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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calin이 조골세포의 생성  활성에 미치는 향

단국 학교 치과 학 구강생화학교실

고 선 일

  Baicalin은 Scutellaria baicalensis에서 분리되는 flavonoid의 일종으로, 다양한 생물학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Baicalin은 항균, 항염증, 진통작용을 나타내며, nuclear factor-kappaB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최근에 다양

한 flavonoid 들이 골조직 사에 여함이 밝 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baicalin이 골조직의 주요세포인 조골세포의 생성 

 활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세포증식율, 세포생존율,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  osteoprotegerin 생성량의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baicalin은 조골세포의 세포 증식과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염기성 인산분해효

소의 활성과 osteoprotegerin의 생성량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baicalin은 골조직에서 조 물질로 역할을 할 것으로 견된다.

주제어 : Baicalin, Flavonoid, Osteoblast, Osteoprotegerin

1)Ⅰ. 서    론

  골다공증은 골 도가 낮으며, 골조직의 미세구조가 

변형된 특징을 나타내며, 고령인구의 건강의 요한 

문제 으로 여겨진다.1) 골조직은 요한 장기를 보호

하고 근육을 지지하는 등 기계 인 기능과  칼슘

의 농도를 유지하는 등의 무기질의 사 인 기능을 

담당하는 석회화된 조직으로, 조골세포 계통의 세포

와 골세포인 두 가지 별개의 세포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골조직질환은 이들 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골조

직의 형성과 흡수의 불균형으로 야기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치료나 방의 목 으로, 호르몬 체

제, bisphosphonate 제제,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 부갑상선호르몬 제제  새로운 

작용 을 상으로 한 제제 등 여러 물질들이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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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이들은 약리작용을 나타내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복용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2-4) 재 골다

공증 치료제의 개발 방향은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

작용  문제 을 이고 경구투여가 가능하도록 개

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기존 치료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로운 작용 과 작용기작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한 로부터 사용되어 온 천연물에

서 독성이 없는 새로운 치료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천연물로부터 신약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천연물에는 여러 활성성분을 포함하

고 있으며,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되고 있다. 그  flavonoid와 phytosteroid등을 포함

하여 여러 의학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herba 

epimedii는 수 천년 동안 심 계 질환, 불임, 건망

증, 요통, 염, 사지의 마비 등에 사용되어 왔다는 

보고가 있다.5) 한 활성화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들이 골세포 생성의 신호 달에 

여하여 골세포의 생성을 진하는 연구 결과가 있

으며,6,7) 여러 생약의 성분  하나인 flavonoid가 항

산화 작용과 활성 자유기 (free radical)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8)

  최근에 여러 종류의 flavonoid 들이 조골세포의 증

식  분화에 향을 미치는 등의 골조직 사에 

여함이 밝 졌다. 즉 epimedium koreanum Naka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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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리한 total flavonoid가 조골세포의 생성을 억

제하며, 분화를 진한다는 보고9)와 pueraria lobata

에서 발견되는 puerarin은 조골세포의 염기성 인산분

해효소 활성과 석회화 결  형성을 진하는 등 조골

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킨다는 보고10)가 있으며, 

apigenin이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과 교원섬유의 

양을 증가시킴을 보고한 바 있다.
 11)

 

  골다공증 치료 목 으로 다양한 flavonoid가 연구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scutellaria baicalensis 

에서 분리되는 flavonoid인 baicalin에 하여 연구하

다. Baicalin은 다양한 생물학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항염증, 진통, 항균작용을 나타내며, 사인자

인 nuclear factor-kappaB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

되었다.12,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icalin이 골형성

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생성  활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자, 조골세포의 세포 증식율, 

세포 생존율,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  

osteoprotegerin (OPG) 분비 변화를 찰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재료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EDTA  배양에 

필요한 다른 시약들은 Gibco laboratories로부터 구입

하 다 (Gibco, Invitrogen Co. Grand Island, USA). 

세포배양용기들은 Corning (Corning, NY, USA)사로

부터 구입하 다. BCA 단백질 정량 시약은 Pierce 

(Rockford, IL, USA)로부터 구입하 다. Baicalin은 

Sigma chemical company로부터 구입하 다. 나머지 

다른 시약은 Sigma chemical company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2. 조골세포의 배양

  Flavonoid의 독성  조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조골세포 배양을 시행하 다. 

사람 골육종에서 유래된 세포주인 MG63 세포를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DMEM에 10% FBS를 첨가한 배지에 배양하여 사용

하 다. 세포는 37℃의 온도와 95% 습도, 5% CO2 배

양기에서 배양하 다. 

3. 세포 증식율의 측정

  세포 증식율을 찰하기 하여 조골세포를 

24-well plate에 well 당 2 x 10
4
개가 되도록 분주하

고, 10% FBS가 포함된 DMEM을 배양액으로 사용하

여 24시간 배양한 후, 일정 농도로 연속 으로 희석한 

baicalin을 첨가한 새 배양액으로 교환하 다. 시료 

첨가 후 72 시간 배양 된 세포를 trypsin-EDTA로 떼

어낸 후 hemacytometer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4. 세포 생존율의 측정 

  천연물의 독성을 간 으로 평가하고, 조골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MTT 방법

을 이용하 다. 조골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당 2 

x 10
3
개가 되도록 분주하고 10% FBS가 포함된 

DMEM을 배양액으로 사용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일

정 농도로 연속 으로 희석한 baicalin을 첨가한 새 

배양액으로 교환하 다. 시료 첨가 후 24시간 배양 된 

세포에 MTT 용액을 0.5 mg/ml 첨가하 다. 염색된 

정도를 562 nm에서 microplate absorbance read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5.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측정

  조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

여 조골세포를 24-well plate에 well 당 2 × 104 개가 

되도록 분주하고 10% FBS가 포함된 DMEM을 배양

액으로 사용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일정 농도로 연속

으로 희석한 baicalin을 첨가한 새 배양액으로 교환

하 다. 시료 첨가 후 72시간 배양하 다. 배양이 끝

난 후 0.1% Triton X-100/saline으로 처리하여 세포

추출액을 만들어 염기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을 측

정하 다. 효소활성의 측정은 일정량의 세포추출액을 

기질인 100 mM의 p-nitrophenyl phosphate (pNPP, 

Sigma)가 포함된 glycine-NaOH 완충액 (pH 10.4)에

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기질인 pNPP에서 분해된 

p-nitrophenol의 양을 405 nm의 장에서 microplate 

absorbance reader (SLT 400)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단백질은 BCA 단백질 정량법으로 측정하고, 효

소활성을 nmole substrate/min/mg protein으로 측정

하 으며 조군에 한 백분율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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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baicalin on the cell proliferation 

of osteoblastic cells.

MG63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aicalin for 72 hours. After 

removal of the media, cells were counted 

with the hemacytometer. Cell proliferation 

was expressed with percent ratio (Cell 

number of treated cells/cell number of 

control cells x 100). Values are Mean±S.E. 

(n=5). 

6. OPG 분비량 측정

  조골세포로부터 OPG 분비에 미치는 향을 찰

하기 하여 조골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 당 104 

개가 되도록 분주하고 10% FBS가 포함된 DMEM을 

배양액으로 사용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0.5% FBS 

가 포함된 DMEM에 일정 농도로 연속 으로 희석한 

baicalin을 첨가한 새 배양액으로 교환하 다. 시료 

첨가 후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의 일부를 OPG- 

ELISA kit (Oscotec Inc.)를 사용하여 OPG 분비량을 

측정하 다. 즉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의 일부를 

DPBS로 40배 희석한 후 100 ㎕/well씩 OPG ELISA 

Plate에 넣고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0.05% 

Tween20/PBS로 3회 세척하 다. 1 ㎕/㎖의 농도로 

OPG selection Ab (R&D 사)를 1% BSA/PBS에 희

석하여 100 ㎕/well씩 넣고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0.05% Tween20/PBS로 3회 세척하 다. 그 후 

streptavidin-HRP (R&D 사)를 1% BSA/PBS에 200

배 희석하여 100 ㎕/well씩 넣고 상온에서 30분간 반

응시킨 후 0.05% Tween20/PBS로 4회 이상 세척하

다. TMS 기질용액 A와 B를 1:1로 혼합하여 100 ㎕

/well씩 넣어 15분 동안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37C에

서 반응시켰다. 1M H3PO4를 50 ㎕/well 넣어 반응을 

Fig. 2. Effects of baicalin on the cell viability of 

osteoblastic cells.

MG63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aicalin for 24 hours. After 

removal of the media, formazan granules 

were solubilized, and absorbance was 

measured with the microplate reader. Cell 

viability was expressed with an absorbance 

ratio (Absorbance of treated cells/ 

absorbance of control cells x 100). Values 

are Mean±S.E. (n=5). 

멈추고 microplate absorbance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 장으로 흡 도를 측정하 다. 

7. 통계처리방법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 test 방법을 사용

하 으며, 값은 평균과 표  오차로 나타냈다. 

Ⅲ. 연구결과

  Flavonoid의 일종인 baicalin이 조골세포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MG63 세포를 이용하여 조

골세포의 세포증식율, 세포생존율, 염기성 인산분해

효소 활성  OPG 분비량을 측정하 다. 

  Baicalin이 조골세포의 세포 증식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실험에 사용한 모든 농도

에서 조골세포의 세포 증식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으며 (Fig. 1), 세포 생존율에는 향이 없었다 

(Fig. 2). Baicalin이 조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조골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며, 

표지 효소로 알려진 염기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을 

검사한 결과, 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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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baicalin on the alkaline phos-

phatase activity of osteoblastic cells.

MG63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aicalin for 72 hours. After 

removal of the media, enzyme activity was 

measured by spectrophotometric method 

using p-nitrophenyl phosphate as a 

substrate. The enzyme activity was 

calculated as nmole substrate cleaved/min/ 

mg protein. Enzyme activity was expressed 

with percent ratio (Activity of treated 

cells/activity of control cells x 100). Values 

are Mean±S.E. (n=5). *p<0.05, ** p<0.01.

며, 0.01  1 μg/ml의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Fig. 3). 

  Baicalin이 골세포 생성의 생리  억제제 역할을 

하는 OPG 분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조

골세포로부터 OPG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1  10 μ

g/ml 의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Fig. 

4). 

Ⅳ. 총   고찰

  병 인 골조직의 괴는 여러 다른 원인에 계없

이 조골세포에 의한 골조직 형성에 한 골세포에 

의한 골조직 괴의 비율이 증가되어 나타난다. 따라

서 괴가 증가된 상태인 골다공증환자에서나, 성

장장애를 가진 소아인 경우 치료의 궁극 인 목 은 

정상 인 골량을 증가시키며, 의   부작용의 

험을 이는 것이다. 골형성에 있어서 무기질뿐만 

아니라 골기질 단백질의 사에 한 연구의 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골기질의 성분을 주로 합성하는 조

Fig. 4. Effects of baicalin on the osteoprotegerin 

secretion of osteoblastic cells.

MG63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aicalin for 24 hours. OPG 

secretion into the culture medium was 

measured by the ELISA kit. OPG secretion 

was expressed with percent ratio (OPG 

secretion of treated/control cells x 100). 

Values are Mean±S.E. (n=5). ** P<0.01. 

골세포는 미분화 간엽세포로부터 유래하며,
14)
 세포질

에서는 과립형질내세망이 발달해 있고, 골지체, 사립

체가 존재하며, 활발한 사작용으로 석회화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막에 당단백효소인 염기성 

인산분해효소를 갖고 있다.15) 

  통 으로 사용되던 식물들에서 골다공증과 의 

에 한 치료효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16-18)

 최근 

몇 연구에서는 epimedium species로부터 분리한 

total flavonoid 들이 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진

함이 보고되었으나,
12,18-21)

 이와는 달리 gusuibu에서 

추출한 flavonoid나 quercetin과 같은 다른 종류의 

flavonoid가 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억제하는 결

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22,23)

 

  Baicalin (7-glucuronic acid, 5,6-dihydroxy-

flavone)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  활성을 나타

내며, 주로 항산화 작용과, 면역 반응을 조 함이 알

려져 있다.24) 한 baicalin은 백 구, 치은섬유아세포 

 치주인 세포 등에서 활성화 산소종, pro-matrix 

metalloproteinase, pro-inflammatory cytokine 과 

prostaglandin E2 등을 조 한다고 보고되었다.24,25) 

한 baicalin으로 표면을 변화시킨 poly D, L-lactic 

acid film 에서 조골세포의 부착과 세포증식이 유의

하게 증가되었다는 보고도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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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골조직의 형성이 진되기 해서는 골을 

형성하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성장과 분화가 필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lavonoid 인 baicalin 이 

조골세포에 성장과 분화에 미치는 향을 찰하

다. 사람의 골육종 (osteosarcoma)에서 분리한 세포

주인 MG63 세포주를 조골세포의 실험모델로 이용하

으며, 이 세포주는 염기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 골

조직 단백질의 형성 등 조골세포의 특징을 갖고 있어 

조골세포의 실험모델로 리 이용되는 세포주이다. 

조골세포를 배양하면서 baicalin을 첨가한 경우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골세포의 증식  세포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조골세포의 염기성 인산분해효소는 세포막에 결합

되어 있는 효소로써 조골세포의 표지효소로 이용되

며 골조직 형성의 여러 단계에 여할 것으로 추측되

며,
27,28)

 본 연구에서는 baicalin이 조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조골세포 활성의 지

표로 염기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실

험에 사용한 모든 농도에서 조골세포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 활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baicalin이 조골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증식에 한 향 없이 활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OPG 는 조골세포 등으로부터 분비되어 조골세포

의 세포막에 있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RANKL)와 강한 결합력을 가

짐으로써, 골세포 구세포 혹은 골세포 막에 존

재하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RANK)와의 결합을 방해하는 생리  억제제이다.
29)
 

본 연구에서는 baicalin이 골세포의 생성  활성을 

조 하는 주요 단백질의 하나인 RANKL의 강력한 

억제제인 OPG의 생성을 확인하기 하여, 조골세포

로부터 OPG의 분비량을 측정하 다. 조골세포로부

터 OPG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1  10 μg/ml 의 농도

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 baicalin은 조골세포의 세포 증식율에

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염기성 인산분해효소 활성

을 증가시키며, OPG의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골세

포의 생성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견되고, baicalin

이 조골세포의 조 작용을 하는 물질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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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Baicalin on the Proliferation and Activity of Osteoblastic Cells

Seon-Yle Ko, D.D.S.,PhD. 

Department of Oral Biochemistry, School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Baicalin is a flavonoid compound isolated from the medicinal plant Scutellaria baicalensis. It is known to affect multiple 

b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of antibacterial, anti-viral, anti-inflammatory and analgesic effects. Baicalin can inhibit 

nuclear factor-kappaB activa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some flavonoids possess the effects of bone metabolism.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possible cellular mechanism of action of baicalin in osteoblasts. The 

effects on the osteoblast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cell proliferation, cell viability,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nd 

osteoprotegerin secretion. Baicalin has no effect on the osteoblastic cell proliferation and cell viability. Baicalin treatment 

showed increase in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nd osteoprotegerin secretion of osteoblasts. Thus, baicalin may be a 

regulatory protein within th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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