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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ti-arthritis activity using natural eggshell membrane (NEM). Methods:
NEM was administered at 52 mg/kg, 200 mg/kg, and 400 mg/kg to SD-Rat, where arthritis was induced by monosodium
iodoacetate (MIA) at 3 mg. NO production in serum was measured using Griess reagent. Cytokines including IL-1β, and IL6 were measured by Luminex and PGE2, MMP-2, MMP-9, TIMP-1, LTB4, and hs-CRP were measured by ELISA. The
cartilage of patella volume was examined and 3-D high-resolution reconstructions of the cartilage of patella were obtained
using a Micro-CT system. Results: Production of NO, IL-1β, IL-6, PGE2, MMP-2, MMP-9, TIMP-1, LTB4, and hs-CRP in
serum was decreased,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control. The cartilage of patella volume in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NEM group showed a decrease in the cartilage of patella, synovial membrane, and transformation of fibrous
tissue. Conclusion: The results for NEM showed significant anti-arthritis activity. These results may be developed as a raw
material for new health food to ease the symptoms mentioned above.
KEY WORDS: osteoarthritis, anti-Inflammatory, NEM, MIA, health food

서 론

현재 골관절염의 치료는 증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소염
진통제, 연골보호제 등의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복합

골관절염 (osteoarthritis, OA)는 퇴행성관절염이라고 불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4 소염진통제의 경우는 장기

리기도 하는 가장 흔한 관절염으로, 주로 체중부하 관절을

간 복용 시 위장관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5 인공

많이 침범하여 관절 연골의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 연골하

관절 치환술 또한 여러 합병증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골의 비대, 주변 골연골부의 과잉 골형성, 관절의 변형 등

있다.6 이처럼 골관절염의 치료법은 장기복용의 부담과 각

을 특징으로 하며 반복적인 동통, 관절 강직감 및 점진적인

종 부작용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골관절염에

운동 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병이다.1,2 골관절염의 원인은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호도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전, 연령, 관절 외상, 비만 등

있는 추세이다.

1

의 이유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0세 이

그러나 관절 및 뼈 건강 관련 건강 기능성 식품의 대부분

상의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75세 이하

은 일부 의학계에서 그 효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

의 연령대까지 약 95% 이상의 높은 유병율을 나타낸다.3

고, 이에 향후 지속적인 관절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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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형성함에 있어서 골관절염과 관련된 기능성 소재
의 개발을 위해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점
에서 새로운 골관절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개발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7,8
난각의 안쪽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산소를 통과시키고
미생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난각막

(egg shell membrane)은 인간의 식생활에서 완전식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유기물질 70%, 무기물질 10%와 수분 20%로 구
성되어 있고, 유기물질 중 80%가 단백질로 주성분을 이루
며, 그 외에 2.3%의 지방, 3.4%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
다.9,10 그러나 계란을 구성하는 요소 중, 난황, 난백은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난각은 치아와 골격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칼슘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11
이에 비해 난각막의 경우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아 폐기물

Korea)사에서 공급받았고, 동물은 실험 당일까지 일반 고형
사료 (퓨리나)를 충분히 공급하고, 온도 22 ± 2oC, 습도 55 ±
15%, 12시간 (light-dark cycle)의 환경에서 2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대전대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승인 (동물사용 윤리위원회 승인번호-DJUARB2014023)을 받아 동물윤리준칙에 의거하여 실험 하였다.
관절염유발은 마취제 (졸레틸 0.5 mL + 럼푼 0.1 mL)로
Rat를 마취하여 오른쪽 무릎관절 주변을 깨끗이 제모한
후, 골관절염 유발물질인 MIA: monosodium iodoacetate
(Sigma-Aldrich Corporation, MO, USA)를 오른쪽 무릎
관절강 내에 50 μL (in 3 mg)씩 투여하였다. MIA 희석시
에는 0.9% saline을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관절염을 유발
하지 않은 정상군과 관절염을 유발하고 증류수를 투여한
대조군, NEM을 경구 투여한 실험군 등 총 5그룹으로 나눠
각각 7마리씩 분류하였다.

로 분류되어지는 실정이다.
난각막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LPS로 염증을 유발한 동물

혈액학적 분석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감소와 인체

최종 실험 종료 후 심장 천자법을 이용하여 튜브형 주사

적용시험을 통한 항관절염 효능을 보고하였다.12,13 이러

기로 심장 혈액 10 mL를 채혈하였다. 30분간 상온에서 굳

한 근거에 따라 난각막 추출물은 골관절염에 대한 효능이

힌 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 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이에 대한 항관절염에 대한 기

서울의과학연구소 (Seoul, Korea)에 의뢰하여 hs-CRP를

전 및 효능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에 준하여, 골관절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
서 관절염 유발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난각막이 골관
절염 예방과 개선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재 개발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실험재료 및 투여
난각막 효소 분해물인 난각막추출물 (natural eggshell
membrane (이하 NEM), manufactured by ESM Technologies,
LLC, USA)은 주영엔에스(주)로부터 공급받아 실험에 사
용하였으며,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효능을 확인
하고자 MIA를 이용한 골관절염 유발 2주전부터 대조군에
는 증류수를, 실험군에는 NEM 추출물을 52, 200, 400
(mg/kg) 농도로 각각 매일 1회 2 mL씩 오전 10시에 약물을
경구 투여하였다. 2주간의 경구 투여 종료 후 관절염을 유
발하여 4주 동안 동일한 농도와 시간에 동량을 경구 투여
하였다. 투여량은 성인 체중 60 kg에 1회 투여용량을 400
mg, Rat 체중 평균을 200 g으로 기준하여 산출하였다.

염증 사이토카인 및 관절염 유발인자 측정
혈청 내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관절염 유발인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에서 분리한 혈청으로 interleukin1β (IL-1β), interleukin-6 (IL-6)는 mouse cytokine milliplex
map immunoassay kit (Millipore, MA, USA)를 이용하여
luminex (Millipore, MA, USA)기기로 측정하였고, nitric
oxide (NO) (Intron Biotechnology, Suwon, Korea),
prostaglandin E2 (PGE2) (R&D system, Minneapolis,
USA), matrix metalloprotease-2 (MMP-2) (R&D system,
Minneapolis, USA), matrix metalloprotease-9 (MMP-9)
(R&D system, Minneapolis, USA), leukotriene B4 (LTB4)
(R&D system, Minneapolis, USA), rat C-telopeptide of type

II collagen (CTX-2) ELISA kit은 (Biotang, MA, USA),
rat cartilage digomeric matrix protein (COMP) ELISA kit
(AnaMar Medical AB, Lund, Sweden)은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icro CT-arthrography 측정
Micro-CT 측정은 연세대학교 (Wonju, Korea)측에 의뢰

실험동물 사육 및 처리
수컷 6주령의 SD-Rat (170-200 g)을 (주)라온바이오 (Seoul,

하여 실시하였으며, 조형제인 헥사브릭스 (HEXABRICS

320)를 꼬리 정맥에 주사 후 micro-CT-arthrograpy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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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릎 관절의 연골양 (cartilage volume)을 측정 및 분
석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Micro-CT 촬영이 끝난 후 무릎 부위를 절단하여 10%
EDTA가 포함된 10%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관절 조직을
탈칼슘화 시켰다. Radiographic technique을 이용하여
decalcification 유무를 확인한 후 파라핀 왁스에 관절 조직
을 넣고 고정한 다음 coronal section을 실시하였다. 탈칼슘
화 과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고정된 조직을 7 um의 크기로
자른 뒤, Hematoxylin and Eosin (H&E) 및 Safranin-O 염
색을 실시하여 조직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SPSS 11.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1.0, Chicago, USA)의 unpaired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p < 0.05, p < 0.01 및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Fig. 1. Effects of NEM on levels of NO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결 과
NEM이 산화질소 및 프로스타글란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의 산화질소 (nitric oxide,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군은 8.1 ± 2.5 µM, 대조군은

16.2 ± 2.2 µM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
서 11.8 ± 4.6 µM, 200 mg/kg에서 7.0 ± 2.4 µM, 400 mg/

kg에서 5.3 ± 2.9 µM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하여 NEM군
이 농도에 따라 점차 NO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200 mg/kg과 400 mg/kg의 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적
인 감소를 나타냈다 (Fig. 1). 또한, 프로스타글란딘-E2
(ProstaGlandin-E2, PGE2)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
은 1550.5 ± 172.8 pg/mL, 대조군은 2482.9 ± 315.4 pg/
mL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서 1802.6 ±
540.6 pg/mL, 200 mg/kg에서 1518.9 ± 411.8 pg/mL, 400
mg/kg에서 989.8 ± 435.6 pg/mL로 나타나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Fig. 2).

NEM이 사이토카인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의 IL-1β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에서, 정상군은

40.50 ± 2.52 pg/mL, 대조군은 72.50 ± 8.23 pg/mL로 나타
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서 52.02 ± 10.20 pg/
mL 로 나타났고, 200 mg/kg에서 43.61 ± 6.83 pg/mL, 400
mg/kg에서는 37.50 ± 7.19 pg/mL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

Fig. 2. Effects of NEM on levels of PGE2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5,
**p < 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
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Fig. 3A). IL-6 생성량의 경
우, 정상군은 61.75 ± 2.63 pg/mL, 대조군은 136.00 ± 13.37

pg/mL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서 121.50
± 7.72 pg/mL, 200 mg/kg에서는 113.50 ± 14.27 pg/mL,
400 mg/kg에서는 86.50 ± 16.03 pg/mL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400 mg/kg의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Fig. 3B).

NEM이 고감도 C반응성 단백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의 고감도 C반응성 단백 (hs-CRP) 생성량을 측
정한 결과에서, 정상군은 0.21 ± 0.04 mg/L, 대조군은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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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NEM on levels of hs-CRP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
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Fig. 3. Effects of NEM on levels of IL-1ß, IL-6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5,
**p < 0.01, ***p < 0.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 -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 0.07 mg/L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서
0.25 ± 0.07 mg/L, 200 mg/kg에서는 0.24 ± 0.09 mg/L,
400 mg/kg에서는 0.22 ± 0.05 mg/L로 모든 농도에서 유의
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4).

NEM이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 및 류코트리엔 B4 생
성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의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 (matrix metalloprotease,
MMPs) 중 MMP-2와 MMP-9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MP-2의 경우, 정상군은 0.45 ± 0.04 ng/mL,
대조군은 0.85 ± 0.08 ng/mL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
은 52 mg/kg에서 0.71 ± 0.12 ng/mL, 200 mg/kg에서 0.66
± 0.10 ng/mL, 400 mg/kg에서 0.59 ± 0.08 ng/mL로 나타
나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5A). MMP-9의 생성량의 경우, 정상군은 0.31 ± 0.06 ng/
mL, 대조군은 0.65 ± 0.06 ng/mL로 나타났으며, NEM 투

Fig. 5. Effects of NEM on levels of MMP-2, MMP-9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5, **p < 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 (3 mg/mL)-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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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은 52 mg/kg에서 0.44 ± 0.15 ng/mL, 200 mg/kg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골관

0.36 ± 0.11 ng/mL, 400 mg/kg에서 0.36 ± 0.09 ng/mL로
농도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났다 (Fig. 5B). 류코트
리엔 B4 (leukotriene B4, LTB4)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에
서, 정상군은 463.6 ± 72.3 pg/mL, 대조군은 1,488.5 ±
242.5 pg/mL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서
939.9 ± 203.6 pg/mL, 200 mg/kg에서 833.1 ± 376.6 pg/
mL, 400 mg/kg에서 794.5 ± 275.6 pg/mL로 모든 농도에
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Fig. 6).

절염이 유발되어 정상군보다 연골과 활막 및 섬유조직의
변형이 현저하게 나타난 반면, NEM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골과 활막 및 섬유조직의 변형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ig. 9A). 또한, 무릎 연골 내 proteoglycan 층
을 Safranin-O로 염색하여 연골 조직의 손상 여부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은 골관절염이 유발되어 현저하게
관절조직이 변형되었고, 활막 주변에 연골세포의 손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EM 투여군은 대
조군에 비하여 관절조직의 변형이 억제되고, 연골세포의

NEM이 연골 손상 및 골관절염 지표에 미치는 영향

손상도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9B).

혈액 내의 연골 손상 및 골관절염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MP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
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90.2 ± 12.9 ng/mL, 대
조군은 134.4 ± 18.1 ng/mL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에서 115.2 ± 17.0 ng/mL, 200 mg에서 107.8 ± 18.6
ng/mL, 400 mg에서 101.9 ± 15.5 ng/mL (*p < 0.05)로 나
타났다 (Fig. 7). 또한, CTXII (C-telopeptide of type II
collagen)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100.0 ± 6.7 pg/
mL, 대조군은 273.7 ± 49.2 pg/mL로 나타났으며, NEM 투
여군은 52 mg에서 49.5 ± 7.7 pg/mL (**p < 0.01), 200 mg
에서는 38.7 ± 11.5 pg/mL (**p < 0.01), 400 mg에서는 73.2
± 22.6 pg/mL (**p < 0.01)로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인 감
소를 나타냈다 (Fig. 8).

NEM이 무릎 관절 및 연골 조직에 미치는 영향
무릎 관절 내 활막세포의 변화 및 염증세포 침윤여부를

Fig. 6. Effects of NEM on levels of LTB4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1, ***p < 0.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Fig. 7. Effects of NEM on levels of COMP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5).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Fig. 8. Effects of NEM on levels of CTX-II in the serum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1).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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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NEM on joint pathology (Hematoxylin & Eosin
staining) and (Safranin-O) from joint tissue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Normal group shows the presence of slightly thickened synovium (arrow) Control group shows isolated areas with
chronic inflammation (arrow). NEM treated group shows signs of
tissue integrity with a thick layer of cartilag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rrow).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 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Fig. 10. Effects of NEM on imaging of cartilage degeneration using
micro CT-arthrography in joint tissue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from 7 osteoarthritis
ra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unpaired student's t-test (*p < 0.05). Normal, Normal SD-rat group;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52,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52 mg/kg; 2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200 mg/kg; 400, MIA-induced osteoarthritis
group + NEM 400 mg/kg.

환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골
관절염은 연령과 비례하여 유병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NEM이 cartilage volume에 미치는 영향

질병이지만, 통상적으로 노화에 따른 퇴행현상으로 보는

무릎관절의 연골 양을 micro CT-arthrography를 이용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치료나 질병관리에서 간과되어온 면

여 촬영한 결과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연골의 경

이 있다.14 현재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법에는 비약물적 치

우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EM 투여군의

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복용을

경우 연골 양이 대조군에 비해 연골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끊으면 다시 활성화되거나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미비하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A). 보존된 연골 양의 면적을 측

거나 지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지속

정한 결과, 정상군은 0.63 ± 0.10 mm3, 대조군은 0.20 ±

적인 연구과제로 남아있다.15 이에 따라 골관절염에 있어

0.08 mm3로 나타났으며, NEM 투여군은 52 mg/kg에서
0.45 ± 0.12 mm3, 200 mg/kg에서 0.39 ± 0.08 mm3, 400
mg/kg에서 0.37 ± 0.11 mm3로 나타났다 (Fig. 10B).

예방과 개선을 겸하는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대

고 찰

소재로써 골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중에 있으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난각막 (natural egg shell membrane,

NEM)은 현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며,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로는 염증 유발 동물에서의

최근 들어 의학과 영양학의 발전에 따라 평균 수명이 높

사이토카인의 감소와 인체에서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아짐으로써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물질임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

인해 당뇨, 고혈압, 알츠하이머, 골관절염 등의 노인성 질

과에 준하여 난각막이 골관절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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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의 유발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우선, 골관절염에 대한 예방과 개선 효능을 확인하고자

MIA를 통한 관절염 유발 2주전부터 관절염 유발 후 4주 동
안 NEM을 각각의 농도별로 경구 투여를 실시한 후 동물
의 혈액을 통해 골관절염 유발인자 및 관절과 연골을 이용
하여 조직병리학적 검사, micro-CT를 통해 효능을 확인하
였다.
골관절염의 발병과 관련된 인자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사이토카인, 그리고 산화질소가 주
요 인자들로 알려져 있다.16-19 이 중 염증성 매개체 중 NO
는 혈관의 긴장, 신경 전달, 면역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류마티스 관절염 및 골관절염 등과 같은 질병의 다양
한 과정동안 과량 생산된다.20 NO의 과생산은 조직 및 신
경의 손상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변이시키며, 혈관 투과성
을 증가시켜 부종을 일으키는 등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
킨다. 또한, 인체에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의 병리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 PGE2가 대식세포의 COX-2에 의해 매

우 빠르게 생성된다.21 NO는 백혈구가 염증부위로 이동하
는 초기단계에 많은 역할을 하는 반면 PGE2는 발열과 통증

이 나타나는 후반부에 주로 작용하며,22 골극 (oseteophytes)
을 형성하여 비정상적인 골 성장 및 통증을 나타내며 이러
한 증상은 골관절염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3 본 연구에서 NEM 투여군은 NO 측정 결과, 200, 400

(mg/kg)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PGE2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 반응 시 Th1 세포를 통해 조절하게
되는데, Th1 세포들은 단핵구 (대식세포)와 활막세포를 활
성화시켜 IL-1, IL-6와 같은 염증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
진하고 B세포를 자극하여 파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여 국
소적인 골 파괴를 촉진하기도 한다.24-26 이 중 IL-1β는 연
골 및 활막세포로부터 PGE2와 NO를 포함한 다른 염증 매
개체의 생산과, MMPs의 발현을 자극하여 골관절염에서
연골분해를 일으키는 강력한 cytokine으로 알려져 있으
며,27,28 IL-6은 염증 반응 시 분비되는 친염증성 cytokine으
로, helper T세포, 대식세포, 비만세포, 중성구, 상피세포, 섬
유아세포 등에서 분비되어 면역반응, 조혈, 염증을 조절 한
다.29 또한 Katherine 등은 IL-6가 활액막이나 관절조직의
혈관에서 분비되어 혈청보다 관절액에서 더 높은 활성도
를 보인다고 하였는데,30 이는 IL-6가 골관절염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NEM 투여군
은 대조군에 비해 IL-1β, IL-6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
며, 400 mg/kg 농도에서 감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내었다.

CRP (반응성단백)는 대표적인 급성기 반응물질로 염증
이나 조직 손상에 반응하여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
는데, 이러한 이유로 CRP는 급성기 반응물질이라 불리는
여러 단백질중 하나로 감염질환 및 염증의 변화를 감시하
는데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hs-CRP 검사는 표준
CRP 검사보다 낮은 농도의 해당 단백질을 더 정확히 검출
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며,31 Madhok 등의 연구결과에서
혈청 내 IL-6의 농도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
다.32 본 연구에서 hs-CRP를 측정한 결과, NEM 투여군은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MMPs (matrix metalloprotease)는 조직회복, 혈관생성,
조직의 발생과정에서 형태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섬유
모세포, 각질세포, 대식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골관절염이
발생하면 단백 분해 효소인 MMPs와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ase (TIMP) system에 의한 길항작용으로
MMPs가 활성화 되어 proteoglycan을 분해하며,36 LTB4는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치주
염 같은 염증 유발성 골손실 질환에서 형성이 증가되므로
MMPs와 LTB4의 활성 조절은 골관절염 개선에 있어 중요
하다.37 본 연구에서 NEM 투여군은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연골손상 지표인 COMP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는 연골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혈액 속
의 COMP의 양을 측정을 통해 연골 상태와 퇴행, 손상 및
진행 여부 등을 진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CTX-II
(C-telopeptide of type II collagen) 검사는 골관절염 평가
를 위한 주요 바이오 마커 중 하나로 혈액과 소변을 통해
연골 마모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33,34 골관절염이 발
생하여 연골이 마모되면 방출되는 특정 단백질의 수치를
지표로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골관절염의 진행이 빠
르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34,35 본 연구에서 NEM 투여
군은 COMP와 CTX-II검사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
내었다.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NEM 추출물은 사이토카인과
산화질소 및 염증매개 물질의 감소 효능을 통해 골관절염
유발 인자인 MMPs와 LTB4를 감소시켜, COMP 및 CTX-

II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혈
액 검사의 결과가 조직 및 관절, 연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조군은 골관절염이 유발되어 정상군보다 연골, 활
막, 섬유조직의 변형이 현저하게 나타난 반면, NEM 투여
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골, 활막, 섬유조직의 변형이 억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franin-O 염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조군은 골관절염이 유발되어 관절조직이 변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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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막 주변에 연골세포의 손상이 많이 일어났으나, 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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