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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steoporosis is a disease characterized by a decrease in bone mineral density and an increase in fracture rate.
One of the most related to bone density in osteoporosis is osteoclast. Osteoclasts, the only cells that resorbing bone, are
a key mediator of skeletal disease such as osteoporosis. Therefor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ethods for treating bone
diseases with reduced bone mass is inhibiting osteoclast formation and activation. In previous studies, we reported that Hovenia dulcis var. Koreana extracts (HD) inhibits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is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in vivo. However, we did not disclose how HD works during osteoclast differentiation. Herein, we investigated the mechanisms of anti-osteoclastogenic activity of HD 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in vitro. HD inhibited RANKL-mediated osteoclast differentiation of cultured BMMs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did not exert a cytotoxic effect on BMMs. HD
suppressed transcriptional and translational expression of NFATc1 as well as osteoclast-related genes such as TRAP, DCSTAMP, and cathepsin K in BMMs treated with RANKL.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HD may influence the
expression levels of NFATc1 and osteoclast-specific genes during osteoclast differentiation. Therefore, HD may be usefully
used as a functional food or a therapeutic agent for bone diseases such as osteoporosis.
Keywords: bone, osteoporosis, osteoclast, RANKL, NFATc1, Hovenia dulcis

서 론 (Introduction)

공증, 파젯 병, 류마티스 관절염 및 치주 질환과 같은 뼈 질환에
서 골질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2)

뼈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로 구성된 동적 조직으로 뼈 리모델

골다공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뼈 질환으로 골질량 감소와

링으로 알려진 재생 및 복구 과정을 거친다. 파골세포와 조골세

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골밀도가 낮아

포는 뼈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다.1) 파골세포와

져 뼈의 미세 구조가 약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병리학적

조골세포의 활성에서 서로의 균형은 뼈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중

인 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파골

요하다. 뼈의 항상성에서 파골세포의 활성 또는 수 증가는 골다

세포 수가 증가하여 골 흡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2) 파
골세포는 여러 단핵전구체의 융합으로 형성된 tartrate-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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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의 재흡수를 담당한다. 파골세포는 오래되거나 약해진 뼈를 제
거하거나 혈중 미네랄의 항성성을 유지한다.3,4)
파골세포의 분화는 두 개의 cytokine인 macrophage col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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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ng factor (M-CSF)와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모든 세포는 37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되었으며 3일에

factor-κB (NF-κB) ligand (RANKL)에 의해 조절된다.5) 면역세

한 번씩 새로운배양액으로 교체되었다. 대식세포는 5주령 수컷

포/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M-CSF는 파골세포 전구세포에서

ICR 마우스(n=2: DBL, KR)의 대퇴골과 경골의 BMCs로부터

RANK 발현 및 파골세포의 생존 신호를 유도한다.6) 조골세포/활

만들어 졌다. BMCs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성 T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RANKL는 파골세포의 수용체 RANK

Invitrogen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와 100 U/

와 결합하여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및

mL penicillin/streptomycin가 포함된 α-MEM (10% α-MEM)에

4,5,7-9)

NFATc1은 파골세포 형성의

10 ng/mL M-CSF (Peprotech, Rocky Hill, NJ, USA)가 첨가되

핵심 전사 인자로서 TRAP, cathepsin K, dendritic cell-specific

어 18시간 동안 10 cm culture dish에서 배양되었다. 비부착 세

transmembrane protein (DC-STAMP)와 같은 파골세포 분화 및

포들은 30 ng/mL M-CSF가 처리된 10% α-MEM과 함께 10

NFATc1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10-14)

활성화 인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cm petri dish에서 3일간 배양되었다. Petri dish에 부착된 세포

헛개나무속 (Hovenia) 식물은 갈매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들은 BMMs로서 사용되었다. 파골세포를 만들기 위해, BMMs

동북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며 약 3종과 변이종 2종이 있다. 헛개

는 96-well plate에 1×104 개/well로 깔렸으며 30 ng/mL M-

나무는 일본, 중국에서 동속의 Hovenia dulcis, Hovenia

CSF와 10 ng/mL RANKL (R&D Systems, Minneapolis, MN,

tomentosa가 있으며 종자, 꽃의 색 등이 우리나라의 헛개나무와

USA) 가 함유된 10% α-MEM에 대조군으로서 0.1% 3차 증류

다르기 때문에 Hovenia dulcis var. Koreana는 우리나라의 특산

수(DW) 또는 실험군으로서 헛개나무 가지의 물 추출물(HD)이

15)

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헛개나무는 경기, 강원

처리되어 4일동안 배양되었다.

이남의 해발 70~900 m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고 20 m, 흉고직
경 80 cm까지 자란다.16) 헛개나무의 한약명은 지구(枳木具)라 하

TRAP 염색 분석

며 이것의 열매는 이뇨작용, 갈증해소, 해독작용 등의 효능이 보

세포는 3.7% formalin이 5분 동안 처리되어 고정되었고, 0.1%

고되어 있고, 헛개나무 추출물은 숙취해소 및 간 기능 보호 작용

Triton X-100이 10min 동안 처리되어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였으

17-21)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헛개나무 가

며, TRAP 염색액(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첨가

지 추출물이 세포수준에서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으로서 골

해 10분 동안 염색되었다. 3개 이상의 핵을 갖는 TRAP 양성 세

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22)

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파골세

포(TRAP+-MNCs)들은 성숙한 파골세포로서 세어졌다.

포의 분화 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
다. 그래서 우리는 앞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헛개나무 가지 추출

세포독성 분석

물의 파골세포 분화억제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연구

BMMs는 96-well plate에 1×104 개/well로 깔렸으며 30 ng/

를 진행하였다.

mL M-CSF가 포함된 10% α-MEM에 0.1% DW (대조군) 또는
HD (1, 2, 3, 5, 10 μg/mL; 실험군)가 처리되어 3일 동안 배양

실험 방법 (Experimental Methods)

되었다. 세포생존은 CCK-8 kit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Kumamoto, JP)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헛개나무(Hovenia dulcis var. Koreana) 가

Real-time PCR analysis

지는 장흥헛개나무영농조합(Jangheung-gun, Jeollanam-do, KR)

BMMs는 6-well plate에 3.5×105 개/well로 깔렸으며 30 ng/

에서 구입하였고, 구입물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해 헛개

mL M-CSF와 10 ng/mL RANKL가 포함된 10% α-MEM에

나무로 확인되었다. 건조한 가지는 잘게 분쇄하여 증류수 15 L

0.1% DW (대조군) 또는 HD (실험군)가 처리되어 그림과 같이

o

와 85 C에서 3시간씩 3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Whatman

배양되었다. 프라이머는 online primer3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

number 2 여과지(90 mm ø, GE Healthcare, Chicago, IL,

인 했으며 Table I에 나타내었다.23) TRIzol 추출법을 이용해 세

USA)를 이용해 여과되었고, 여과액은 농축 (EYELA, Tokyo, JP),

포로부터 total RNA를 얻었고, cDNA는 M-MLV cDNA

동결건조(OPERON, Gimpo, Gyunggi-do, KR) 되어 냉동보관 되

synthesis kit (Enzynomics, Daejeon, KR)을 이용해 1 μg total

었다. 동결건조된 시료는 물에 녹인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RNA로부터 만들어졌다. Quantitative real-time PCR은 TOPreal
qPCR 2× PreMIX (Enzynomics, Daejeon, KR)와 Real-Time

세포 배양 및 대식세포와 파골세포 만들기

PCR Detection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

이 연구는 순천대학교 동물실험 기준 계획서에 포함된 권고사

해 수행하였다. 유전자의 상대적인 발현 수준은 glyceraldehyde-

항을 엄격히 준수하였다(승인번호: SCNU IACUC 2016-05).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의 발현 수준으로 표준화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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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Primer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Primer sequence (5'→3')

Gene of interest

Sense

Anti-sense

NFATc1

GGGTCAGTGTGACCGAAGAT

GGAAGTCAGAAGTGGGTGGA

Cathepsin K

GGCCAACTCAAGAAGAAAAC

GTGCTTGCTTCCCTTCTGG

DC-STAMP

CCAAGGAGTCGTCCATGATT

GGCTGCTTTGATCGTTTCTC

TRAP

GATGACTTTGCCAGTCAGCA

ACATAGCCCACACCGTTCTC

GAPDH

AACTTTGGCATTGTGGAAGG

ACACATTGGGGGTAGGAACA

를 했고 2−ΔΔCT method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24)

2차 Ab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되었다. 반응이 완료된 단백질
은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Western blot analysis

(Pierce

BMMs는 real-time PCR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배양되었다.

MicroChemi 4.2 (DNR Bio-imaging System, Jerusalem, IL)에

세포는 RIPA buffer (50 mM Tris-HCl, 150 mM NaCl, 5 mM
EDTA, 1% Triton X-100, 1 mM sodium fluoride, 1 mM

의해 확인되었다. 단백질 밴드의 수치화는 ImageJ 프로그램(http:/

sodium vanadate, 1% deoxycholate, and 1 mM PMSF)를 사용

에 비례해 표준화 되었다.

Chemical,

Rockford,

IL,

USA)가

처리된

후

/imagej.nih.gov/ij)으로 수행되었고 NFATc1의 정량은 actin 정량

o

해 용해되었고, 단백질은 20,000 g, 4 C에서 15분 동안 원심분
리되어 용해물로부터 분리되었다. 얻어진 단백질(20 μg)은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

통계학적 분석
모든 정량적 데이터는 3반복 실험결과의 평균±표준편차로서

PAGE; 10%)을 통해 분리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 (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나타내었다. 통계적 차이는 Student’s t-tests에 의해 분석되었다.

USA)으로 옮겨졌다. PVDF membrane은 1차 Ab 함께 4oC에서

(p 값 *<0.05, **＜0.01, ***＜0.001).

Probability (p) 값이 0.05 이하일 때 유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16시간 동안 반응된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된

Fig. 1 − HD suppresses osteoclast differentiation. (A) BMMs were cultured with M-CSF (30 ng/mL) and RANKL (10 ng/mL) in the presence
of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vehicle (0.1% DW) or HD. Cells were fixed in 3.7% formalin, permeabilized in 0.1% Triton X-100,
and stained in TRAP solution. (B) TRAP+-multinucleated cells (nuclei ≥3) were counted as osteoclasts. **p<0.01 ***p<0.001. (C)
Cytotoxicity of HD on BMMs was evaluated by performing CCK-8 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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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Effect of HD on RANKL-stimulated mRNA expressions of NFATc1. BMMs were treated with vehicle (0.1% DW) or HD (10 μg/mL)
for 1 hr and then M-CSF (30 ng/mL) and RANKL (10 ng/mL) were treated at the indicated times. Total RNA was then isolated by
using TRIzol reagent, and mRNA expression levels were evaluated by performing real-time PCR.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was used as the internal control. **p<0.01; ***p<0.001.

결 과 (Results)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RANKL는 NFATc1의
mRNA 발현 수준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HD는 그 발현 수준을

파골세포의 분화에서 HD의 분화 억제 효과

감소시켰다(Fig. 2A). 또한 HD는 파골세포 분화 동안 NFATc1에

우리는 파골세포 분화에서 HD의 잠재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의해 조절되는 TRAP, DC-STAMP, cathepsin K의 mRNA 발현

위해 BMMs에 RANKL를 처리하여 파골세포 분화동안 HD의

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Fig. 2B, C, D).

효능을 평가하였다. 대식세포를 RANKL (10 ng/mL)와 M-CSF

파골세포 분화동안 HD는 NFATc1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한다

(30 ng/mL)의 존재하에 0.1% DW 또는 HD (1, 2, 3, 5, 10 μg/

Western blot 분석법을 이용하여 파골세포 분화의 주요 조절 인

mL)가 처리된 10% α-MEM에서 4일간 배양되었다. 대식세포는

자인 NFATc1의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HD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RANKL에 의해 TRAP+-MNCs로 분화되었지만 HD는 이 분화

RANKL에 의해 유도된 NFATc1의 단백질 발현 증가는 HD에 의

를 크게 감소시켰다(Fig. 1A). 핵이 3개 이상인 TRAP+-MNCs

해 유의 적으로 감소되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HD가 NFATc1

의 수를 분석했을 때 파골세포의 형성은 HD의 농도 3 μg/mL

의 발현을 억제해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Fig. 1B).

고 찰 (Discussion)
BMMs에서 HD의 독성 확인
파골세포 생성의 억제가 HD에 의한 세포 독성 때문인지를 확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 조직의 강도가 감소하는

인하기 위해 우리는 BMMs에서 세포 독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뼈 관련 질환이다. 2000년에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총 9백만

BMMs는 M-CSF (30 ng/mL)의 존재하에 0.1% DW 또는 HD

건 발생했으며 그 중 골반 골절은 160만 건, 전완(前腕) 골절은

가 처리된 10% α-MEM에서 3일간 배양되었다. Fig. 1C에 나타

170만 건, 척추 골절은 140만 건이다.25)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난 바와 같이, HD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농도에서 대조군(0.1%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는 세계의 건강과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

DW) 과 비교했을 때 BMMs에 대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26,27) 따라서 골다공증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연

다. HD는 파골세포 분화에서 NFATc1의 mRNA 발현을 억제한다

구가 필요하다.

파골세포 분화에서 HD의 분화 억제 효과의 메커니즘을 확인

뼈의 질은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

하기 위해 파골세포 형성에 필요한 전사인자와 파골세포 분화에

사이의 균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골수의 조혈모세포로부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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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HD abolishes RANKL-mediated protein expression of NFATc1. BMMs were pretreated with vehicle (0.1% DW) or HD (10 μg/mL)
for 1 hr prior to M-CSF (30 ng/mL) and RANKL (10 ng/mL) stimulation at the indicated times. Cell lysates were resolved by SDSPAGE, and western blotting was performed with anti-NFATc1 and actin antibodies as indicated. The numbers are the relative ratio
of NFATc1/actin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trol.

들어지는 파골세포는 뼈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이다.28)

결 론 (Conclusion)

이 세포들은 단핵/대식세포들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 지고 성숙되
며, 그 과정은 RANKL-RANK 신호전달계에 의해 조절된다.4)

헛개나무 가지 추출물(HD)은 RANKL에 의해 유도되는 파골

RANKL-RANK 신호전달계의 연구는 파골세포의 형성과 이 세포에

세포 분화에서 NFATc1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서 파골세포의 분화

의한 병적인 골 소실의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 RANKL가 수용체

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NFATc1의 발현 감소

RANK에 결합하면 p38, ERK, JNK 같은 MAPK를 신속하게 활성

결과 TRAP, DC-STAMP, cathepsin K같은 파골세포의 분화/활

화시키고 결국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에 가장 중요한 전사 인자로

성 인자들의 발현 또한 낮아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HD

29-31)

알려진 NFATc1의 활성이 촉진되어 파골세포가 형성된다.

헛개나무는 열, 기생충 감염, 간질환 치료, 숙취 해소를 위해

는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위한 기능성 식품 또는 치료제의 재
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한방의약에서 사용되었다.32) 그리고 우
리는 최근의 연구에서 헛개나무 가지 추출물이 골다공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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