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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ley β-Glucan 처리에 의한 조골세포 분화의 분자적 기전
김현오․임용주․장원구
대구대학교 생명공학과, 항노화연구소

Effect of Barley β-Glucan on Osteoblast Differentiation
and Molecula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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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ber found in oats and barley is a polysaccharide β-glucan. Barley β-glucan (BBG) is reported
to effectively attenuate the glycemic response and reduce post-prandial blood glucose levels. However, the function
of BBG in osteogenic differentiation remains unclea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at the effect of BBG on osteoblast
differentiation in a pre-osteoblast cell line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exposure to BBG increases the mRNA expressions and protein levels of distal-less homeobox 5 and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Furthermore BBG also increases p38, Smad1/5/9 phosphorylation and mineralization. We confirmed
the regenerative effect of BBG on caudal fin in zebrafish by applying Alizarin Red staining analysi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BG increases osteogenic differentiation via activation of p38 MAPK-mediated Smad1/5/9
in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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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aub, 2010; Lee 등, 2015).
뼈는 일생 재형성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뼈의 항상성 조

β-Glucan은 포도당(glucose)이 β-(1,3), β-(1,4) 또는

절에 중요한 역할을 새로운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와 오래

β-(1,6) 결합으로 구성된 다당류로, 보리 및 귀리와 같은

된 뼈를 제거해주는 파골세포가 담당하고 있다(Shin과 Cho,

곡류의 세포벽에서 발견되고 조류(algae), 버섯, 균류, 박테

2005; Mori, 2017; Sims 등, 1996; Eriksen, 2010; Chen

리아 같은 다양한 organism에도 함유되어 있다(Volman 등,

등, 2018). 조골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되고 조

2008; Du 등, 2019; Rahar 등, 2011; Schwartz와 Vet-

골세포 분화는 증식, 세포외 기질의 성숙 및 무기질화 단계

vicka, 2021). β-Glucan은 잘 알려진 biologic response

를 거치게 되며, 다양한 신호전달경로를 통해 조절된다

modifiers로 감염성 질환 및 암에 대한 면역조절제(immu-

(Hwang 등, 2009; Minguell 등, 2001; Bermúdez-Reyes

nostimulants)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Brown과 Gordon,

등, 2018). 조골세포 분화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

2003; Yun 등, 2003; Zeković 등, 2005), 인체의 면역반응

β(TGF-β) superfamily의 구성원인 bone morphogenetic

을 조절하여 항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protein 2(BMP2)에 의해 자극되어 Smad 신호전달경로를

등, 2014; Chan 등, 2009). 또한, barley β-glucan은 미국

통해(Suda 등, 1995) 다양한 호르몬 및 distal-less homo-

식품의약국(FDA)의 1일 섭취 권장량이 3~5 g으로, 혈중

box 5(Dlx5),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Runx2)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

와 같은 다양한 전사인자에 의해 조절된다(Ryoo 등, 2006;

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Karmally 등, 2005; Liu

Heo 등, 2016; Simeone 등, 1994). In vitro에서 Alizarin

등, 1999; Vetvicka과 Vetvickova, 2009; Lattimer와

Red 염색은 extracellular matrix에 calcium apatite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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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mineralization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Declercq 등,

nology(Gyeongsan, Korea)에서 구입하였고, TOP script

2005). 조골세포 분화에서 mineralization은 중요한 역할을

™ RT Dry MIX는 Enzynomics(Daejeon, Korea)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Ahmad 등, 1999; Wu 등,

Emerald Amp GT PCR Master Mix는 TaKaRa(Tokyo,

2021).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RIPA buffer는 ATTO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는 증식, 스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polyvinylidene

트레스 반응, 세포 사멸 및 분화와 같은 세포 내 중요한 신호

fluoride(PVDF) membrane은 Roche(Basel, Switzerland)

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gnello와 Roux,

에서, Amersham

2011; Zhang과 Liu, 2002; Ai 등, 2016; Sun 등, 2015;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38 inhibitor(SB203580)는 Invivo-

Buscà 등, 2016; Cuadrado와 Nebreda, 2010; Liu와 Lin,

Gen(San Diego, CA, USA)에서, 1차 항체 p-Smad1/5/9,

2005). MAPK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p-p38 and t-p38은 Cell Signaling Technology(Dan-

(ERK), c-Jun N-terminal protein kinase(JNK) and p38

vers,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Dlx5는 Abcam

MAPK로 구성되어 있다. p38의 활성화는 중간엽 줄기세포

(Cambridge, UK)에서, Smad1, Runx2, β-actin과 2차 항

에서부터 분화된 근육세포, 지방세포, 연골세포, 조골세포와

체 anti-rabbit IgG, anti-mouse IgG는 Santa Cruz Bio-

같은 다양한 세포의 분화를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다(Lai 등,

technology(Dallas, Texas,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2001; Liao 등, 2002; Leiva 등, 2020; Takebe 등, 2011).

다.

TM

ECL은 Cytiva(Incheon, Korea)에서

p38은 초기 조골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Greenblatt 등, 2013). p38 인산화는 조골

세포 배양

세포 전사인자 유전자를 활성 및 발현을 증가시켜 골 형성

MC3T3-E1 세포 유지 시에는 α-MEM 배지에 10% calf

진행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되어있다(Greenblatt 등, 2010).

serum과 1% 항생제(100 U/mL penicillin-100 μg/mL

Calvaria organ cultures에서 p38 inhibitor(SB203580)를

streptomycin)를 첨가하여 37°C, 5% CO2 조건으로 배양하

처리하여 p38의 억제를 통해 mineralization을 감소시키는

였다. MC3T3-E1 cells를 35 mm dish와 24-well plate에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다(Ge 등, 2012).

배양하여 80% 포화하게 되면 5 μM BBG와 5 mM β-gly-

본 연구는 barley β-glucan이 조골세포 분화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골 전구세

cerophosphate, 50 μg/mL ascorbic acid가 포함된 배지로
2일마다 배지를 교체하면서 분화를 유도하였다.

포 MC3T3-E1 cells와 mouse calvaria primary cells에
barley β-glucan 처리를 통해 조골세포 분화 유전자 발현과

유전자 발현 분석법(RT-PCR analysis)

조골세포 분화 유전자 및 p38, Smad1/5/9의 단백질 수준을

조골세포에 BBG(5 μM)를 처리하여 1, 2, 4일 배양하였

확인하고 칼슘 침착을 통해 조골세포 분화의 분자적 기전을

다. 배양한 세포는 dPBS로 세척하고 TRI-solutionTM을 이

확인하였다.

용하여 MC3T3-E1 cells에서 총 RNA를 추출 및 분리하였
다. cDNA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TOP script™ RT Dry

재료 및 방법

MIX를 사용하여 total RNA로부터 합성되었다. PCR 반응
조건은 95°C에서 10분, 95°C에서 30초, annealing 온도에

실험 재료 및 시약

서 30초, 72°C에서 30초 후 다시 95°C에서 30초 돌아가는

본 실험에 사용된 MC3T3-E1(subclone 4 CRL 2593)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cycle을 반복하고 72°C에서 5분 진행하였다. 중합효소 반
응에 사용된 primer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α-MEM, penicillin streptomycin, calf serum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

단백질 발현 분석법(western blot analysis)

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은 Merck(New Jer-

35 mm dish에서 배양한 MC3T3-E1 세포에 BBG를 처

sey, MA, USA)에서, barley β-glucan(G6513; BBG), as-

리한 샘플을 RIPA buffer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회수하였다.

corbic acid, β-glycerophosphate, ponceau, skim milk,

추출한 단백질은 Bradford 방법(Jain, 2017)으로 정량하였

Alizarin Red는 Sigma Aldrich(St. Louis, MO, USA)에서

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ample buffer에 첨가하여 100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RI-solution은 Bioscience Tech-

°C에서 5분 동안 끓인 후, SDS polyacrylamide gel elec-

Table 1. Specific primers for RT-PCR
Gene

Foward primer

Reverse primer

Dlx5
Runx2
β-actin

GAGAAGAGTCCCAAGCATCC
CCGCACGACAACCGCACCAT
TTCTTTGCAGCTCCTTCGTTGCCG

GAGCGCTTTGCCATAAGAAG
CGCTCCGGCCCACAAATCTC
TGGATGGCTACGTACATGGCT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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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horesis를 수행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 상의 단백

기 위해서 zebrafish를 1% KOH 및 3% hydrogen per-

질은 transfer 장치를 이용하여 PVDF membrane에 단백질

oxide로 12시간 동안 침연시켰다. 그 후 zebrafish에 25%

을 이동시켰다. 단백질이 잘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odium tetraborate를 2시간 동안 처리하고, 물로 세척한

ponceau 염색을 하였고, 확인 후 Tris-buffered saline

뒤 Alizarin Red 염색을 하였다.

with Tween 20(TBST) buffer로 세척하였다. Membrane
을 5% skim milk로 blocking 한 후, 1차 항체를 4°C에서

통계처리

overnight 하여 반응시켰다. TBST로 10분씩 4번 세척 후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처

2차 항체를 반응시켰다. 다시 TBST로 10분씩 4번 세척 후,

리는 GraphPad Prism 5(GraphPad Software Inc., San

TM

Amersham

ECL reagent 1과 reagent 2를 1:1로 혼합하

Diego, CA, USA)에서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며,

P<0.05인 경우 대조군과 BBG 처리군 사이에 유의성이 있

여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음을 인정하였다.

골의 석회화 측정(Alizarin Red S 염색)
4

MC3T3-E1 세포를 24-well plate에 well 당 5×10 개로

결과 및 고찰

접종하여 BBG를 처리하여 3주간 배양하였다. 그 후 배지를
제거하고 dPBS로 세척하여 4% formaldehyde로 5분간 실

BBG가 조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온에서 고정시켰다. 세포의 고정이 끝난 후 2% Alizarin Red

MC3T3-E1은 murine calvaria pre-osteoblast cell line

solution으로 20분간 염색하고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으로 뼈 연구에서 대표적인 세포로 알려져 있다(Hwang과

Epson Perfection V37 scanner(EPSON, Nagano, Japan)

Horton, 2019; Wang 등, 1999). 이전 연구에서 BBG는 파

를 통해 이미지화하였다.

골세포 분화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Ariyoshi 등, 2021).
MC3T3-E1 subclone 4 세포는 세포주이며 pre-osteo-

실험동물

blast like cells maturation으로 조골세포 기질의 무기질화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isolation을 하기 위해 사

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조골세포 분화 유전자를 발현하고

용된 ICR mouse는 12시간 낮/밤 주기와 20~22°C, 습도

ascorbic acid에 의해 mineralization 된 세포 외 기질을

50~60% 조건에서 유지하고 물과 사료는 자유롭게 섭취하

형성한다(Franceschi와 Iyer, 1992). Mouse calvaria pri-

도록 하였다(Kim 등, 2020). Zebrafish(Danio rerio) 길이

mary cell은 neonatal mouse의 두개골 조직에서 분리된

3.4~4.4 cm zebrafish를 수조(300 mL, 한 수조당 3마리)

세포이며,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표현형이

에서 30±1°C 12시간의 낮/밤 주기를 유지하여 사육했다.

발현되어 primary cell의 실험 결과가 세포주 실험 결과보

Artemia nauplii(Artemia salina)와 Tetra bits complete

다 더 신뢰받는다. 그러나 primary cell은 장기간 배양하게

를 매일 급여했으며 물은 2일마다 교체했다. 골 재생을 확인

되면 세포주에 비해 제한된 증식 활동으로 인해 세포의 수가

하기 위해 zebrafish는 3~5초 냉수에서 기절시킨 후, 꼬리

감소한다(Liu 등, 2019). 본 연구의 MC3T3-E1 세포 및

지느러미의 아랫부분을 절단했다. 본 실험은 대구대학교 실

mouse calvaria primary cells에서 BBG(Fig. 1)의 조골세

험동물관리 및 이용위원회(DUIACUC-12020/4-0313-006)

포 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RT-PCR 분석과 western blot

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BBG의 처리 농도 및 처리 시간에 따른 조골세
포 분화 유전자 Dlx5, Runx2의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수준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isolation

을 분석하였다. BBG 처리 농도에 따른 결과로 MC3T3-E1

생후 2일 된 ICR mouse의 두개골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세포에서는 Dlx5, Runx2의 유전자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두개골은 HBSS(Cytiva, Seoul, Korea)와 함께 0.1% col-

증가하며(Fig. 2A upper panel), mouse calvaria primary

lagenase D(Roche) 및 0.2% dispase(Gibco)를 20분 in-

cells(primary cells)에는 Dlx5, Runx2의 유전자 발현이 1

cubator에서 반응시켜 상층액을 수집하였다. 이 단계를 5회

μM에서 높게 발현되었다(Fig. 2A lower panel). 다음으로

반복하였다. 1,800 rpm에서 8분 동안 사용하여 mouse
calvaria primary cells를 얻었다.

Zebrafish ARS 염색
BBG(5 μM)에 대한 골 재생을 확인하기 위해 Alizarin
Red S 염색을 진행했다. 수조에 있는 zebrafish에 BBG를
처리하여 사육 조건에 맞춰 6일 동안 사육했다. Zebrafish
를 고정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10% formaldehyde 용액을
사용해서 고정하였다. Mineralization의 시각화를 증가시키

Fig. 1. Structure of barley β-glu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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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2. The effect of barley β-glucan (BBG) on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A)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were incubated 0.5, 1, and 5 μM BBG for 2 days. (B) MC3T3-E1 cells
were incubated 0.5, 1, and 5 μM BBG (5 μM) for 2 days. (C) Cells were treated BBG (5 μM) for 1, 2, and 4 days, after which
cells were harvested for total RNA isolation, confirmed by RT-PCR analysis of Dlx5, Runx2, and β-actin mRNA expression. (D)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were treated BBG (5 μM) for 1, 2, and 4 days. Western blot analysis of Dlx5,
Runx2, and β-actin protein levels. (E) MC3T3-E1 cells were treated with BBG (5 μM), 50 μg/mL ascorbic acid (AA), and 5 mM
β-glycerophosphate (β-GP) for 2 weeks on calcium deposition. The graph has shown using ImageJ. *P<0.05 and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respectively.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EM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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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3T3-E1 세포에서 BBG 농도별 처리에 의한 Dlx5,

으며, primary cells에서는 Dlx5, Runx2의 유전자 발현이

Runx2의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Dlx5, Runx

시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의 단백질 발현이 5 μM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C). MC3T3-E1 세포에서 Dlx5는 2일 차에, Runx2는 4일

(Fig. 2B). 다음은 BBG의 처리 시간에 따른 Dlx5, Runx2

차에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고, primary cells에서 Dlx5는

유전자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다. MC3T3-E1 세포에서

2일 차, Runx2는 1일 차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Dlx5 발현은 2일 차에, Runx2는 4일 차에 발현이 증가하였

났다(Fig. 2D). Alizarin Red 염색은 식물성 염료로 무기질

A

B

C

D

Fig. 3. Effects of p38 inhibition on barley β-glucan (BBG)-induced osteogenic differentiation. (A) MC3T3-E1 cells were treated
BBG (5 μM) for 0∼240 min and p-p38, t-p38, and β-actin confirmed by western blot analysis. (B)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were treated with BBG (5 μM) and SB203580 (20 μM) for 2 days and Dlx5, Runx2, and β-actin mRNA
expression confirmed by RT-PCR analysis. (C) MC3T3-E1 cells were treated BBG (5 μM) and SB203580 (20 μM) for 0.5 h and
p-p38, t-p38, and β-actin protein levels confirmed by western blot analysis. (D) MC3T3-E1 cells were incubated with BBG (5
μM) and SB203580 (20 μM) for 2 weeks and ARS staining was performed to determine calcium deposition. The graph has shown
*
**
#
using ImageJ. P<0.05 and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P<0.05 compared to the BBG treated respectively.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EM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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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세포외 기질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다(Redlich 등,

Alizarin Red 염색을 수행하였다. BBG 5 μM의 처리로 칼슘

2002). 이를 통해 세포 외 기질에 침착된 칼슘의 양을 알

침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BBG와 SB203580을 함께 처

수 있다(Maeda 등, 2001; Schiller 등, 2001). BBG 처리를

리했을 때 칼슘 침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D).

통해 칼슘 침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E).

이를 통해 BBG 단독처리가 Dlx5, Runx2와 p38의 단백질

이러한 결과를 통해 BBG가 조골세포 분화를 증가시키는

발현과 Dlx5, Runx2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지만, SB20

것으로 판단된다.

3580 처리를 통해 Dlx5, Runx2 유전자의 발현과 Dlx5,
Runx2 및 p38의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하

BBG가 p38 인산화에 미치는 효과
p38 MAPK 활성화는 primary calvaria osteoblast cells

였다. 본 연구에서 BBG가 p38 신호전달경로를 통해 조골세
포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및 bone marrow osteoprogenitor cells, stromal cell lines
분화에 중요한 역할이 보고되어 있다(Wang 등, 2007). 본

BBG가 Smad1/5/9 인산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는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BBG에 의한 p38의

R-Smad는 receptor regulated Smads이며, 세포 내 신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BBG 처리를 통해 p38의 단백

호전달의 mediator로 Smad 단백질은 TGF-β 신호에 의해

질 발현이 60분까지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가 120분

자극이 되면 세포질에 있는 Smad는 인산화되어 핵에 축적

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다음으로 p38 억

되어 표적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Xu, 2006).

제제(SB203580)를 처리하여 조골세포 유전자 발현을 확인

BBG 처리에 의한 Smad1/5/9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기 위

하기 위해 RT-PC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MC3T3-E1

해 western blot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MC3T3-

및 primary cells에서 BBG의 단독처리 시 Dlx5, Runx2 유

E1 세포에서 p-Smad1/5/9의 단백질 발현이 30분까지 증

전자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BBG와 SB203580을 함께 처리

가하다가 60분부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 그

하면 Dlx5, Runx2 유전자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리고 MC3T3-E1과 primary cells에 SB203580 처리 후

(Fig. 3B). 또한, 단백질 발현 분석을 통해 MC3T3-E1 세포

Smad1/5/9의 인산화를 확인하였다. 두 세포 모두 BBG 단

에서 BBG 처리로 증가한 p-p38 단백질 발현이 SB203580

독처리 그룹에서 Smad1/5/9의 인산화가 증가하고, SB203

과 함께 처리한 그룹에서 p-p38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580을 함께 처리한 그룹에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다(Fig. 3C). BBG 처리에 의한 칼슘 침착을 확인하기 위해

(Fig. 4B). 본 연구에서는 BBG 단독처리로 Smad1/5/9의

A

B

Fig. 4. Barley β-glucan (BBG) increased phosphorylation of Smad1/5/9. (A) MC3T3-E1 cells were treated BBG (5 μM) 0∼240
min, western blot analysis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protein levels of p-Samd1/5/9, t-Smad, and β-actin. (B)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were treated BBG (5 μM) and SB203580 (20 μM) for 0.5 h and p-Smad1/5/9, t-Samd1, and
*
β-actin protein levels confirmed by western blot analysis. The graph has shown using ImageJ. P<0.05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respectively. Results were presented as mean±SEM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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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Barley β-glucan (BBG) increased regeneration zebrafish caudal fin rays. (A) Caudal fin rays of adult zebrafish were amputated
at 0 day and ARS staining was analyzed. Total caudal-fin rays and the enlarged part are shown at the top and bottom, respectively.
Caudal fin rays of adult zebrafish were quantitated and compared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BBG (5 and 50 μM) group treatment
**
with 7 days. The zebrafish image was taken from the picture gallery site. The graph has shown using ImageJ.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B) Molecular mechanism of BBG promotes Dlx5 and Runx2 genes via activated p38 MAPK-mediated,
Smad1/5/9 in MC3T3-E1 cells and mouse calvaria primary cells.
인산화가 증가하고 p38 억제제(SB203580) 처리에 의해

증가를 확인하였다(Fig. 5A). 본 연구에서 BBG가 성체 ze-

Smad1/5/9의 인산화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

brafish의 꼬리지느러미의 골 형성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과는 BBG가 p38 신호전달경로를 통해 Smad1/5/9의 인산

하였다. 종합해보면 BBG가 p38 MAPK 신호전달경로의 활

화를 조절하여 조골세포 분화를 증가시킴을 시사한다.

성화를 통해 Smad1/5/9가 인산화되어 MC3T3-E1 cells와
mouse calvaria primary cells에서 Dlx5, Runx2 발현을

BBG가 성체 zebrafish의 골 재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향 조절하여 조골세포 분화를 촉진한다(Fig. 5B).

Zebrafish 꼬리지느러미는 조골세포 분화에 의해 재생된
다는 것을 대변한다(Lim 등, 2021). In vitro 연구 결과에서

요

약

BBG가 조골세포 분화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수준을 증가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BBG가 골 재생을 증가시키

본 연구에서는 barley β-glucan(BBG)이 조골세포 분화에

는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In vivo 상에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골 전구세포주인 MC3T3-E1

BBG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체 zebrafish에 BBG(5 μM,

cells와 mouse calvaria primary cells에서 BBG를 처리하

50 μM)를 처리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BBG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MC3T3-E1 cells 및 mouse calva-

를 처리하여 Alizarin Red 염색을 통해 성체 zebrafish의

ria primary cells에서 BBG를 처리하여 RT-PCR 분석법을

꼬리지느러미의 골 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50 μM BBG

통해 Dlx5, Runx2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

처리그룹보다 5 μM BBG 처리그룹에서 골 형성의 유의적인

였다. Western blot 분석법을 통해 Dlx5, Runx2와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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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ad1/5/9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
한, Alizarin Red 염색으로 BBG 처리에 의해 칼슘 침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BBG에 의해 증
가한 Dlx5와 Runx2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과 p-p38, pSmad 1/5/9의 단백질 발현이 p38 억제제(SB203580) 처리
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BBG가 p38 신호전
달경로를 통해 조골세포 분화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
다. Zebrafish에 BBG를 처리한 후 Alizarin Red 염색을 통
해 절단된 꼬리지느러미의 재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BBG가 조골세포 분화를 증가시켜
골 질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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