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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 추출물이 퇴행성관절염 흰쥐에서 슬관절의 조직학적 변화와
COX-1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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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chyrantis Radixs Extract on COX-1 Expression and Knee
Joint Histological Change in Experimental Osteoarthritis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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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and pain effect according to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in osteoarthritis.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4 groups: group I (n=8, normal group),
group II (n=8, monosodium iodoacetate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III (n=8,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100 mg/kg) and group IV (n=8, MIA-induced osteoarthritis and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500 mg/kg). The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were assigned 5 days per week for 21 days. Anti-inflammatory
and COX-1 expression effect was measured by histology examination and immunohistochemical change. As a result,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experimental group III, experimental group IV were significantly effective than experimental group II. Especially, group IV was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response experimental groups. Therefore, we
suggested that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improve anti-inflammatory effects in MIA-induced arthritis. Especially,
Achyrantis Radixs administration 500 mg/kg was the most effective in the anti-inflammatory.
KEY WORDS : MIA-induced arthritis, Pain, Achyrantis radixs

서 론

의 진행에 따라 연골의 두께는 점차 감소되며, 퇴행성관절염에서는
세포외 기질에 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Mitrovic et al., 1983).

퇴행성관절염은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연

따라서 성숙한 관절 연골 내에 조직손상을 회복하고, 세포의 형태

령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

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관절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절염보다 퇴행성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Gardner, 1994).

(Suka et al., 2003), 퇴행성관절염 시 심한 관절 통증과 함께 움직

다양한 통증과 염증 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yclooxy-

임에 제한을 가져온다. 가장 흔한 관절질환 부분은 손, 발, 무릎,

genases (COX)는 세포막의 인지질을 통해 유도되는 아라키도닉산

고관절, 척추 등 체중부하 관절에 잘 발생한다(Witter & Dionne,

(arachidonic acid)에서 COX에 의해 prostaglandin H2로 전환되

2004). 퇴행성관절염의 가장 흔한 임상적 특징은 통증, 강직, 부

고 이는 prostaglandin D2, prostaglandin E2와 prostaglandin

종, 염증과 함께 관절의 점진적 운동장애를 초래하며, 그 외에 뼈

F2a와 같은 생리활성을 갖는 prostaglandin들, prostacylin과

마찰음, 골비대, 변형, 불안정, 근육약화, 활막 비대, 삼출 등의 임

thromboxane 등으로 대사된다. 따라서 COX는 프로스타글란딘

상학적 징후를 보인다(Jones & Doherty, 1995). 노화와 관절염

(prostaglandins)의 전환 촉매제로 염증과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Kaufmann et al., 1997). 척수에서 COX-1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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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병증 통증 동물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부분적 말초신경 병증 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Zhu & Eisena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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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는 prostaglandin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 및 진통작용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형란, 2000; Sch-

Group (n=8)

melzer et al., 2006). 따라서 COX-1의 발현 감소는 말초신경결

Experimental group I Saline injection

찰 이후 이질통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Hefferan et al., 2003).

Experimental group II Monosodium iodoacetate (MIA) induced
osteoarthritis

퇴행성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통증경감, 염증완화, 관절 기능의
유지 및 증가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으로
체중감소, 적절한 운동, 근력강화, 진통제, aspirin이나 ibuprofen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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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III Osteoarthritis with Achyrenthis Radix 100 mg/kg
administration
Experimental group IV Osteoarthritis with Achyrenthis Radix 500 mg/kg
administration

matory drug, NSAIDs), COX-2 억제제, 스테로이드, 아편 제

는 0.9% 생리식염수에 3 mg의 농도가 되게 하여 관절당 주사하

제 등의 약물치료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Hinz & Brune,

였다. 대조군은 동일한 위치에 0.9% 생리식염수를 동일한 용량으

2007). 천연식물을 이용한 관절염의 항염효과와 항통각 효과를

로 주사하였다. 관절염 유발에 관한 병리학적평가는 퇴행성관절

알아보기 위하여 관절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우슬을 활용하여 퇴

염 유발 전, 유도 14일째에 각각 4마리씩 희생하여 관절염유발 정

행성관절염에서 항염증과 항통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

도를 조직학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실험군의 분류는 Table 1에 나

슬(

; Achyrantis radix)은 비름과에 속하는 쇠무릎의 뿌리를

타내었다.

말린 것으로 약으로 사용하며, 예로부터 항관절염, 항염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Han et al., 2005). 우슬을 이용한 관절의 통증이

3. 우슬 추출물 제조와 투여

나 염증성 질환에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도원석

본 실험에 사용한 우슬(Achyrantis Radix)은 전남 화순의 생

등, 2001; 유호상, 2000), 퇴행성관절염에서 우슬의 COX-1 발

약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으며, 건조∙분쇄한 후 사용하였다. 우

현에 대한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

슬 100 g을 80% 에탄올 500 mL에 넣고 환류 냉각기를 장치한

따라서 본 연구는 퇴행성관절염 유도 흰쥐에게 우슬 추출물을

후 95-100℃ 수욕조에서 12시간 동안 온탕하였다. 이 추출액을

투여하여 슬관절의 조직학적 변화와 COX-1 발현에 있어 항염증

약 50℃ 정도로 냉각시키고 여러 겹의 거즈로 여과하여 상등액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취하였다. 이와 같은 추출 및 여과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상등액을
합하고 회전증발장치(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하에

재료 및 방법

서 에탄올을 완전히 증발시켜 농축하였다. 이를 소량의 증류수에
용해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우슬 추출 용액을 -80℃에서 얼린 후

1. 실험 동물
실험동물은 생후 7-8주령의 체중 240±10 g의 SpragueDawley 40마리를 사용하였다. 관절염 유발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만들었다. 우슬 추출 분말을 생리식염수에
녹여 100 mg/kg과 500 mg/kg씩 경구투여하였다. 우슬 추출물
투여는 퇴행성관절염 유발 후 21일간 주 5회 실시하였다.

실험 실시 전에 8마리를 부검하여 조직학적 평가를 한 후 각 군당
8마리씩 4군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5±1
℃, 습도 55±10%를 유지하였고,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하였으

며 고형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식이하도록 하였다.

4. 슬관절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는 관절염 유발 전, 유발 14일째, 투여 종료
후에 각각 4마리씩 부검하여 슬관절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슬관
절은 10% 포르말린(formalin)에 24시간 고정하였고, 그 후 파라

2. 퇴행성관절염 동물 모델

핀 포매 전 포름산으로 탈회하였다. 조직은 일반적인 탈수, 투명 및

Dunham 등(1993)의 방법에 따라 퇴행성관절염 모델을 제작하

침투 과정을 거쳤다. 파라핀 블록의 제작과 냉각은 자동포매장치

기 위해 사육실에서 적응된 흰쥐를 마취 챔버(Royal medical,

(Tissue-Tex, Tok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미세 박절기(Rot-

Seoul, Korea)에 넣고, 마취가스(70% N2O, 28.5% O2, 2.0% enflu-

ary Microtome 204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쥐의 우측 슬

rane을 혼합)로 흡입마취 후 고정시키고, monosodium iodoac-

관절을 박절하여, 슬라이드에 부착시켰다. 슬관절 절편은 관절 조

etate (MIA, Sigma, Poole, UK)를 오른쪽 슬관절의 슬개골 인

직 및 주변 조직의 염증성 침윤(infiltration) 정도를 평가하기 위

대를 통해 관절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를 하였다. MIA

해 슬라이드에 부착시켜 Hematoxylin & Eosin (H & E) 염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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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고, 연골의 퇴행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franin-O

한 PBS 용액을 사용하여 조직의 투과성을 높여 조직 내부에 1차

fast green 염색을 실시하였다.

항체 용액이 잘 흡수되도록 하였다. Blocking serum으로 1시간
정도 처리하여 비특이적 반응을 차단한 후, 0.01 M PBS로 여러

5. Hematoxylin & Eosin 염색

번 세척하고, 퇴행성관절염의 통증과 척수에 anti-COX-1 (1:

박절한 조직 절편은 탈파라핀 과정을 거쳐 H & E로 염색한 다

500, Santa Cruz, CA, USA)를 4℃에서 24시간 처리한 후 0.01

음 과염색된 부분은 흐르는 수돗물에 5-10분 정도 수세한 다음

M PBS로 수세하고, 이후 anti-rabbit IgG로 반응시킨 후 0.1%

핵이 청명한 색이 되도록 세포질 대조 염색으로 염색한 다음 15초

Triton X-100으로 90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절편을 0.01 M

간 과도한 Eosin 용액을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탈수 및 투명과정

PBS로 10분씩 3회 수세한 후 10분간 DAB (ZYMED Lab, Berlin,

을 거쳐 봉입하였다.

Germany)로 발색을 실시하였다. COX-1 발현 정도는 면역조직
화학법으로 처리한 조직절편을 광학현미경하에서 다음과 같이 반

6. Safranin O-fast green 염색
탈파라핀과 함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Weigert’
s iron hema-

정량적 방법(semiquantitative manner)으로 구분하여 negative (-), mild (+), moderate (++), severe (+++)로 평가하였다.

toxylin 용액에 10분간 반응시킨 후 10분간 흐르는 물에 수세하고,
fast green (FCF) 용액(Sigma, Mt. Louis, MO, USA)에 5분간

9. 통계처리

염색하였다. 1% acetic acid 용액에 10-15초간 반응시킨 후 0.1%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 12.0 Windows를 사용

safranin O (Sigma) 용액에 5분간 염색하였다. Safranin O-fast

하였다. Mankin’
s score에서 실험군들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

green으로 염색된 슬라이드는 5-10분 정도 충분히 세척하여 핵이

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청명한 색이 되도록 하고, 탈수 및 투명과정을 거친 후 봉입하였다.

p<0.05 수준에서 채택하였다.

그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50,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각각의 조직절편의 염증세포의 침윤

결 과

정도, 연골과 뼈의 파괴 유무, 세포 파괴 유무를 관찰하였으며, 현
미경에 장착된 디지털 CCD 카메라(Foculus, Berlin, Germany)
로 각 군의 조직들을 촬영하였다.

1. 치료 종료 후 병리조직학적 소견
퇴행성관절염 유발 후, 우슬 추출물을 투여한 후 21일째 슬관절
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흰쥐의 우측 슬관절을 H & E와 safranin

7. 조직학적 평가

O-fast green 염색으로 관찰하였다(Fig. 1). 실험 종료 후 연골

퇴행성관절염 부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alois (2004)

의 침습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정상군(Fig. 1A, B)에 비해 실험대조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Mankin’
s score를 측정하였다. Mankin’
s

군(Fig. 1C, D)에서 슬관절의 연골부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주변

score는 2명의 독립된 관찰자에게 단계에 대해 설명한 후 등급을

활액막에 염증성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 염증은 활액막의 팽창에

매기게 하였다. 이 점수는 조직 구조(structure), 세포형(cellu-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험군 I (Fig. 1E, F), II (Fig. 1G, 1H)에

larity), safranin o-fast green 염색 정도, 연골세포층의 비대

서는 경증의 활막염이 관절 부분에서 관찰되었으며, 약간의 pro-

두께(thickness of hypertrophic chondrocyte layer), 골 재형

teoglycan의 소실과 세포질이 관절의 일부 구획에서 관찰되었으

성과 골파괴(bone remodelling and osteolysis) 등으로 구분화

나, 연골층이 대조군에 비해 많이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여 점수화하였다. 전체 점수의 합계는 총 15점으로 하였다.

2. 치료 종료 후 병리조직학적 평가
8. 면역조직화학적 분석

우슬 추출물 투여 후에 흰쥐의 우측 슬관절을 H & E와 safranin-

퇴행성관절염 모델에서 치료 후 염증과 통증에 관련한 COX-1

O fast green 염색으로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Mankin’
s score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반응 검사를 실시하였다. 척

로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21일째에 실험군 I은 0.0±0.0

수의 면역조직학적 염색은 조직의 탈파라핀 과정을 끝낸 후 면역

점, 실험군 II은 7.6±0.35점, 실험군 III은 5.8±0.48점, 실험군

조직화학염색을 위한 전 처리 과정으로 3%의 endogenous per-

IV는 4.4±0.82점으로 실험군 III과 IV는 실험군 II에 비해 유의

oxidase를 사용하여 차단시켜주고, 0.15% triton X-100을 첨가

하게 병리조직학적 평가 점수가 감소하여, 투여 이후 손상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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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II

A

B

C

Experimental group III

D

Experimental group IV

E

F

G

H

Fig. 1. Histological change of cartilage undergoing a treatment during osteoarthritis rats (×200).

Table 2. Expression of COX-1 in spinal cord

*

8

Day of examination

Mankin’s score
(21 days)

Group

**

6

1st day

28th day

++
++
++

++
+
-

4

I
II
III
IV

2

-=negative; +=mild expressed; ++=moderate expressed; +++=severe
expressed.

**

군 III (Fig. 3B), IV (Fig. 3C)는 COX-1 발현량이 실험군 II에 비
0

I

II

III

IV

Experimental groups
Fig. 2. Influence of a calibrated effort on histological lesions (according
to Mankin’s score) in post-monosodium iodoacetate (MIA) injection.
(Values are showed mean±S.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5).

해 많이 감소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실험군 IV가 실험
군 III보다 더욱 많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Fig. 3).

고 찰
본 연구에 사용된 퇴행성관절염 모델은 MIA로 유도하여 사람

관절연골이 조직의 구조, 세포의 형태 등 병리조직학적 퇴행성관

과 유사한 퇴행성관절염을 만들었다(Kalbhen, 1987). 연골의 기

절염 소견이 완화되었음을 관찰하였다(Fig. 2).

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절 연골의 구조적인 통합이 이
루어지는데, 관절내 MIA 주사는 연골세포의 glyceraldehyde-

3. 면역조직화학적 평가

3-phosphate dehydrogenase 효소 활동을 억제함으로 인해 해

우슬 추출물을 투여한 후 21일째 COX-1 단백질 발현 정도를 확

당 세포의 대사작용을 파괴함으로서 관절 연골세포의 퇴행화를 유

인해보기 위하여 흰쥐의 척수를 면역조직화학방법으로 염색하여

도한다(Guzman et al., 2003; Kalbhen, 1987; van der Kraan

COX-1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다(Fig. 3). 척수 후각의 COX-1

et al., 1989). 따라서 MIA로 유도한 관절염 흰쥐 모델은 초기 일

발현을 관찰하여 본 결과 실험군 Ⅰ에서는 발현이 일어나지 않았

과성 활막염증 모델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관절염에서 Haywood

으며, 실험군 II에서의 COX-1 발현은 증가되었다(Fig. 3A). 실험

등(2003)에 의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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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외

A

B

C

Fig. 3. Immunohistochemical COX-1 expression changes in spinal cord after Archyranthes Radix administration (×400).
A=experimental group II; B=experimental group III; C=experimental group IV.

본 연구에서는 MIA로 유도한 퇴행성관절염 실험동물에 우슬

에서 퇴행성관절염 환자에서 활액막의 COX-1의 증가가 나타난

추출물 100 mg/kg, 500 mg/kg 경구 투여하여 슬관절의 조직학

다고 하였으며, Siegle 등(1998)은 활액 조직으로부터의 COX-1

적 소견과 COX-1 단백질 발현을 통해 항통각 및 항염증효과를

과 COX-2 발현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유의한 증가를 보

알아보았다.

인다고 보고하였다.

MIA 주사 후 15일째부터 우슬 추출물을 투여하여 21일째 슬관절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MIA로 유도한 퇴행성관절염 흰쥐에

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흰쥐의 우측 슬관절을 H & E와 safranin-

서 우슬 추출물을 투여 시 실험대조군인 실험군 II에 비해 우슬 투

O fast green 염색으로 관찰하였다(Fig. 1). 치료 종료 후 21일째

여군들(실험군 III, 실험군 IV)에서 염증인자인 COX-1 농도가 유

슬관절 부위의 조직학적인 소견에서 H & E 염색 결과, 관절연골

의하게 감소하여 우슬 추출물 투여가 퇴행성관절염의 소염작용에

의 파괴와 염증세포의 침윤 등이 관찰되었으며, 정상군인 실험군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슬관절 조직 내 연골세포의 증식

I에 비하여 퇴행성관절염 유도군인 실험군 II에서 슬관절 연골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향후, 더 구체적으로 우슬에

서 세포질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슬관절 활액막 부분의 과다증식

관한 퇴행성관절염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인한 염증 세포침윤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관절연골, 연골

결 론

하 골조직이 심하게 파괴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Proteoglycan의 소실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보아 퇴행성관절염이 유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험군 III, IV에서는 염증성 세포침윤

본 연구는 우슬 추출물 투여가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에 미치

과 활액막의 과다증식보이지 않았으며, 관절연골의 파괴는 현저

는 효과에 대해 조직학적 변화와 염증과 통증에 반응하는 COX-

히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퇴행성관절염의 병리조직학적 평

1 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흰쥐의

가를 정량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Mankin’
s score를 통해 정량

족척에 MIA를 주입하여 3주간 주 5회 100 mg/kg과 500 mg/

화 하였다. 그 결과 실험대조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임상학적

kg을 투여한 후, 병리조직학적 소견과 척수의 COX-1 발현을 분

으로 관절염과 매우 유사한 조직학적 증상을 보였으며, MIA에

석한 결과 조직학적 소견에서 실험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에서

의한 병변부분에서 saflanin-O 염색을 통해 본 결과 현저하게 관

염증이 완화되었으며, 척수의 COX-1 발현 변화에서도 우슬 추

절 연골조직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출물 500 mg/kg한 군이 COX-1 발현이 많이 감소됨을 확인할

척수에서 통증과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OX-1 발현 변
화를 관찰한 결과 실험군 I에서 발현되지 않았으나, 실험군 II에
서 증가되었던 COX-1은 우슬 투여군인 실험군 III과 실험군 IV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우슬 투여가 퇴행성관절염에 관절 염증과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우슬 추출물 투여가 프로스타글란
딘 E2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서 척수 후근과 척수 신경절 신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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