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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선 약침이 MIA 유도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이용은, 이윤규, 김재수, 이현종*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과

[Abstract]
EffectsofClematidisRadix PharmacopunctureonMIAinduced
OsteoarthritisRat
YongEunLee,YunKyuLee,JaeSooKimandHyunJongLee*
Dept.ofAcupuncture&Moxibustionmedicine,CollegeofKoreanMedicine,Daegu
HaanyUniversity
Objectives : Thisstudywasdesignedtoinvestigatetheanti-osteoarthriticeffectsof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ontheMIA-inducedosteoarthritisrats.
Methods : Thesubjectsweredividedinto4groups;Normalratgroup(N,n=5),MIA-inducedosteoarthritiscontrolratgroup(C,n=5),MIA-inducedosteoarthritisratgroupinjectedwithnormal
salineatST36(NS,n=5),andMIA-inducedosteoarthritisratgroupinjectedwith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atST36(CR,n=5).Theexperimentwasconductedoveraperiodof21
daysafterinjectingMIA.Weanalyzedbodyweight,hindpawweightdistribution,liverand
renalfunction,immunocytes,cykokines,inflammatorymediators,inflammatoryproteinsand
mRNAexpressions,aswellashistopathologicalchanges.
Results : TheCRgroupshowedasignificantincreaseinthehindpawweightdistribution,and
significantdecreasesinIL-1β,IL-6,PGE2,LTB4,osteocalcin,deoxypyridinolinelevel,theproteinexpressionofCOX2,arachidonate5lipoxygenase,andthemRNAexpressionofCOX2,
TNF-α,IL-1β,andNOS-Ⅱ.Intermsofthejointdamagesinducedbyosteoarthritis,theCR
groupshowedagreaterprotectiveeffectthangroupCinhistopathologicobservation(H&E,
Safranin-Ostaining).
Conclusion : Theseresultsdemonstratedthatclematidisradix pharmacopuncturehadanti-inflammatoryandanalgesiceffects.Inaddition,theseresultsshowedthatitinhibitedtheprogressionof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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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동물
수컷 6주령의 Sprague-Dawley계 rat(175 ~ 200 g)
을 Charles River(Wilmington, MA)사에서 공급받았고,

골관절염은 중년, 노년에 흔히 발생되는 질환으로 관절

동물은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항생제 무첨가, 삼양사료

연골에 퇴행성 변화와 관절면의 과잉 골형성, 관절의 변형,

Co.)와 물을 공급하고 온도 22 ± 2 ℃, 습도 55 ± 15 %,

연골하골의 경화 및 낭종 발생이 나타나는 관절 질환이다1).

12시간 주기(light-dark cycle)의 환경에서 1주간 적응시

관절면의 조화로운 운동 기능이 소실되고 관절의 불안정성,

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동물실험

통증과 강직감, 점진적인 관절의 운동제한을 수반한다 . 치

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DJUARB2014-010)을 받

료는 약물, 물리치료, 주사 및 수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약

아 실시하였다.

2)

물과 물리치료, 주사는 증상의 완화와 통증의 감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관절 표면막 손상, 혈전증
및 심혈관 폐색, 수술 후 관절 강직, 감염 등의 부작용을 유
발할 수 있다3).

2)약재및시약
위령선은 (주)옴니허브(영천,한국)에서 구입하여 대구한
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약리학교실에서 관능검사상 약

한의학적으로 골관절염은 鶴膝風, 痺症, 關節風, 脚氣

전에 합격한 것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시약은 골관절

에 속하고 전신의 筋骨, 肌肉, 關節에 발생하며, 痛症, 痠

염 유발제인 MIA(Sigma. Chemical Co. Ltd,Cat.No.

脹感, 麻木, 重着感, 운동장애를 수반한다. 祛風濕, 淸血

I2512), 마취제로는 chloral hydrate(Fruka)를 사용하였

熱, 化濕痰 작용을 통해 經脈을 소통시키고 氣血을 조화시

다. H&E staining과 Safranin-O staining에는 Hema-

키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 치료는 침, 약침, 뜸, 약물 등이

toxylin(Merck Co., Germany), Eosin Y(Wako Co.,

있으며, 이 중 약침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 직접 병

Japan), Safranin-O(Merck Co., Germany), 기타 일

소 주위에 약침을 주입하여 골관절염의 치료 효과를 높이

반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1)

4,5)

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개선과 통증조
절에 목표를 두고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6).
위령선(Clematidis Radix et Rhizoma)은 祛風除濕과

2.방법

通絡止痛의 효능으로 肢體麻木, 筋脈拘攣, 屈伸不利, 骨

1)MIA 주사에의한골관절염유발

哽咽喉를 주치한다 . 위령선 단미제 , 진교, 위령선, 하고
초 복합방으로 연구하였고9), 위령선 약침이 neuronal

복강 내 주사로 rat을 마취시키고 무릎 주변을 제모한
후 MIA를 insulin syringe 0.3 mL를 사용하여 오른쪽

NOS와 NOS의 발현이 증가하여 골관절염의 치료에 유효

무릎 관절강 내에 50 ㎕(60 mg/mL) 투여하였다. MIA

함을 보고하였다10). 그러나 관절 내 염증 상태에 미치는 영

희석 시에는 0.9 % saline을 사용하였다. 투여 7일 후에

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보행 모습을 관찰하여 보행 장애가 있는 rat을 선별하여

7)

8)

이에 저자는 위령선 약침이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MIA로 골관절염이 유발된 rat에 위령선 약침

진행하였다.

을 주입하여 연구하였고, 뒷다리 체중부하 검사, 혈액 분석,

2)약침액의제조

혈청내 염증성 cytokine 및 염증 매개인자, 염증성 단백질

위령선 200 g을 분쇄시킨 후 100 % EtOH를 약재 무게

및 유전자 발현,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

의 10배로 붓고 24시간 동안 상온에 정치시켰다. No 2.

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paper filter(Hyundai Micro Co., Korea)를 이용하여 1
차 여과하고 감압농축기 EYELA SB-1100(Tokyo,
Japan)와 동결건조기 LABCONCO(Kansan, USA)로

Ⅱ. 재료 및 방법

처리하였다. 동결건조된 위령선은 -80 ℃냉동고에 보관하
였고, 위령선 약침액은 사용하기 직전에 희석하여 0.22
um MILLEX(Milipore,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1.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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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군분류
실험동물은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정상군(이하 N,

위령선 약침이 MIA유도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n=5)군과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시킨 군을 다시 3개의

기 HEMAVET(CDC Technology, USA)를 사용하여 분

군으로 분류하여 대조군(이하 C, n=5), 생리식염수군(이하

석하였다.

NS, n=5), 위령선약침군(이하 CR, n=5)으로 나누어 실험
하였다.

4)혈위선정및시술방법

4)혈청내염증성cytokine 및염증매개인자
생성측정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한 후 IL-1β, TNF-α, IL-

MIA로 관절염을 유발시킨 후 NS와 CR은 각각 생리식

6, PGE2, LTB4, DPD 등의 염증성 cytokine과 염증성

염수와 위령선 약침을 1일 1회 21일 동안 100 ㎕씩 일정한

매개인자들은 각각의 assay kit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

시간에 주입하였다. 피부로부터 2 ㎜ 깊이로 BD Ultra-

하였다.

Fine Ⅱ Insulin Syringe(BD Medical-Diabetes Care,

IL-1β, IL-6, TNF-α는 ELISA kit(eBioscience,

USA)를 사용하여 100 ㎕를 주입하였다. 두 군 모두 足三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코팅 antibody를

里(ST36)에 주입하였으며, 실험동물 표준경혈위치에 따

microwell에 100 ㎕씩 분주하고 4 ℃에서 16시간 두었으

라 골도분촌법을 이용하여 인체에 상응하는 부위를 취하

며 각 well을 wash buffer로 세척하고 assay diluent를

였다11).

200 ㎕씩 넣어서 1시간 동안 well을 막은 후 실온에서 배
양하였다. 표준품을 희석하고 상청액을 20배 희석한 후
microplate를 세척하고 각 표준품과 상청액을 100 ㎕ 씩

3.평가방법

넣었으며 2시간 동안 well을 막은 후 실온에서 배양하였다.

1)체중측정

각 well에 100 ㎕씩 넣고 1시간 동안 well을 막은 후 실온

Microplate를 세척하고 working detector를 만들어서

6주령의 Sprague-Dawley rat을 1주일간 기본사료

에서 배양하였으며, microplate를 세척하고 substrate

(AIN-76A diet)로 적응시킨 다음 MIA 유도 후 3주일간

solution을 만들어서 각 well에 100 ㎕씩 넣고 30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체중은 실험 개시일, 7일, 14일, 21일

어두운 곳에서 실온으로 배양하였다. Stop solution을 각

후 오전 9시에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well에 50 ㎕씩 넣고 microplate spectrophotometer에

2)뒷다리체중부하검사

서 흡광도 450 ㎚로 측정하였다.
PGE2(Cayman, 514010, Michigan,USA), LTB4(Cay-

생리식염수와 위령선 약침 투여는 오전에 하고, 측정은

man, 520111, Michigan, USA), Osteocalcin(Biomed-

오후에 시행하였다. 측정일은 시험물질을 투여한 후 실험

ical, BT-470, Stoughton, USA), DPD(Kamiya,

개시일, 7, 14, 21일 후 오후에 측정하였다. Incapacitance

KT-59767, Seattle, USA)는 ELISA kit로 각각 명시된

tester(Linton instrument Co., UK, Ser No. 01/45/25)

제품을 사용하였다. 각 well에 생쥐의 혈청 100 ㎕(1/100

를 이용하여 오른쪽, 왼쪽 발의 무게를 각각 측정하였다.

dilution)씩 분주한 후 antibody cytokine-biotined

Rat의 배가 기기의 센서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

conjugated 100 ㎕를 처리하고 실온에 2시간 놓아둔 후

쪽 각각의 발의 무게(g)를 측정하여 나타내었고, 실험 결과

다시 세척하였다. 2시간 동안 실온에 놓아둔 후 2회 wash-

는 오른쪽 발의 무게 비율에 대한 왼쪽 발의 무게 비율을 계

ing 완충 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antibody avidin-horse-

산하여 표시하였다.

radish peroxidase conjugated 100 ㎕를 처리하고 실온

3)혈액분석

에 2시간 놓아둔 후 다시 세척하였다. 여기에 tetramethylbenzidine 기질을 100 ㎕씩 분주하고 암소에서 30

모든 동물은 12시간 절식 후 심장에서 혈액을 취해 혈청

분간 놓아둔 후 100 ㎕의 stop용액을 처리한 후 ELISA

분리용 tube에 담고, 혈청분리용 tube의 혈액을 3,000

leader(Molecular Devices, USA)로 450 nm에서 흡광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혈청을 얻었다. 분리한 혈청

도를 측정하였다.

에서 AST, ALT 및 creatinine 함량을 생화학 자동 분석
기 Hitachi-720(Hitachi Medical, Japan)을 이용하여

5)염증성단백질및유전자발현분석

측정하였다.

(1) 염증성 단백질 분석

또한 채혈 후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 있는 채혈관을

실험종료 후 rat의 관절 조직을 분리하여 homoge-

이용하여 WBC, monocyte, eosinophil을 자동혈구분석

nizer(Bio-Gen pro200, USA)를 이용하여 조직을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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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 bradford assay kit(Takara, Japan)로 단백

안 반응시켜 first-strand cDNA를 합성한 다음, 95 ℃에

질 정량을 하였다. 관절 조직을 1 mg/mL로 희석하고,

서 5분 동안 놓아두어 M-MLV RT를 불활성화시킨 후 합

COX-2와 5-LOX 96 well plate에 100 ㎕씩 관절 조직

성이 완료된 cDNA를 PCR에 사용하였다. Real time

현탁액을 분주하고 4 ℃에서 24시간 두었으며, 24시간 후

quantitative PCR은 Applied Biosystems 7500 Real-

각 well을 wash buffer로 세척하고 assay diluent를

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USA)을 이용

200 ㎕씩 넣어서 1시간 동안 well을 막은 후 실온에서 배

하여 수행하였다.

양하였다. 표준품을 희석하고 상청액을 20배 희석한 후

유전자 발현은 TaqMan probe(FAM dye-labeled,

microplate를 세척하고 각 표준품과 관절 조직 현탁액을

ABi, USA)를, internal standard는 Mouse glycer-

100 ㎕씩 넣었으며 2시간 동안 well을 막은 후 실온에서

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GAPDH)

배양하였다. 이후 microplate를 세척하고 working de-

probe set로 Applied Biosystems(4352339E)에서 En-

tector를 만들어서 각 well에 100 ㎕씩 넣고 1시간 동안

dogenous Control(VIC®/MGB Probe, Probe limited)

well을 막은 후 실온에서 배양하였으며, 다시 microplate

을 사용하였고, primer의 최종 농도가 200 nM이 되게 반

를 세척하고 substrate solution을 만들어서 각 well에

응시켰다. Real time quantitative PCR의 조건으로 pre-

100 ㎕씩 넣고 30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실온으로 배양하

denaturation을 50 ℃에서 2분, 94 ℃에서 10분, 그리고

였다. Stop solution을 각 well에 50 ㎕씩 넣고 mi-

40 cycles을 95 ℃에서 15초, 45 ℃에서 1분으로 수행하였

croplate spectrophotometer에서 흡광도 450 ㎚로 측

다. 각 군은 internal standard로 target group의 quan-

정하였다.

titative PCR은 y = x(1 ＋ e)n, x = starting quantity,
y = yield, n = number of cycles, e = efficiency를 사용

(2) 유전자 발현 분석
RNAsol (Tel-Test)용액을 사용하여 활막조직으로부

하여 relative quantitative(RQ)를 측정하였다.

B

터 RNA를 추출한 뒤 One-step SYBR Green PCR kit

6)병리조직학적검사

를 사용하여 cDNA 및 real-time PCR 분석하였다. 활막

실험종료 후 knee 부위를 절단하여 10 % EDTA가 포함

조직에 RNAzol 500 ㎕를 넣고 homogenizer로 조직을

된 10 % formalin 용액에 넣어 joint를 decalcification

분쇄하여 여기에 chloroform(CHCl3) 50 ㎕를 첨가한 후

시켰다. Radiographic technique을 이용하여 decalci-

15초간 다시 혼합하였다. 이를 얼음에 15분간 놓아둔 후

fication 유무를 확인한 후 parafin wax에 joint를 넣고

13,000 rpm에서 원심분리한 후 약 200 ㎕의 상층액을 회

고정한 다음 coronal section을 실시하였다. 파라핀으로

수하여 2-propanol 200 ㎕와 동량 혼합 후 천천히 흔들

고정된 조직을 7 ㎛의 크기로 자른 뒤, H&E 및 safranin-

B

고 얼음에 15분간 놓아두었다. 이를 다시 13,000 rpm에서

O staining을 실시하여 조직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염증

원심분리한 후 80 % EtOH로 수세하고 3분간 vacuum

반응 발생 유무나 활막세포의 증식, 염증세포의 조직침윤

pump에서 건조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는

여부는 H&E staining에서 확인하였고, proteoglycan층

diethyl pyrocarbonate(DEPC)를 처리한 20 ㎕의 증류

을 염색하는 Safranin-O staining에서는 연골 조직의 손

수에 녹여 heating block 75 ℃에서 불활성화시킨 후

상여부를 확인하였다.

first strand cDNA합성에 사용하였다.
역전사 반응은 total RNA 3 ㎍을 DNase I(10 U/㎕) 2

7)통계처리

U/tube를 37 ℃ heating block에서 30분간 반응한 후

정상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MIA로 인한 변화를

75 ℃에서 10분 동안 변성시키고, 이에 2.5 ㎕ 10mMdNTPs

Mann-Whitney test로 검증하였으며, 유의성은 p

mix, 1㎕ randomsequencehexanucleotides(25 pmole/

＜0.05인 경우에만 판정하였다. 이후 Kruskal-Wallis

25 ㎕), RNA inhibitor로서 1 ㎕ RNase inhibitor(20U/

test를 통해 C, NS, CR의 차이를 검증하고, 사후 검정으로

㎕), 1 ㎕ 100mM DTT, 4.5 ㎕ 5×RT buffer(250 mM

Mann-Whitney test를 시행한 후 Bonferroni method

Tris-HCl, pH 8.3, 375 mM KCl, ; 15 mM MgCl2)를 가

로 보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Kruskal-Wallis test

한 후 1 ㎕의 M-MLV RT(200 U/㎕)를 다시 가하고

는 p＜0.05, Mann-Whitney test는 p＜0.017로 하였다.

DEPC 처리된 증류수로서 최종 부피가 20 ㎕가 되도록 하

본 실험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였다. 이 20 ㎕의 반응 혼합액을 잘 섞은 후 2,000 rpm에

22.0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수치는 Mean ± SE(standard

서 5초간 원심침강하여 37 ℃ heating block에서 45분 동

error)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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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BodyWeightfor3WeeksonN,C,NSandCR
0 day

7 days

14 days

21 days

N

298.7 ± 3.55 g

335.3 ± 5.48 g

361.7 ± 7.88 g

369.7 ± 4.91 g

C

302.0 ± 4.46 g

322.0 ± 5.69 g

353.2 ± 7.18 g

360.3 ± 3.79 g

NS

305.2 ± 7.87 g

305.7 ± 17.55 g

345.4 ± 12.09 g

371.0 ± 10.78 g

CR

314.0 ± 7.97 g

311.6 ± 11.00 g

342.4 ± 13.63 g

378.0 ± 13.69 g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Ⅲ. 결과

CR과 NS는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
였다(Fig. 1).

1.체중측정
각 군의 실험 전 초기 체중과 최종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간기능에미치는영향
AST는 N 112.5 ± 7.5 U/L, C 182.3 ± 12.5 U/L, NS
122.3 ± 13.2 U/L, CR 126.0 ± 12.4 U/L로 C는 N과 비

2.뒷다리체중부하측정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과 NS는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
ALT는 N 27.8 ± 2.1 U/L, C 37.5 ± 2.9 U/L, NS

Fig.1.TheChangesinHindPawWeightDistributionRatiofor3WeeksonN,C,NS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 : compared with N.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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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g.2.TheAST,ALTLevelsinSerumonN,C,NS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 : compared with N.
†: compared with C.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50.7 ± 6.8 U/L, CR 44.6 ± 1.0 U/L로 측정되었으며,

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과 NS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4).

4.신장기능에미치는영향
*

Creatinine 농도는 N 0.14 ± 0.017 ㎎/㎗, C 0.34 ±
0.031 ㎎/㎗, NS 0.21 ± 0.016 ㎎/㎗, CR 0.25 ± 0.004

†

㎎/㎗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

†

였으며, CR과 NS는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3).

5.면역세포에미치는영향
WBC는 N 8.88 ± 0.87×103 ㎕, C 4.58 ± 0.59×103
㎕, NS 5.36 ± 0.39×103 ㎕, CR 4.88 ± 0.73×103 ㎕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osinophil의 비율은 N 1.16 ± 0.23 %, C 1.80 ± 0.63
%, NS 0.26 ± 0.09 %, CR 0.34 ± 0.10 %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Monocyte의 비율은 N 17.00 ± 1.12 %, C 18.92 ± 2.88
%, NS 4.62 ± 0.62 %, CR 4.62 ± 1.10 %로 C는 N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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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TheCreatinineLevelinSerumonN,C,NS
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 : compared with N.
†: compared with C.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위령선 약침이 MIA유도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

†

†

Fig.4.TheTotalWBC,EosinophilandMonocyteCountonN,C,NS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In WBC cou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 : compared with N.
†: compared with C.
WBC : white blood cell.
Eos : Eosinophil.
Mono : Monocyte.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6.혈청내염증성cytokine 및염증매개
인자생성에미치는영향

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
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5).

1)TNF-α

5)LTB4

N 16.6 ± 0.6 pg/㎖, C 39.8 ± 4.3 pg/㎖, NS 36.1 ±

N 0.64 ± 0.07 pg/㎖, S 4.18 ± 0.11 pg/㎖, NS

4.4 pg/㎖, CR 30.8 ± 2.2 pg/㎖로 각각 측정되었다. 각

3.34 ± 0.25 pg/㎖, CR 2.77 ± 0.08 pg/㎖로 C는 N

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5).

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과

2)IL-1β
N 38.6 ± 1.4 pg/㎖, C 393.2 ± 41.6 pg/㎖, NS

NS는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
(Fig. 5).

345.6 ± 40.8 pg/㎖, CR 217.4 ± 41.2 pg/㎖로 C는 N

6)Osteocalcin

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

N 161.3 ± 29.63 pg/㎖, C 1036.37 ± 24.92 pg/㎖,

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5).

3)IL-6
N 22.3 ± 1.7 pg/㎖, C 54.4 ± 1.8 pg/㎖, NS 38.7 ±
2.2 pg/㎖, CR31.7 ± 3.9 pg/㎖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
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과 NS는 C와 비교
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5).

4)PGE2
N 85.9 ± 4.5 pg/㎖, C 872.6 ± 26.3 pg/㎖, NS
840.6 ± 53.1 pg/㎖, CR 528.4 ± 27.6 pg/㎖로 C는 N

NS 909.70 ± 60.78 pg/㎖, CR 774.5 ± 57.70 pg/㎖
으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
으며, CR은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
였다(Fig. 5).

7)DPD
N 37.6 ± 3.8 nmol/L, C 79.3 ± 2.0 nmol/L, NS
76.6 ± 2.1 nmol/L, CR 67.1 ± 2.1 nmol/L로 C는 N
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
은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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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TheInflammatoryCytokinesandInflammatoryMediatorsLevelinSerumonN,C,NS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In TNF-α,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 : compared with N.
†: compared with C.
TNF-α : Tumor Necrosis Facter-α IL-1β : Interleukin-1β.
IL-6 : Interleukin-6 PGE2 : Prostaglandin E2.
LTB4 : Leukotriene B4 DPD : Deoxypyridinoline.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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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염증성단백질및유전자발현분석

0.023, CR 0.854 ± 0.028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

1)염증성단백질발현분석

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7).

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와 비교하여 유

(1) COX-2
N 9.6 ± 0.3 ng/㎖, C 33.9 ± 4.2 ng/㎖, NS 28.3 ±

(3) IL-1β

3.4 ng/㎖, CR 21.8 ± 1.7 ng/㎖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

N 0.530 ± 0.218, C 1.009 ± 0.009, NS 0.917 ±

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와 비교하여

0.143, CR 0.673 ± 0.054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6).

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와 비교하여 유
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7).

(2) 5-LOX
N 0.57 ± 0.009 ng/㎖, C 2.07 ± 0.138 ng/㎖, NS

(4) NOS-Ⅱ

1.85 ± 0.051 ng/㎖, CR 1.66 ± 0.106 ng/㎖으로 C는

N 0.164 ± 0.062, C 1.101 ± 0.101, NS 1.108 ±

N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0.108, CR 0.741 ± 0.106으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6).

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와 비교하여 유
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7).

2)유전자발현분석
(1) COX-2
N 0.272 ± 0.143, C 1.170 ± 0.170, NS 0.990 ±
0.026, CR 0.756 ± 0.017로 C는 N과 비교하여 유의

8.병리조직학적검사

성 있게(p＜0.05) 증가하였으며, CR은 C와 비교하여 유

1)H&E staining

의성 있게(p＜0.017) 감소하였다(Fig. 7).

N은 활막 조직, 연골 조직, 섬유 조직이 정상적으로 위
치한 반면, C는 관절 주변에 활막세포의 과다한 침투로 인

(2) TNF-α

해 활막과 활막 조직의 손상이 나타났다. CR과 NS는 C와

N 0.613 ± 0.313, C 0.950 ± 0.050, NS 1.023 ±

비교하여 활막과 활막 조직의 손상이 억제되었다(Fig. 8).

*

*

†

†

Fig.6.TheproteinexpressionofCOX-2,5-LOXinjointtissueonN,C,NS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 : compared with N.
†: compared with C.
COX2 : Cyclooxyganase-2
5-LOX : Arachidonate 5 lipoxygenase.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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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ThemRNAexpressionofCOX-2,TNF-α,IL-1β,NOS-ⅡinjointtissueonN,C,NSandCR
All values were showed mean ± SE.
* : compared with N.
†: compared with C.
COX-2 : Cyclooxyganase-2 TNF-α : Tumor Necrosis Facter-α.
IL-1β : Interleukin-1β NOS-Ⅱ : nitric oxide synthase Ⅱ.
mRNA: messenger ribonucleic acid
RQ : relative quantitative.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2)Safranin-O staining
N의 관절은 연골 조직이 정상적으로 위치하였고, S는
정상 연골 조직이 MIA에 의해 파괴됨을 관찰하였다. NS
와 CR은 C에 비해 연골 조직의 분포가 많이 관찰되었다
(Fig. 9).

의하면 70대 이상 남성 9.9 %, 여성 36.7 %의 골관절염 유
병률이 보고되었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골관절염 유
병률의 증가와 의료비용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15).
발생 기전은 연골 기질의 손상 및 변화, 조직 손상에 대
한 연골세포의 반응, 세포의 동화 작용 및 증식 반응의 감
소로 설명한다2). 현재까지 치료는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
추었으나, 최근 진행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고, 관절연골
손상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다. 약물로는 아

Ⅳ. 고찰

세트아미노펜, NSAIDs, 선택적 COX-2 억제제가 있으며,
IL-1 수용체 길항제와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구가 좋
은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면역 반응

골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과 퇴화로

억제기전을 갖는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2,16).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나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한의학에서 골관절염은 鶴膝風, 痺症, 關節風, 脚氣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

범주에 속한다. 上焦의 心肺虛寒의 경우, 氣化不利 및 心

은 빈도를 보인다

肝熱證으로 인한 大便不通의 개선을 통하여 슬관절 퇴행

. 2012년 국민영양조사통계 조사에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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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TheHistologicalAnalysisofsynovialtissueonN,C,NSandCR.(H&Estaining,×200)
In the damage of synovial membrane and synovial tissue, CR and NS were suppressed than C.
H&E staining : Hematoxylin & Eosin staining.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Fig.9.TheHistologicalAnalysisofarticularcartilageonN,C,NSandCR.(Safarin-Ostaining×200)
In the damage of articular cartilage, CR and NS were suppressed than C.
N : Normal rat group.
C : MIA-induced osteoarthritis control rat group.
NS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CR :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group injected with clematidis radix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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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인 체중부하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中焦 脾

이 CR이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위령선 약침

胃虛寒은 脾主四末의 관점에서 中焦健運으로 슬관절 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4).

근 혈관 및 조직의 대사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下焦 肝腎

TNF-α는 면역 반응 초기에 분비되어 IL-1, IL-6, IL-

虛寒은 補肝腎 强筋骨을 통해 주변조직의 강화를 꾀할 수

8 등의 생성을 유발하여 염증을 증폭시키며 관절 연골 기

있다1,17). 치료는 약침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고, 기초 연구

질로부터 proteoglycan의 소실률을 증가시키고 재합성을

는 연골세포의 보호 작용과 항염, 진통, 소염에 대한 비교

억제한다27). IL-1β는 연골 기질 파괴를 증가시키고 PGE2

연구, 연골세포의 파괴 억제 및 재생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의 생성을 촉진하여 proteoglycan을 소실시키고 재합성

추세이다 .

을 억제하며, 통각 과민을 유발하고 일차 구심성 신경섬유

6)

위령선(Clematidis Radix et Rhizoma)은 미나리아재

를 자극하여 통증을 발생시킨다28). IL-6는 TNF-α와 IL-

비과에 속한 으아리와 위령선의 根과 根莖인데, 가을에 채

1β에 의해 분비 촉진되며 관절염의 염증 반응에서 활막세

취하여 曬乾한다. 祛風除濕과 通絡止痛의 효능으로 肢體

포의 증식과 파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세포외기질 분해

麻木, 筋脈拘攣, 屈伸不利, 骨哽咽喉를 치료한다 .
위령선에 대한 연구로는 항당뇨 효과18), 세포사멸 감소19),

효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29). 본 연구에서 TNF-α는 C와

파골세포로의 분화 억제 , TNF-α, IL-1β와 PGE2의 생

1β와 IL-6에서 CR은 각각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성 억제 가 보고되었다. 골관절염에 관한 연구로는 IL-

(Fig. 5). 관절 조직에서 cytokine의 mRNA 발현 측정을

7)

20)

21)

CR의 유의성은 없었으나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IL-

1β및 COX-2의 분비를 억제 , NADPH-d 양성세포, c-

확인한 결과 TNF-α와 IL-1β에서 CR은 각각 유의성 있

fos, serotonin, substance-P를 연구하여 통증의 전달

게 감소하였다(Fig. 7). 따라서 위령선 약침 투여가 염증성

을 억제22)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복합방을 사용하

cytokine을 저해시켜 관절 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골

여 위령선의 효과만 보기 어렵다. 위령선 약침에 관한 연구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병리 기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로는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급성통증을 억제 , 류머티스성

알 수 있다.

9)

23)

관절염 억제24)가 보고되었으나 골관절염에 대한 연구가 아

Arachidonic acid는 cytokine, 호르몬 등에 의해 세포

니며, 염증성 cytokine이나 염증물질, 유전자 발현 등이

지질막에서 분비되어 COX에 의해 PGE, thromboxane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다.

을 생성하거나, lipoxygenase에 의해 leukotriene,

본 연구에서 약침을 주입하는데 사용된 足三里(ST36)는

lipoxin을 생성한다27). 5-LO은 arachidonate acid에서

足陽明胃經의 合土穴이고 回陽九針穴, 六腑下合穴, 四總

leukotriene류가 형성되는 최초의 단계를 이루는 효소이

穴, 中風七處穴, 四關穴로 관절염을 유발한 슬관절과도 가

다29). PGE2는 COX-2가 관여하는 산화 반응에 의해 생성

깝게 분포되어 있어 골관절염에 쓰이는 대표적인 혈위이다1).

된 대사산물로 특히 관절 부위 통증, 종창, 발열 등의 증상

유발 물질로 사용된 MIA는 관절연골세포의 변성을 일으

에 관여한다25). LTB4는 호중구나 특정 대식세포의 생성물

25)

켜 골관절염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연구에 널리 사용된다 .

로 세포의 화학주성에 필요한 인자들과 세포부착인자의 발

본 연구에서 체중의 변화는 MIA 주사 후 각 군에서 모두

현에 영향을 주어 염증성 질환에 주요한 기능을 한다30). 본

증가를 보였고 네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연구에서 PGE2와 LTB4의 혈청 생성량은 CR이 유의성 있

뒷다리 체중부하 검사는 관절염이 유발되면 환측 다리

게 감소하였다(Fig. 5). 조직 내 5-LO의 염증성 단백질 발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한 검사법으

현 부분에서도 CR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6). 따

로26) CR은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통증

라서 위령선 약침이 arachidonic acid 대사에 관여하여 골

완화로 환측 다리의 사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 지표들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Fig. 1).

Osteocalcin은 골 형성 지표 단백질로써 골관절염의 진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AST와 혈청

행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골관절염으로 인한 연골하

creatinine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골의 비정상적인 증식뿐 아니라 기타 골 질환에 의한 골 대

고, AL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위령선 약

사 또한 반영한다31). DPD는 골 흡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침이 안전한 약물임을 확인하였다(Fig. 2, Fig. 3).

collagen type Ⅱ의 교차결합물이다. 골 흡수 과정에서 혈

WBC는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의 주요 구성요소로 mono-

중으로 유입되며, 대사되지 않고 배설되며 음식물에 영향

cyte는 prostaglandin, 혈소판 활성화 인자, cytokine을

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골 흡수를 평가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생성하고, Eosinophil은 혈액에서 순환하며 혈소판 활성

진행되는 골관절염에서는 혈청 osteocalcin과 DPD가 높

화 인자를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 monocyte의 비율

게 측정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 osteocalcin과 DPD 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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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CR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위령선이 골관절염과 연관

석, 병리조직학적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된 골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COX-2는 유도형 효소로서 염증 반응이 진행될 때 PGE

1. 체중을 부하하는 정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합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혈관투과성을 항진시켜 염증

2. monocyte가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초기의 혈관 삼출 반응에 관여한다17,26). COX-2의 염증성

3. IL-1β, IL-6, PGE2, LTB4, Osteocalcin, DPD가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한 결과 CR은 C와 비교하여 유의성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있게 감소하였다(Fig. 6). COX-2의 mRNA 발현에서도

4. COX-2와 5-LOX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CR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7). 이는 본 실험에 나

5. COX-2, TNF-α, IL-1β, NOS-Ⅱ의 mRNA 발현

타난 IL-1β, TNF-α와 PGE2 등의 결과와 부합한다.
NOS-Ⅱ는 세균 감염이나 세균 내 독소와 같은 염증성
자극과 TNF-α, IL-1β, INF-γ와 같은 염증성 cytokine

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6. H&E staining, Safranin-O staining으로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의 진행이 감소하였다.

에 의해 다양한 세포에서 발현된다. NOS-Ⅱ의 지속적 발
현에 의해 NO가 과도하게 생산되면 염증성 질환의 증상과

따라서 위령선 약침은 항염증, 진통 효과가 있으며, 골관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킨다 . 본 연구결과에서도 관절 조

절염의 진행을 억제시켜 골관절염에 유효하리라 사료된다.

33)

직의 NOS-Ⅱ mRNA 발현은 CR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였고, 본 실험의 염증인자의 결과와도 부합된다(Fig. 7).
조직의 H&E staining에서 관절 조직을 관찰한 결과
CR은 C와 비교하여 변성이 일어난 관절연골의 범위, 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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