액내 interleukin-1β(IL-1β) 함량 변화

슬관절을 세정하여 채취한 활액내 IL-1β 함량은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Table 7. Effects of Gyeonbi-Tang Treatment on the Interleukin-1β 

Contents in Synovial Fluids of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c Rats

Group Interleukin-1β (pg/㎖)

Normal
(n=8)

87.7±30.2

Control
(n=8)

163.7±20.2★★★

Treated
(n=8)

153.8±22.6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yeonbi-Tang,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01)

고 찰

골관절염은 국소적인 관절에 점진적인 관절연골의 소실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관절연

골의 손상은 여러 기계적인 자극이나, 염증으로 인한 효소반응,

대사의 변화 등으로 시작되며, Proteoglycan(PG)의 감소 및

glycosaminoglycan chain의 길이가 감소함으로써 수분 보유능력

이 감소하여 추가 손상에 매우 약한 상태가 된다. 이후 연골세포

는 조직 손상이나 변화를 감지하면서 동화작용 및 이화작용이

증가하는데 이 때 IL-1, TNF-α는 연골기질을 파괴하는 이화작용

에 관여하는 효소로 작용하고, IL-6, 성장인자, 인슐린, IGF-1,

bFGF, TGF-β 등은 기질고분자의 생성을 촉진하고 연골세포의

증식을 자극하여 동화작용에 관여한다. 이 단계에서 동화 및 치

유과정은 이화작용에 반하여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나 치유와

재형성 과정이 실패함으로써 점진적인 관절연골의 소실 및 연골

세포 사멸에 의하여 골관절염의 진행이 촉진된다1,3,14).

韓醫學에서 골관절염은 關節痺證에 속하며 이는 風寒濕熱의

邪氣가 인체의 榮衛失調, 腠理空疎 혹은 正氣虛弱을 틈타 經絡으

로 침입하거나 關節에 응체됨으로써 血氣運行을 저해하여 筋骨,

肌肉, 關節에 麻木, 重着, 酸楚, 疼痛, 腫脹, 屈伸不利의 증상을 초

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 關節痺證의 치료는 正氣가 衰하

였을 때 外邪의 침입으로 발병하여 虛實이 공존하므로 먼저 병

증의 主次와 新舊 및 病位의 所在, 正氣의 盛衰, 邪氣의 성질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標本緩急과 扶正祛邪를 염두에 두어 祛

風勝濕, 溫經通絡, 消腫止痛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6.7)

.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蠲痺湯은 宋代(1196년) 王璆의 『是齋

百一選方』8)에서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처방 내용은 當歸, 赤芍

藥, 黃芪, 防風, 薑黃, 羌活, 甘草, 生薑, 大棗로 구성
9)
되어 있으며,

이중 防風, 薑黃, 羌活은 祛風寒濕하고, 當歸, 黃芪는 補氣血하며,

赤芍藥은 淸熱凉血, 活血祛瘀하고, 生薑, 甘草, 大棗는 健胃和中,

調和藥性하여서
15-17)
『醫學入門』

10)
에서 “治手足冷痺腰腿沈重及

身體煩疼脊項拘急”, 『東醫寶鑑』9)에서 “治手冷痺一云冷痺者身

寒不熱腰脚沈重卽寒痺之甚者”라 하여 痺症의 치료에 활용하였

다. 蠲痺湯은 風寒濕痺를 치료하되 風邪가 重한 痺症을 치료하

며, 병정이 비교적 輕하고 淺한 痺痛의 치료에 주로 응용하는데
11), 이는 관절염 초기의 치료제로 적합한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흰쥐의 슬관절강내로 MIA를 주입하여

골관절염 초기상태를 유발한 후 蠲痺湯 전탕액을 경구 투여하

여 슬관절의 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고, 관절연골내

PG 함유율과 활액내 TNF-α, IL-1β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monosodium iodoacetate(MIA)는 관절강

내에 주입시 관절연골세포에서 진행되는 해당과정의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활성을 억제하여,

관절연골의 대사과정을 저해시키고, 관절연골의 변성을 일으켜

골관절염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쥐를 대상으로 한 골관절염 유발

실험에서 관절연골의 손상, 관절의 기능장애, 통증 등의 양상이

사람의 골관절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되었다12,18,19). 또한

MIA는 용량의 조절을 통해 골관절염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데
20)

이번실험에서는 골관절염 초기상태를 유발하기위해 슬관절

강내에 MIA 0.25 mg을 투여하였다.

체중의 변화는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실험 5일부터 20일

까지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 5일

이후 체중의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실험 15일, 20일에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蠲痺湯의 투여가 골관절염으로

인한 증상 및 스트레스 등의 증상이 개선되면서 체중감소를 억

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안적인 변화는 대조군의 모든 예에서 관절연골표면의 윤

기는 정상군에 비해서 감소되었으며 여러 부위에서 연골의 색조

가 변색되어 있었고, 선상 또는 불규칙한 형태로 연골표면이 궤

양되어 있었다. 처치군에서의 육안소견은 대조군과 유사하였으

나, 8예 모두에서 육안적인 연골표면의 궤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대조군에서는 슬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

및 경골의 관절연골과 관절반월판의 섬유연골의 변성 및 괴사가

관찰되었으며, 부위에 따라서 변성된 관절연골층의 탈락도 관찰

되었고 관절의 활막은 활막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비후되어 있었

다. 처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관절연골의 병리조직학적 병변

은 유사하였으나 변성괴사된 관절연골의 범위가 감소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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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활막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활막의 비후 정도도 대조군에

비해서 미약하게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따른 골관절

염 지수는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 결과로 보아 蠲痺湯의 투여가 골관절염의 진행에 있어서 관

절연골의 손상을 막는 작용은 있지만 그 작용이 뛰어나지는 않

다고 볼 수 있다.

골관절염에서는 PG 성분의 감소가 나타나 관절면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한다. PG의 파괴가 진

행되면 관절연골의 탄력성, 압축력 등의 기계적인 성질이 변화되

면서 관절막과 관절액의 변화가 동반되어 윤활작용, 이화작용에

의한 대사물질의 제거, 관절표면에 대한 영양공급 등에 장애를

받게 된다
21-23)

. 본 연구에서 측정된 관절연골내 PG 함유율은 대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고 처치군은 대조

군에 비해서 증가되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蠲痺湯의 투여

가 골관절염의 진행에 있어서 관절연골내 PG의 파괴를 억제하

는 효과는 뛰어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골관절염이 진행될때

TNF-α, IL-1β 등의 cytokine의 생성이 증가하고 collagenase,

stromelysin 등과 같은 분해효소의 분비가 증가되어 관절연골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이 cytokine의 생성 억제는 골관절염의 치

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24).

TNF-α는 면역반응의 초기에 분비되어, 염증의 활성화, 호중

구 활성화, 단백질 합성, 세포 고사 등의25-27) 역할을 하는 상위

cytokine으로서, IL-6, IL-8 및 MMPs와 같은 하위염증매개물질

의 생성을 유발하여 염증을 증폭시키고 관절연골기질로부터 PG

소실율 증가 및 재합성 억제를 통해 관절연골을 손상시키고 골

관절염의 진행을 유도한다28,29). IL-1β는 연골세포, 활액, 활막세

포로부터 MMPs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켜 연골 기질의 파괴를

증가시키며30) 또한 prostaglandin E2의 생성을 촉진시켜31) 연골

기질로부터 PG의 소실율을 증가시키고 재합성을 억제하여 기질

성분의 상실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게 하여 관절연골의 손상을

유발한다3,32). 본 연구에서 활액내 TNF-α 함량은 처치군이 대조

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고(Table 6), 활액내 IL-1β 함량은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7). 이는 견비탕이 활액내 IL-1β보다 TNF-α의 생산을 주

로 억제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감소시켜 관절연골의 파괴를 막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결과는 蠲痺湯의 투여가 흰쥐의 MIA유발 골관절염

초기변화에서 연골세포 및 활막세포에서 TNF-α의 활성을 감소시

켜 골관절염의 진행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절연골내 PG 함유율이나 골관절염 지수, 활액내 IL-1β 함량은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골관절염 초기에서

도 관절연골의 파괴가 진행되기 전에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앞으로 蠲痺湯의 임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골

관절염의 치료와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蠲痺湯이 흰쥐의 monosodium iodoacetate(MIA)로 가볍게

유발된 골관절염의 초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체중 400 g 내외의 수컷 흰쥐의 양측 슬

관절강내에 각각 0.25㎎의 MIA를 주입하여 골관절염을 유발시

킨 대조군, MIA 주입과 더불어 蠲痺湯 농축액을 20일간 경구 투

여한 처치군으로 분류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체중을 측정하였으

며, 실험 20일에 부검하여 슬관절의 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

관절연골내 proteoglycan 함유율, 골관절염 지수의 변화, 활액내

TNF-α 및 IL-1β 함량을 측정하였다.

체중(g)은 처치군(448±18)이 대조군(431±10)보다 유의성

(p<0.05) 있게 높았다. 관절연골내 proteoglycan 함유율(%)은 처

치군(50±11)이 대조군(41±12)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병

리조직학적으로 골관절염 지수는 처치군(14.3±2.8)이 대조군

(17.0±2.3)보다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활액내 TNF-α 함량

(pg/㎖)은 처치군(302.3±49.1)이 대조군(392.7±104.6)보다 유의성

(p<0.05) 있게 낮았다. 활액내 IL-1β 함량(pg/㎖)은 처치군

(153.8±22.6)이 대조군(163.7±20.2)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상의 성적을 토대로 할 때 蠲痺湯은 흰쥐의 MIA 유발 골

관절염의 초기변화에서 연골세포 및 활막세포에서의 TNF-α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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