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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nillic acid (VA), namely 4-hydroxy-3-methoxy benzoic acid, is one of the major compounds isolated
from the bioactive fraction of Viticis Fructus. VA is derived from dihydroxybenzoic acid, an oxidized form of vanillin.
Although studies on the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cancer pharmacologic properties of VA have been
conducted,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 of VA on bone metabolism.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anti-osteoporotic properties of VA on the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in osteoblastic
MC3T3-E1 cells. These cells were cultured in 0, 0.1, 1, 10 μg/mL VA for 3, 6, and 9 days. The MTT assay results
showed that VA had not changed the osteoblastic cell proliferation. Extracellular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increased as VA concentration increased at 9 days. ALP staining was also elevated as VA concentration increased
at 6 and 9 days. Markedly, V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mineralized nodules in a dose-dependent manner at 3,
6, and 9 days. In addition, V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the bone differentiation marker ALP at 3
days. The expression of the bone-specific transcription factor Runx2 protein was also elevated in the VA-treated osteoblastic MC3T3-E1 cells at 3 days. The expression of the downstream regulator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BMP-2)
signaling, phosphorylation of ERK (p-ERK) was slightly elevated in VA-treated osteoblastic MC3T3-E1 cells at 3
days. Our results suggest that VA regulates osteoblast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in osteoblastic MC3T3-E1
cells. Taken together, our results clearly demonstrate that VA may be useful in preventing osteoporosis through the
stimulation of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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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데(Matsuoka 등, 2014), 뼈의 흡수(resorption) 및 형성
(formation)은 생리적 조건에서 뼈 조직의 항상성(skeletal

뼈는 정상적인 골격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성형

homeostasis)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Mori,

(bone remodeling)이라는 과정을 지속해서 겪는다(Chen

2017; Chen 등, 2018). 그러나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작용

등, 2018). 뼈의 재성형 과정에는 많은 유형의 세포와 요인이

간의 불균형은 뼈 감소(osteoporosis)나 증가(osteoscle-

관여하는데, 조골세포(osteoblast)와 파골세포(osteoclast)

rosis)로 인한 골격의 이상으로 뼈 질환을 유발한다(Song,

는 재성형에 참여하는 주요 세포이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2017; Sang 등, 2017).

뼈 형성을 담당하고 파골세포는 노화된 뼈 흡수를 담당하는

골다공증(osteoporosis)은 뼈 질량이 낮고 뼈 조직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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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악화하여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만

순비기나무로부터 채취된 열매를 대구 약령시장에서 구입

성 대사성 골질환이다(Kanis 등, 2013).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여 분쇄기로 분말화하였다. 분말 시료를 메탄올(metha-

2억 명의 사람들이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매년 그

nol, MeOH)에 72시간 동안 실온에서 침지시켜 조추출물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Law 등, 2016). 골다공증의 유

얻었으며 이 조작을 3회 실시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메탄올

병률은 노인 인구(노인성 골다공증), 특히 에스트로겐 결핍

조추출물은 노르말 헥산(n-hexane), 디클로로메탄(dich-

으로 인한 폐경기 여성(폐경 후 골다공증)에서 더 높은 것으

rolomethane, CH2Cl2),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로 보고되었다(Liu 등, 2014). 현재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EtOAc) 및 부탄올(butanol, BuOH) 등의 용매를 사용하여

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은 뼈 흡수 억제제인데, 이는 뼈

순차 연속 추출하여 분획하였다. 각 분획은 column chro-

손실 진행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Kim, 2011). 최근 골다

matography를 통해 MeOH-CHCl3로 기울기 용리시켜 화

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뼈 형성 증가에 대한 연구가 주목

합물들을 단리하고 이를 메탄올로 재결정을 반복하며 백색

받고 있으며(Kim 등, 2014; Kim 등, 2017), 특히 한의학에

1
결정성 분말을 얻었다. 단리한 화합물의 H,

사용되는 일부 한약재의 골조직 재생 능력에 관한 연구가

clear magneticresonance) spectrum은 Bruker AMX-

보고된 바 있다(Choi 등, 2001; Lee, 2001).

300(300, 400 MHz; Bruker, Karlsruhe, Germany)과

마편초과(Verbenaceae)에 속하는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 L.)의 열매를 건조한 만형자(Viticis Fructus)는

Varian의 Gemini 2000(75.5, 100 MHz; Varian Inc., Palo

오래전부터 감기, 두통, 편두통, 눈의 통증, 근육통 및 염증

Hitachi의 U-3010 spectrophotometer(Hitachi, Tokyo,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용식물 자원이다(Lee 등, 2013). 만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제한 VA는 dimethyl sul-

형자에 대한 연구로는 약 76개의 에센셜 오일 성분, mono-

foxide(DMSO,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terpene류(Jang 등, 2002),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 화합물

로 1 mg/mL 농도로 희석하여 농도별 실험에 맞게 희석하여

등이 분리되어 보고된 바 있으며(Yoshioka 등, 2004), 모발

사용하였다.

13

C-NMR(nu-

Alto, CA,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UV spectrum은

성장 촉진 효과(Shin 등, 2009), 염증 및 알레르기 반응
(Yeon 등, 2013)에 대한 영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세포독성

실험재료

(cytotoxic), 항염증(anti-inflammatory), 항미생물(anti-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에서 구입

microbial), 항통각(anti-nociceptive), 항고프로락틴혈증

하였다. 세포 실험에 사용된 α-MEM, penicillin & strepto-

(anti-hyperprolactinemia) 활성 등 다양한 약리 활성을 나

mycin, fetal bovine serum(FBS)은 Gibco Laboratories

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u 등, 2007; Sohn 등, 2009).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Vanillic acid(VA; 4-hydroxy-3-methoxybenzoic acid)

하였고, 단백질 발현에 대한 1차 항체와 2차 항체인 horse-

는 만형자의 생리활성 분획에서 분리된 주요 화합물 중 하나

radish peroxidase가 결합한 anti-rabbit IgG, anti-mouse

이다(Kondo 등, 1986; Kouno 등, 1988). VA는 vanillin의

IgG 등은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San

산화형이며 와인, 식초 및 아르간 오일의 구성 성분으로 항

Francisco,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산화, 항염증 및 항암 활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inha 등, 2008; Calixto-Campos 등, 2015; Sindhu 등,

세포배양 및 분화

2015). Hsu와 Yen(2007)의 연구에서 VA가 3T3-L1 세포

Murine pre-osteoblastic MC3T3-E1 subclone 4 세포

에서 세포 내 triglyceride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Xiao 등(2014)의 연구에서는 VA가 쥐 조골세포 유사 UMR-

VA, USA)에서 구입하였고, 10% FBS(Gibco BRL)와 100

106 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을 증가시켰고 조골

U/mL penicillin, 100 mg/mL streptomycin(Gibco BRL)

세포 활성 및 파골세포 형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mRNA 발현

이 포함된 α-MEM(Gibco BRL)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조절에 관여함이 입증되었다.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분화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가 전

도를 위해 α-MEM 배지에 10 mM β-glycerol phosphate

조골세포인 MC3T3-E1 세포의 분화 및 무기질화에 미치는

(Sigma-Aldrich), 50 μg/mL의 vitamin C(Sigma-Aldrich)

영향을 확인하고, 만형자가 골다공증과 같은 골 질환을 치료

를 첨가하였다.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0, 0.1, 1, 10

하기 위한 유망한 후보 물질임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μg/mL)를 배지에 첨가한 후 세포에 처리하였으며, 3일마다
배지를 교환하였고 증식, 분화 및 무기질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료 및 방법
시료 제조

확인하기 위하여 9일까지 배양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증식 유도 측정

VA 추출 및 정제는 보고된 논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가 조골세포 생존 및 증식에

사용하였다(Choi 등, 1991). 만형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3,4-dimethylthiazoly-

서현주 ․ 손건호 ․ 황진현 ․ 김동하 ․ 박유성 ․ 권인숙 ․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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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

glycerol phosphate가 포함된 분화배지에 농도별 VA를 첨

drich) 시약의 환원 정도를 측정하는 MTT assay를 실시하

가한 배양액을 처리하여 9일까지 incubator에서 배양하였

4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뒤 70% 에탄올

cells/well로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37°C, 5% CO2 in-

로 4°C에서 1시간 동안 고정시켰다. 고정이 끝나면 40 mM

cubator에서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를 PBS로 2회

Alizarin Red solution(pH 4.2, Sigma-Aldrich)으로 10분

세척한 다음 0, 0.1, 1, 10 μg/mL의 VA가 포함된 분화배지

간 염색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현미경으로 nodule 정도를

로 교체하였다. VA 처리한 세포는 3일, 6일 그리고 9일 배양

관찰하였다. 무기질화 형성 확인 후 10% cetylpyridinium

후 5 mg/mL 농도의 MTT시약 10 μL를 각 well에 첨가하여

chloride를 첨가한 10 mM sodium phosphate(pH 7.0) 용액

3시간 더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DMSO를 200 μL 첨가

을 첨가하여 15분간 용출한 다음, 염색된 정도를 microplate

하여 생성된 불용성의 formazan 결정을 용해시켜 micro-

read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plate read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였다. 먼저 MC3T3-E1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

Jose, CA, USA)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Von Kossa 염색법
Alkaline phosphatase 활성 측정

세포외기질의 무기질화를 확인하기 위해 Von Kossa 염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가 조골세포 활성에 미치는

색법을 실시하였다. Von Kossa 염색은 세포배양 조건에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염기성 인산분해효소(alkalline pho-

칼슘과 함께 인산 이온의 침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MC

sphatase, ALP) 활성을 측정하였다. MC3T3-E1 세포를 12

5
3T3-E1 세포(1×10 cells/well)를 12 well plate에 분주

5

well plate에 1×10 cells/well로 분주하고 37°C, 5% CO2

하고 세포가 100% confluency 될 때 0, 0.1, 1, 10 μg/mL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10%

VA가 첨가된 분화배지로 3일, 6일 및 9일 동안 배양하였다.

FBS, 1% 항생제가 첨가된 분화배지에 VA를 농도별(0, 0.1,

세포를 PBS로 세척 후 70% 에탄올로 4°C에서 10분 동안

1, 10 μg/mL)로 처리한 새로운 배양액을 분주하였다. 3일,

고정시킨 후, 3% 질산은 용액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UV

6일 및 9일간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protease in-

광선 아래에서 반응시켰다. 질산은 용액을 제거하고 증류수

hibitor cocktail(Sigma-Aldrich)과 phosphatase inhibitor

로 세척 후 광학현미경(Leica MC120 HD, Leica, Buffalo

cocktail(Sigma-Aldrich)이 첨가된 radioimmunoprecipi-

Grove, IL, USA)으로 관찰하였다. 골 무기질화된 결절

tation assay(RIPA) buffer(Boston Bio Products, Ash-

(nodules)은 두꺼운 암갈색 줄무늬로 나타난다.

land, MA, USA)를 첨가하여 세포를 분리하였다. 세포 현탁
액을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만 취하

ALP 염색법

여 ALP 효소 활성과 단백질 정량에 사용하였다. 상등액에

분화된 MC3T3-E1 세포의 ALP 활성은 ALP 염색법으로

1 M Tris-HCl 500 μL와 5 mM MgCl2 100 μL, lysis buffer

평가하였다. ALP의 활성에 대한 염색은 0, 0.1, 1, 10 μg/

250 μL, 5 mM p-nitrophenolphospate(p-NPP)를 첨가한

mL의 VA 처리 3일, 6일 및 9일 후에 수행되었다. 세포를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1 N NaOH 250 μL로

PBS로 세척 후 naphthol AS-Mx phosphate disodium

반응을 중지하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LP

salt, N,N-dimethyl formamide 및 fast red salt의 혼합물

활성은 p-NPP로부터 생성된 p-nitrophenol(PNP)을 측정

을 사용하여 37°C에서 30분 동안 또는 외관이 노랗게 될

하여 p-NP에 대한 표준그래프를 작성한 후 활성도를 도출

때까지 염색하였다(Burnstone, 1960). 증류수로 세척한 후

하였고, 단백질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물질로 사

세포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ALP 활성 세포는 적색

용하여 bicinchoninic acid(BCA) protein assay(Pierce,

/보라색으로 염색된다.

Rockford, IL, USA)로 정량하였다. 측정된 ALP 활성을 단
백질량으로 나누어 단위 단백질량당 효소활성도를 산출하
여 Unit으로 나타내었다.

Western blot analysis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를 3일 처리한 세포에서 단백
질을 추출하기 위해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하고, protease

Alizarin-Red 염색법에 의한 골 무기질화 형성도 측정

inhibitor cocktail(Sigma-Aldrich)과 phosphatase in-

조골세포 분화의 주요 표식인자인 골 무기질화 형성도를

hibitor cocktail(Sigma-Aldrich)이 포함된 RIPA buffer

측정하기 위해 Alizarin-Red 염색법을 실시하였다. Alizarin-

(Boston Bio Products, Ashland, MA, USA)를 첨가하여

Red 염색은 Ca와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무기질화된 세

4°C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lysis 시켜 단백질을 추출하였

포외기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12 well plate에 MC

다. 추출된 단백질의 농도는 BCA protein assay(Thermo,

3T3-E1 세포를 분주한 후, 37°C, 5% CO2 incubator에서

Rockford, IL,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동량의 단백

24시간 안정화한 다음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뒤,

질을 10% SDS-PAGE에서 분리하고 PVDF membrane

무기질화 유도를 위해 50 μg/mL ascorbic acid, 10 mM β-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으로 이

Vanillic Acid의 조골세포 분화 및 무기질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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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킨 다음, 0.05% Tween 20(TBS-T)을 함유하는 Tris

본 연구에 이용된 MC3T3-E1 세포주는 mouse calvaria

완충액에서 5% non-fat dry milk로 실온에서 2시간 동안

유래의 pre-osteoblastic MC3T3-E1 세포로 적절한 자극

blocking 후 1차 항체와 함께 4°C에서 15시간 반응시켰다.

하에 골수의 stromal cell이나 결합조직의 mesenchymal

Membrane을 TBS-T로 세척하고 2차 항체와 1시간 반응

stem cell로부터 분화되어 생성되며, 세포의 증식과 분화

시킨 후 chemiluminescence kit(Amersham Biosciences,

및 세포외기질에 무기질을 형성(mineralization of matrix)

Piscataway, NJ, USA)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하여 골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Kim 등,

소프트웨어 Fusion solo 6X basic 0.84(Vilber, Collegien,

1991).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 처리가 조골세포의 증

Paris, France)를 사용하여 각 밴드의 밀도 측정 스캐닝으

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실시하였

로 정량하였다.

다. MC3T3-E1 세포증식률을 VA 무처리군과 비교했을 때,
VA 처리 3일차에서는 V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통계처리

101.43%, 100.30%, 97.38% 세포증식률을 나타내었고,

모든 실험 결과는 SPSS 24.0(Statistical Package for

VA 처리 6일차에서는 99.84%, 99.46%, 99.45%의 세포증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식률을, VA 처리 9일차에서는 96.48%, 94.97%, 95.42%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의 결

수준의 세포증식률을 나타냈으므로 VA가 조골세포 증식에

과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분석은

안전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A).

ANOVA 검정을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VA의 ALP 활성 측정
조골세포의 분화 초기에 나타나는 표지인자인 ALP 활성

결과 및 고찰

을 측정하여 VA 처리가 조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Kim 등, 2001; Min, 2015). ALP는 당단백 효소

VA의 조골세포 증식 유도 측정

A

로 전조골세포(pre-osteoblast)가 성숙 조골세포(mature

B

C

Fig. 1. Cell proliferation, ALP activity, and ALP staining by VA in osteoblastic MC3T3-E1 cells. (A)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using MTT assay. P<0.05 compared to the cells without the treatment. Data presented as mean±SEM (n=8). (B) The enzyme activity
of ALP within cells were measured. Data presented as mean±SEM (n=3). One unit of p-nitrophenol as products being converted
form p-nitrophenyl phosphate as substrate for 30 minute reaction time. Cellular ALP 1 unit (U)=1 nmole p-nitrophenol/mg of protein/
30 min. (C) Alkaline phosphatase stain of MC3T3-E1 cells for 3, 6, and 9 days of VA treatment by ALP staining. Cells were
cultured at 12-well plates for 3, 6, and 9 days with the 0∼10 µg/mL vanillic acid treatment. Magnification rate, ×100 (3 days)
or ×40 (6, 9 days).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VA concentration as analyzed by one-way ANOVA,
Tukey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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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blast)로 분화하는 과정에 관여하며(Kim, 2014), 기

Von Kossa는 세포외기질에서 인산염을 염색하기 때문

질 특이성과 염기성 pH에서 최적으로 활성화되고 세포외막

에 칼슘과 함께 인산 이온의 침착을 평가하기 위해 Von

과 석회화 조직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특히 석회화 과

Kossa 염색을 실시하였다(Fig. 2A). Von Kossa 염색에서

정 중 무기인산 운반과 인산칼슘 침착에 관여하므로 다수의

는 VA 처리 6일차에 무기질화된 nodules의 증가가 확인되

논문이 조골세포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LP 활성

었으며, VA 처리 9일차에서는 특히 VA 1 μg/mL 처리군에

도를 사용하였다(Cho 등, 2010; Cho와 Kwun, 2018a; Cho

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 Kwun, 2018b). VA를 처리한 MC3T3-E1 세포의 ALP

Alizarin Red 염색에서는 VA 처리 3일차에 무기질화된

활성 결과는 Fig. 1B와 같다. VA 처리 3일차에서는 VA 무

nodules의 증가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B).

처리군(8.00±0.27)이 VA 0.1 μg/mL 처리군(6.94±0.09)

염색된 무기질화된 결절 생성물은 10% cetylpyridinium

과 10 μg/mL 처리군(6.91±0.33)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

chloride로 용해 후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 VA 무처리군에

며, VA 처리 6일차에는 모든 VA 처리군(13.51±0.70,

대한 상대 활성으로 나타내었다(Fig. 2C). VA 처리 3일차에

14.14±0.16, 13.52±0.28)이 VA 무처리군(13.22±0.68)

서는 VA 0.1 μg/mL 처리군(126.87%), 1 μg/mL 처리군

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VA

(128.27%), 10 μg/mL 처리군(121.97%) 모두에서 무기질

처리 9일차에서는 VA 10 μg/mL 처리군(7.51±0.18)이 유

결절 형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6일차에서는 VA 10

의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유의적 차이는 없었

μg/mL 처리군(116.99%)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고 VA

으나, 1 μg/mL 처리군(6.41±0.27)과 0.1 μg/mL 처리군

1 μg/mL 처리군(107.60%)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6.06±0.39) 순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ALP 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9일차 무기질 결절 형성에서는 VA

성은 VA 처리 후 6일차에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9일차

무처리군보다 VA 0.1 μg/mL 처리군(113.78%)과 10 μg/

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L 처리군(126.71%)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VA 1 μg/

조골세포 분화의 중요한 골 표지자로 ALP는 조골세포에

mL 처리군(111.90%)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서 합성된 후 세포외기질로 분비된다. ALP 염색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의 처리가

VA 처리에 의한 ALP 활성 변화를 Fig. 1C에 나타내었다.

MC3T3-E1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무기질화를 증가

ALP 염색의 결과 VA 처리 후 6일차에 가장 높은 활성을

시킴을 확인하였다.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는 ALP 효소 활성 결과(Fig. 1B)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VA 처리 9일차에서는 VA 10 μg/mL 처리
군에서 ALP 염색에 의한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A의 조골세포에서 골 형성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9일차 ALP 효소 활성 결과(Fig. 1B)에서도 유의적인 차이

조골세포의 분화과정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한다.

를 확인할 수 있었다. Xiao 등(2014)은 MC3T3-E1 세포에

당단백 효소인 ALP는 전조골세포에서 성숙 조골세포로 가

-12

M VA를 7일간 처리했을 때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는 과정의 초기 분화인자이며, Runx2와 collagen type I

(P<0.01) ALP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COLI)은 골 형성을 촉진하는 조골세포 분화 조절인자이다

결과에서도 10 μg/mL VA를 9일간 처리했을 때 VA 무처리

(Komori, 2006; Tognarini 등, 2008). 성숙 조골세포에서

군보다 유의적으로 ALP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ALP 효소

골세포(osteocyte)화 되는 과정에는 골 형성 단백질인 bone

활성과 염색 결과에서 모두 확인함으로써 만형자에서 분리

morphogenetic proteins(BMP), osteopontin(OPN), os-

정제한 VA가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teocalcin(OCN) 등의 세포외기질 단백질을 분비하여 골세

10

포의 기질을 무기질화한다(Kim, 2014). 본 연구에서는 만형

Von Kossa와 Alizarin-Red 염색법에 의한 골 무기질화

자에서 분리 정제한 VA 처리가 MC3T3-E1 조골세포에서

형성도 측정

골 형성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미분화된 mesenchymal stem cell로부터 유래하는 조골

Runx2, OPN, ALP, Pro COLI 등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

세포는 골기질 성분을 주로 합성하여 무기질 침착을 촉진한

였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골 형성 전사인자인

다(Seo 등, 2020). 조골세포의 표지인자에는 ALP, colla-

Runx2 단백질 발현량은 VA 0.1 μg/mL 처리군(1.4배), 1

gen 및 osteocalcin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는

μg/mL 처리군(1.7배), 10 μg/mL 처리군(1.5배) 모두에서

조골세포에만 한정된 지표가 아니므로 전조골세포에서 조

VA 무처리군보다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조골세포의

골세포의 분화 및 골 형성(bone formation)의 지표로 세포

무기질화를 촉진하는 후기 분화 마커인 OPN은 뼈의 세포외

외기질의 무기질화를 이용하고 있다(Declercq 등, 2005).

기질 안에 축적되거나 합성된 일부가 혈중으로 방출되기도

본 연구에서는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 처리가 무기질

한다(Ganss 등, 1999). OPN 단백질 발현량은 ALP 단백질

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무기질화된 세포의 기질

발현 양상과 반대로 VA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VA 0.1 μg/

을 Von Kossa 및 Alizarin Red로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mL 처리군(1.79 배)에서 가장 증가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Fig. 2).

없었다. 조골세포의 세포막 당단백 효소인 ALP는 인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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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y VA in osteoblastic MC3T3-E1 cells. Representative image of 3 replicates in 12-well plate.
(A) Mineralized nodules by Von Kossa stain. Cells were cultured at 12-well plates for 3, 6, and 9 days with the 0∼10 µg/mL
VA treatment. Extracellular matrix P deposits for matrix mineralization was measured using Von Kossa stain which binds with
P. Magnification rate, ×100. (B) Cells were cultured at 12-well plates for 3, 6, and 9 days with the 0∼10 µg/mL VA treatment.
Magnification rate, ×100. Representative image of 3 replicates in 12-well plate. (C) Extracellular matrix Ca deposits for matrix
mineralization was measured using Alizarin red S dye which binds with Ca.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VA concentration as analyzed by one-way ANOVA, Tukey test (P<0.05).

A

B

Fig. 3. Bone-related protein expression by VA treated in osteoblastic MC3T3-E1 cells for 3 days. Data presented as mean±SEM
(n=3).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VA concentration as analyzed by oneway ANOVA, Tukey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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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을 통해 세포외기질의 무기질화를 촉진하여 조골세포

리 정제한 VA를 처리한 후 3일차의 BMP 2/4 단백질 발현

의 분화에 관여한다(Seo 등, 2020). MC3T3-E1 세포에 VA

량을 확인하였다(Fig. 4). VA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모든

를 처리한 후 3일차의 ALP 단백질 발현량은 모든 VA 처리

VA 처리군의 BMP 2/4 단백질 발현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군이 VA 무처리군보다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

VA 0.1 μg/mL 처리군(1.8배)과 1 μg/mL 처리군(1.8배)에

히 VA 1 μg/mL 처리군(1.95배)과 10 μg/mL 처리군(1.95

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p-ERK 단백질 발현량도

배)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조골세포에서 세포외

BMP 2/4 단백질 발현 양상처럼 VA 무처리군보다 모든 VA

기질의 콜라겐 합성 및 축적 증가는 골기질과 조골세포 성숙

처리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VA 0.1 μg/mL 처리군(1.3배)

을 자극하는 신호이므로(Seo 등, 2010) Pro COLI 단백질의

과 1 μg/mL 처리군(1.3배)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

발현량을 확인하였고, VA 무처리군보다 VA 0.1 μg/mL 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형자에서 분리 정제한 VA가

리군(1.3배), 1 μg/mL 처리군(1.3배), 10 μg/mL 처리군(1.3

조골세포의 골 형성 관련 단백질인 Runx2, OPN, ALP, Pro

배) 모두에서 Pro COLI 단백질의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

COLI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골

가하였다.

무기질 결절 형성 촉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Xiao

BMP 2/4는 조골세포에 의해 합성되고 분비되어 ALP 활

등(2014)은 VA가 쥐 조골세포 유사 UMR-106 세포의 ALP

성과 OCN의 발현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entrella

활성을 증가시켰고 MAPK/ERK 신호전달경로의 활성화를

등, 1994; Cho와 Kwun, 2018c; Stein과 Lian, 1993). BMP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VA 처리

는 type-I 또는 type-Ⅱ 수용체와 결합하여 BMP-MAPK

가 BMP-MAPK/ERK 신호경로를 활성화하여 조골세포 분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고, JNK 1과 2/3, ERK 1/2를 통해

화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형자의 유효 활성 성

신호를 핵으로 전달한다. 이 신호전달경로는 BMP에 의한

분인 VA가 골 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전으로 단백질의

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Nohe 등, 2004), Gallea

발현을 조절하였는지에 대한 유전자 및 단백질 수준의 추가

등(2001)은 MAPK(Erk1/2)와 p38 신호경로가 C2C12 세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유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3T3-E1 조골세포의 골 형성

요

약

촉진을 위한 신호전달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만형자에서 분
마편초과(Verbenaceae)에 속하는 순비기나무(Vitex ro-

tundifolia L.)의 열매를 건조한 만형자(Viticis Fructus)는
오래전부터 감기, 두통, 편두통, 눈의 통증, 근육통 및 염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용식물 자원이다. Vanillic acid(VA;
4-hydroxy-3-methoxybenzoic acid)는 만형자의 생리활
성 분획에서 분리된 주요 화합물 중 하나이며, vanillin의 산
화형으로 항산화, 항염증 및 항암 활성 등의 약리학적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VA가 골 대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골세
포 MC3T3-E1 세포의 분화 및 무기질화에 대한 VA의 잠재
적인 항골다공증 특성을 조사하였다. MC3T3-E1 세포는
분화배지에 0, 0.1, 1, 10 μg/mL 농도의 VA를 처리하여
3일, 6일 및 9일 동안 배양되었고, ALP 활성도, Von Kossa
및 Alizarin Red 염색법 등에 의해 조골세포의 활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골 관련 단백질 발현량은 western blot에 의해
분석되었다. MC3T3-E1 세포에서 9일 동안 10 μg/mL 농
도의 VA를 처리했을 때 ALP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Von Kossa와 Alizarin Red 염색 결과 VA 처리 후 3일,
6일 및 9일차의 무기질화된 결절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VA는 조골세포 성장 및 분화와 관련된 Runx2, ALP,
Pro COLI, BMP 2/4 및 p-ERK와 같은 단백질의 발현량을
Fig. 4. BMP 2/4 signaling proteins activation by VA treated in
osteoblastic MC3T3-E1 cells for 3 days. Data presented as mean
±SEM (n=3).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VA concentration as analyzed by oneway ANOVA, Tukey
test (P<0.05).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VA가
MC3T3-E1 조골세포에서 골 관련 단백질 발현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VA가 조골세포 분화 및
무기질화를 자극하여 항골다공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Vanillic Acid의 조골세포 분화 및 무기질화 효과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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