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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뼈대사(bone metabolism)와 뼈재형성(bone remodeling)은 뼈 
기질(bone matrix)를 만드는 조골세포(osteoblasts)와 뼈를 흡수하
는 파골세포(osteoclasts)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1). 다핵 성체 파골세포(multinucleated mature osteoclasts)는 조
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s)로부터 증식(proliferation), 분
화(differentiation), 융합(fusion) 그리고 활성화(activation)를 포함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다. 조골세포에서 생산되는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M-CSF)와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RANKL)은 조혈모

세포로부터 분화된 monocyte/macrophage 전구세포들을 파골세
포로 분화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이토카인이다1,2). 조골
세포에서 생성된 RANKL이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표면에 있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RANK)이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파골세포 분화, 활성 및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인 c-Jun N-terminal kinase 
(JN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38 등의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NF-κB 과 Akt의 
활성화가 일어난다3). RANKL은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의 양성조절
자(positive modulator)로 작용하는 NF-κB, c-Fos,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 (NFAT) c1 등의 다양한 전사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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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destruction is a pathological symptom of some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such as rheumatoid arthritis 
and periodontitis. Inflammation-induced bone loss of these diseases results from increased number and activity of 
osteoclasts. Paeoniae Radix Alba has been used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o treat disease including inflammation, 
gynecopathy and various pain. However, these effects have not been tested on osteoclasts, the bone resorbing cells 
that regulate bone metabolism. Her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eoniae Radix Alba ethanol extract (PRAE) on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 B ligand (RANKL)-mediated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formati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formation were measured by tartrate resistant acidic phosphatase (TRAP) staining and 
TRAP solution assay. The treatment of PRAE on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s (BMMs), which is known as 
osteoclast precursor cells, inhibited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form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marker genes was suppressed by PRAE treatment. This inhibitory effect of 
PRAE resulted from significant repression of c-Fos expression, and subsequent reduction of NFATc1 expression which 
was previously reported as a master transcription factor for osteoclastogenesis in vitro and in vivo.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PRAE negatively regulates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formation and suggest that PRAE can be 
used as a potent preventive or therapeutic candidate for various bone diseases, such as postmenopausal osteoporosis, 
periodontitis and rheumatoid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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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조절한다4,5). 파골세포 생성과정 동안 RANKL이 RANK에 결
합하게 되면 c-Fos의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 발현 증가된 c-Fos가 
NFATc1의 promoter region에 결합하면 NFATc1의 발현을 유도
시킨다6). 그 후 NFATc1은 자신의 promoter에 결합하여 
auto-amplification에 의해 자신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RANKL
에 의해 유도된 파골세포 생성과정 동안 NFATc1의 급격한 발현을 
유도한다7). 파골세포 전구세포에 constitutive active form의 
NFATc1을 발현시켰을 때 RANKL이 없어도 파골세포의 생성이 유
도되었고, NFATc1이 결손된 배아세포에 RANKL을 처리했을 때 파
골세포로 분화되지 않았다는 이전의 결과들은 NFATc1이 파골세포
의 분화 및 생성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사인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6,8). NFATc1은 파골세포의 분화와 기능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tartrate resistant acidic phosphatase (TRAP), 
Cathepsin K (CtsK), osteoclast-associated receptor (OSCAR) 
같은 표적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한다6,9,10). 최근, 파골세포 융합단
계를 조절한다고 알려진 vacuolar H+-ATPase V0 domain의 d2 
isoform (ATP6v0d2)과 dendritic cell-specific transmembrane 
protein (DC-STAMP) 유전자의 발현도 NFATc1에 의해 유도된다
고 보고되었다11). 따라서 NFATc1은 RANKL에 의해 유도되는 파골
세포 분화, 융합, 활성 및 생성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
자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백작약(Paeoniae Radix Alba)은 미나리아재비과인 작약 뿌리
를 말려서 사용하는 약재로 養血柔肝, 斂陰收汗, 緩中止痛하는 효
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백작약은 복통, 두통, 생리불순, 생리
통, 팔다리의 경련과 통증 등 각종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
다13). 백작약의 대표성분인 paeoniflorin이 분리되었고14), 그 후 
Takagi 등에 의해 항염증 작용 및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효과가 보
고되면서15)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약리작용으로 중
추신경계 억제, 평활근 이완 작용, 항혈소판응집, 항염증, 항스트레
스 및 항경련 효과 등이 보고되었으며16), 항암효과16), 식중독 유발 
세균 증식 억제효과17), 면역증강효과13,18), 방사선에 대한 방호효과
19), 피부 미백 및 주름 예방효과20)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항산화 효과21)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근 三氣飮加味方
(Samkieumgamibang) 추출물에 의한 파골세포 분화가 억제 된다
는 보고가 있었고23), 골관절염 생쥐 모델에서의 芍藥甘草附子湯
(Jakyakkamchobuja-tang, JKBT)의 항염증 효과에 의한 골관절염 
발생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다24).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백서 모델에
서 Sanshuibaihu decoction (SSBH)의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었으
나25), 이러한 추출물들은 백작약 단독의 효과가 아닌 백작약을 포함
한 수 십 가지의 혼합 약재로 구성된 성분들의 효과이다. 이러한 백
작약을 포함한 추출물의 파골세포 및 뼈 질환(bone diseases)등에 
대한 작용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뼈 대사(bone metabolism)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골세포에서 백작약 단독의 효과와 
작용기전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백작약 추출물(PRAE)을 파골세포에 처리하
여 TRAP solution assay와 TRAP 염색에 의한 파골세포의 분화와 
생성 측정, real-time PCR 분석에 의한 분화인자의 발현확인 그리
고 western blot 분석을 통하여 세포내 신호전달 및 전사인자의 발

현을 조사하여 PRAE의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의 추출 및 준비
    본 실험에 사용한 백작약 (Paeoniae Radix Alba)은 2012년 5
월 익산시 소재 대학한약국에서 구입하였으며, 형태학적 특징을 통
하여 동정하였고, 표본품 (NNMBS-2012-066)은 원광대학교 천연물
신약 표준화연구 소재은행에 보관하였다. 백작약 50 g을 70% 에탄
올 수용액 50 ㎖로 70℃에서 2시간 동안 가열추출하고 여과한 후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백작약 추출물 7.5 g을 얻었다. 백작약 70% 
에탄올 추출물 (NNMBS066, PRAE)은 원광대학교 천연물신약 표준
화연구 소재은행에 보관하였다. 

2. 파골세포 분화 및 배양
    본 실험에서는 파골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주)오리엔트 바이
오(성남, 대한민국)로부터 구입한 6∼8 주령의 C57BL/6 male 
mice의 대퇴골(femur)과 경골(tibia)로 부터 골수세포(bone 
marrow cells)를 분리하였다. 이 골수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Rockford, IL, USA), 1% Penicillin 
(100U/㎖)/Streptomycin (100 ㎍/㎖)이 첨가된 Minimum 
Essential Media Alpha (MEM-α, Hyclone) 배지에서 3일 동안, 
37℃,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면서 30 ng/㎖ 농도의 M-CSF을 
처리하였다. 배양접시에 부착된 세포를 trypsin으로 분리하고 원심
분리 하여 모은 세포를 파골세포 전구세포(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BMMs)로 사용하였다. 파골세포를 생성하기 위하여 
BMMs을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MEM-
α 배지에 M-CSF (30 ng/㎖)와 RANKL (100 ng/㎖)을 처리한 후 
4일 동안 배양하여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3. 세포독성 평가 및 PRAE 농도의 결정
    세포독성은 Itsbio사(Korea)의 EZ-Cytox Enhanced Cell 
Viability Assay Kit를 사용하여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측정하였다. 
우선, 배양 분리한 BMMs 세포를 1 × 104 cells/well의 농도가 되
도록 희석하고 M-CSF (30 ng/㎖)와 RANKL (100 ng/㎖)을 첨가
하여 96 well culture plate (Greiner bio-one, Germany)에 분주
한 후, 다양한 농도(1, 2, 5, 10, 20 and 40 ㎍/㎖)의 PRAE를 처
리하여 37℃, 5% CO2 조건하에서 2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0 ㎕의 EZ-Cytox reagent를 각 well에 첨가해 준 후 37℃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ELISA reader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
성 값은 PRAE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0 ㎍/㎖)에 대한 상대적인 
% 값으로 표시하였다.

4.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에서의 PRAE 효과 측정
    BMMs 세포를 1 × 104 cells/well의 농도가 되도록 M-CSF 
(30 ng/㎖)와 RANKL (100 ng/㎖)이 첨가된 MEM-α 배지에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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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96 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한 후, 다양한 농도(1, 2, 5, 10, 
20 and 40 ㎍/㎖)의 PRAE를 처리한 후 37℃, 5% CO2 조건하에서 
4일 동안 배양하면서 3일 마다 새로운 배지로 교환하였다. 배양 후 
10% formalin 용액으로 세포를 고정시킨 다음 메탄올/아세톤 (1:1) 
용액을 첨가하여 1 분 동안 세포를 처리한 후 상온에서 말렸다. 
Plate well 내 전체 TRAP (tartrate resistant acidic 
phosphatase) 활성을 측정하는 TRAP solution assay를 위하여 
각 well에 150 ㎕의 TRAP substrate solution (pNPP in TRAP 
buffer, pH 5.2)을 넣은 후 상온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100 ㎕의 substrate solution을 새로운 96 well reaction plate로 
옮기고 50 ㎕의 1N NaOH를 각 well에 넣어 반응을 종결시켰다.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AP 
solution assay가 끝난 plate는 파골세포 확인을 위한 TRAP 염색
을 실시하였다. PBS로 3회 세척한 후 TRAP staining solution 
(Naphthol AS phosphate and Fast Red Violet dye in TRAP 
buffer, pH 5.2)을 각 well에 첨가하고 상온에서 파골세포가 염색될 
때 까지 반응시켰다. 반응 후 현미경으로 확인하며 핵이 3개 이상 
가진 TRAP(+) multinuclear cells (MNCs)을 성체 파골세포로 간주
하였다. 

5. RNA 분리 및 실시간 정량 PCR (real-time PCR) 분석
    파골세포 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MMs 세포를 M-CSF 
(30 ng/㎖)와 RNAKL (100 ng/㎖)을 처리하고 PRAE (20 ㎍/㎖)를 
첨가하여 4일 동안 배양시켰다. 배양기간 동안 매일 배양된 세포를 
Trizol reagent (Invitrogen, USA)을 처리하여 total RNA을 추출
하였다. 1 ㎍의 total RNA를 Maxima reverse transcriptase 
(Thermo Scientific, USA)와 random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반응을 시켜 cDNA를 얻어내었다. 합성한 cDNA와 각각 10 pmole
의 primer를 veriQuest SYBR Green qPCR Master mix 
(Affymetrix, USA)에 첨가하고 StepOne Plus™ Real-Time PCR 
Systems (AppliedBiosystems, USA)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량 PCR 
분석을 실시하였다. GAPDH로 정량화 시킨 파골세포 분화 인자들 
(TRAP, CtsK, OSCAR, DC-STAMP, ATP6v0d2 and NFATc1)의 
발현 수준을 대조군 (0 ㎍/㎖ PRAE)과 비교하였다. 이 때 사용된 
primer는 Table 1에 표시하였다.

6. Western blot analysis
    BMMs을 3 × 105 cells/well의 농도가 되도록 M-CSF (30 ng/
㎖)이 첨가된 MEM-α 배지에 희석하고 6 well culture plate에 분
주한 후, 37℃, 5% CO2 조건하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이 
세포에 RANKL (100 ng/㎖)과 PRAE (20 ㎍/㎖)을 동시에 처리하
여 RANKL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에서의 PRAE 효과를 측정하였
다. 또는 BMMs을 M-CSF와 RNAKL이 첨가된 배지로 희석하여 분
주한 다음 PRAE를 처리하여 4일 동안 배양하였다.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protease-inhibitor 
cocktail (Roche, Germany)와 phosphatase inhibitor tablets 
(Thermo Scientific, USA)이 첨가된 lysis buffer (25 mM 
Tris-HCl, pH 7.6, 150 mM NaCl, 1% NP-40, 1% sodium 

deoxycholate, 0.1% SDS)를 이용하여 배양된 세포를 lysis 시키고 
원심분리하여 모은 상층액을 전체 세포 단백질(total lysate)로 이용
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0 ㎍의 total lysate를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사용
하여 분리하였고, HybondTM-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s (PVDF, GE-Healthcare Life Science, USA)를 사용
하여 이동하였다. 각각의 membrane은 5% skin milk를 사용하여 
한 시간 동안 블로킹 하였고, 일차항체는 1:1000으로 희석하여 상
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차항체는 HRP-conjugated IgG 
(1:5000 dilution)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양은 image analyzer 
(FluorChem E, PreoteinSimple, US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7.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각각의 세 번의 실험으로부터 얻은 mean ± SD
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one-way ANOVA test (SPSS 12.0, 
SPSS GmbH, Germany)로 처리하고, P < 0.05인 것만 유의한 것
으로 정하였다.

Table 1. Nucleotide sequences of the primers used for real-time PCR 
in this study

Gene Primers

TRAP forward   5′-CTGGAGTGCACGATGCCAGCGACA-3′
reverse   5′-TCCGTGCTCGGCGATGGACCAGA-3′

CtsK forward   5′-ACGGAGGCATTGACTCTGAAGATG-3′
reverse   5′-GTTGTTCTTATTCCGAGCCAAGAG-3′

Oscar forward   5′-GGGGTAACGGATCAGCTCCCCAGA-3′
reverse   5′-CCAAGGAGCCAGAACGTCGAAACT-3′

DC-STAMP forward   5′-TGGAAGTTCACTTGAAACTACGTG-3′
reverse   5′-CTCGGTTTCCCGTCAGCCTCTCTC-3′

Atp6v0d2 forward   5′-TCAGATCTCTTCAAGGCTGTGCTG-3′
reverse   5′-GTGCCAAATGAGTTCAGAGTGATG-3′

Nfatc1 forward   5′-CTCGAAAGACAGCACTGGAGCAT-3′
reverse   5′-CGGCTGCCTTCCGTCTCATAG-3′

결    과

1. 백작약 에탄올 추출물(PRAE)의 세포독성 
    PRAE의 파골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M-CSF와 RANKL을 처리한 BMMs 세포에 PRAE를 각각 1, 2, 5, 
10, 20, 40 ㎍/㎖의 농도로 처리하고 2일 동안 배양한 후 세포독성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RAE를 처리한 모든 실험군의 cell 
viability를 PRAE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할 농도에서는 세포독성
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Fig. 1).

2.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에서의 PRAE 효과
    BMMs 세포를 M-CSF와 RNAKL을 처리하여 파골세포로의 분
화를 유도시키고, 다양한 농도(1, 2, 5, 10, 20, 40 ㎍/㎖)의 PRAE
를 처리하여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에서의 PRAE 효과를 측정하였
다. 파골세포를 TRAP staining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처리
한 PRA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성체 파골세포인 TRAP(+) MNC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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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감소됨을 관찰하였다(Fig. 2A and 2B). 1∼2 ㎍/㎖의 PRAE
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성체 파골세포 생성에서 PRAE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 ㎍/㎖의 PRAE를 
처리한 실험군 부터 현저하게 성체 파골세포의 생성이 감소되었고, 
20 ㎍/㎖ PRAE를 처리한 실험군 부터 성체 파골세포가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TRAP을 발현하는 mono-, di- 그리고 
multinuclear cell의 total TRAP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TRAP 
solution assay 결과, 파골세포 염색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과 40 
㎍/㎖의 PRAE를 처리한 그룹에서 급격히 TRAP 활성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Fig. 2C). 이러한 결과들은 PRAE가 파골세포의 분화 뿐 
아니라 생성에서도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1. Effects of PRAE on osteoclast viability. BMMs were cultured with 
indicated various concentrations of PRAE under M-CSF (30 ng/㎖) and 
RANKL (100 ng/㎖) treatment for 2 days. Data is the averag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SD). NS : not significant.

Fig. 2. Effects of PRAE on osteoclasts differentiation. BMMs were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PRAE under RANKL and M-CSF 
treatment for 4 days. A. Osteoclasts were stained for TRAP. B. TRAP(+) 
MNCs having more than 3 nuclei were counted as mature osteoclasts. C. 
Total TRAP activity from TRAP(+)-mono, di and multinuclear cells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and † P < 0.01 versus control (0 ㎍ of PRAE). NS 
: not significant.

3. 파골세포 분화인자 발현에서의 PRAE 효과
    Fig. 2에서 PRAE가 파골세포의 분화 및 생성을 억제함을 관찰

하였다. 이 결과를 좀 더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동안 발현양이 증가하는 파골세포 분화인자들(TRAP, CtsK, 
OSCAR, DC-STAMP, ATP6v0d2, NFATc1)의 발현양을 real-time 
PCR 분석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측정한 모든 파골세포 분화인자
들의 발현양이 PRAE를 처리하지 않은 control에 비해 20 ㎍/㎖의 
PRAE를 처리한 그룹에서 배양기간에 걸쳐 발현양이 현저히 감소됨
이 관찰되었다(Fig. 3). 특히 파골세포 분화와 생성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인 NFATc1의 발현도 PRAE에 
의해 감소되었다. 이 결과들은 PRAE가 파골세포 분화인자 및 전사
인자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을 억제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Fig. 3. Effects of PRAE in express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marker genes. BMMs were cultured with RANKL and M-CSF treatment in 
presence or absence of PRAE (20 ㎍/㎖) for 4 days. The express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marker genes was measured by real-time PCR. 
The expression of mRNA levels was normalized with GAPDH and described 
as fold change mRNA leve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 < 0.05 and † 
P < 0.01 versus control (0 ㎍/㎖ of PRAE). 

4. 파골세포 내 신호전달 및 전사인자 발현에서의 PRAE 효과
    PRAE에 의한 파골세포의 분화 및 생성 억제의 기전을 규명하
기 위하여 RANKL에 의해 유도되는 파골세포 내의 신호전달을 조사
하였다. BMMs 세포를 M-CSF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RANKL을 5, 15, 30 분 처리하여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ERK, JNK and p38) 및 IκBα 활성을 유도하였
다. 20 ㎍/㎖을 동시에 처리하여 MAPKs 및 IκBα 활성 변화를 조
사하였다. 이 결과 PRAE를 처리했을 때 ERK, JNK 그리고 p38의 
인산화 정도는 PRAE를 처리하지 않은 control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PRAE를 처리했을 때 IκBα의 인산화가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Fig. 4A). 또한, 파골세포 분화와 생성에 가장 중요한 전사인자인 
c-Fos와 NFATc1 발현에서의 PRAE의 효과를 측정하였다(Fig. 4B). 
RANKL을 처리할 때 c-Fos의 발현이 점점 증가하여 24 시간 후 
가장 많이 발현되었다. 그러나 PRAE를 같이 처리했을 때 c-Fos의 
발현이 전혀 증가되지 않고 억제되었다. 그리고 NFATc1의 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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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에서는 2일 후부터 발현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4일 후에도 
발현양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PRAE를 처리했을 때는 2일 후 조금 
증가하였다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PRAE가 RANKL에 의한 파골세포 분화과정에서 IκBα 인산화와 
c-Fos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NFATc1의 발현을 감소시킴을 보
여준다. 이에 따라 NFATc1의 조절을 받는 많은 유전자들의 전사가 
억제되어 파골세포의 분화와 생성이 감소되었다. 

Fig. 4. Effects of PRAE in RANKL-induced intracellular signaling and 
expression of transcription factors in osteoclasts. A. BMMs under 
M-CSF treatment were cultured for 24 hr and then treated with PRAE (20 
㎍/㎖) and RANKL (100 ng/㎖) for indicated time. The 30 ㎍ of lysates was 
subjected to SDS-PAGE and analyzed by immunoblotting. MAPKs (ERK, 
JNK and p38) and IκBα activation was measured using by their specific 
antibodies. B. BMMs were treated with M-CSF and RANKL in presence or 
absence of PRE (20  ㎍/㎖) for indicated time. The 30 ㎍ of lysates was 
subjected to SDS-PAGE and analyzed by immunoblotting. The expression 
of c-Fos and NFATc1 was detected by anti-c-Fos and anti-NFATc1 
antibody, respectively. 

고    찰

    뼈를 이루는 주성분은 콜라겐을 비롯한 여러 단백질과 
hydroxyapatite로 이루어진 미네랄 이다. 이러한 뼈기질을 분해하
는 세포인 파골세포는 뼈대사의 중추 역할을 하며 골다공증
(osteoporosis),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골관절염
(osteoarthritis) 그리고 치주염(periodontitis)등의 질환에서 뼈 손
상의 원인이다1). 파골세포는 M-CSF에 의해 조혈모세포로부터 
monocyte/macrophage linage의 전구세포로 분화되고 RANKL에 
의해 뼈를 흡수하는 활성을 가지는 다핵세포인 성체 파골세포로 분
화된다. RNAKL/RANK 결합에 의한 파골세포 분화는 두 가지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로 이루어진다1,22). 첫 번째로, 세포내 NFκB 및 
MAPKs가 활성화 되고 전사인자인 c-Fos의 발현이 증가되며, 파골
세포 분화 및 생성 전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인 
NFATc1이 활성화되어 파골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분화 신호로서 phospholipase C-gamma (PLCγ)의 활성화로 세
포내 Ca2+-Oscillation이 발생하고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type IV (CaMKIV)와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ERB)의 활성으로 인해 c-Fos의 발현
이 증가된다. 또한, Ca2+-Oscillation에 의해 NFATc1의 activator
인 calcineurin이 활성화된다. 결국 두 가지 신호전달 모두 
NFATc1의 활성화로 인해 파골세포의 분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어 분화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RANKL에 의해 유도되는 
파골세포 분화 및 생성에서 백작약 추출물(PRAE)이 억제효과를 보
임을 확인하였다(Fig. 2). 20 ㎍/㎖의 PRAE를 처리한 결과 MAPKs 
(ERK, JNK, p38)의 활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IκBα의 활성이 억제됨
을 확인하였고, c-Fos의 발현양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신
호 억제에 의해 최종 NFATc1의 단백질 발현양이 급격히 감소됨을 
관찰하였다(Fig. 4). 또한 NFATcl의 mRNA 발현양도 PRAE에 의해 
파골세포 분화과정동안 감소됨을 확인하였다(Fig. 3). 전사인자인 
NFATcl의 조절을 받는 파골세포 분화 인자들(TRAP, CtsK, 
OSCAR, DC-STAMP, ATP6v0d2)의 발현이 파골세포 분화과정 동
안 억제된 것은 PRAE에 의한 NFATc1의 발현양 감소로 기인한 것
이라 사료된다(Fig. 3). 
    백작약 추출물만을 이용하여 파골세포에서의 그 효과와 작용기
전을 연구한 보고는 아직 없다. 그러나 백작약 외 14가지 혼합 약
재로 만든 三氣飮加味方(Samkieumgamibang) 추출물을 이용하여 
파골세포의 분화를 측정한 결과 TRAP(+) MNCs의 수가 감소되고 
파골세포 분화인자들(CtsK, MMP-9, TRAP, c-Fos, NFATc1)의 발
현양이 감소됨이 보고되었지만, 억제작용의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결
과는 보고되지 않았다23). 그리고 작약이 포함된 芍藥甘草附子湯
(Jakyakkamchobuja-tang, JKBT)을 이용한 골관절염 생쥐 모델 연
구에서는 JKBT를 경구 투여한 그룹에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IL-1β
를 비롯한 여러 물질들이 생성이 감소되어 골관절염 발생을 억제하
는 효과를 보고하였다24). 또한, Yang 등25)이 콜라겐으로 유도한 관
절염 백서에서 백작약이 포함된 17개 약제 혼합물인 Sanshuibaihu 
decoction (SSBH)이 항염증 효과를 보이고 이러한 효과는 NFκB 
와 p38 MAPK의 활성억제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PRAE에 의해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가 IκBα 활성 억제에 
일부 기인함을 보였다(Fig. 4). 이러한 결과로 백작약의 효과는 세포
내 NFκB 활성을 억제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백작약 추출물은 에탄올로 추출한 것이다. 실제로 백작약을 
탕약으로 사용할 때 추출되는 유효성분은 물에 의해 추출되는 것이
다. 따라서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유효성분 비교 및 뼈대사
(bone metabolism)에 미치는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in vitro 실험과 in vivo 실험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데, PRAE를 사용한 본 실험도 생쥐를 이용하여 in vivo
에서 파골세포 및 조골세포에 대한 효과 및 뼈 밀도에 얼마나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PRAE가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및 치주염 등 뼈 관련 질환들의 치료에 효과적인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골세포의 분화와 생성에서 
PRAE의 억제효과를 in vitro에서 확인하고 그 억제 기전을 보고하
였다. 다음으로 조골세포 분화에서의 PRAE 효과를 연구하고, 또한 
동물모델을 이용한 in vivo 실험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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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백작약 에탄올 추출물(Paeoniae Radix Alba ethanol extract, 
PRAE)의 파골세포 분화와 생성에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골
수세포로부터 유도된 파골세포 전구세포(BMMs)를 RANKL을 처리하
여 파골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에 PRAE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PRAE는 측정한 40 ㎍/㎖의 농도까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모든 실험을 20 ㎍/㎖의 PRAE로 수행하였다. PRAE를 
처리했을 때 성체 파골세포인 TRAP(+) MNCs의 수가 PRAE의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파골세포 분화인자의 발현이 
PRAE에 의해 감소됨을 real-time PCR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리
고 PRAE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내 신호전달체계 중 IκBα의 활성과 
c-Fos의 발현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파골세포 분화와 생성에 가
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인 NFATc1의 발현이 현저히 감
소되었다. 따라서 PRAE는 파골세포의 분화와 생성을 억제하는 효
과를 보이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in vivo에서 효과를 확인한다
면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치주염 등 파골세포에 의한 
뼈 흡수 현상을 보이는 뼈 질환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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