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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32-3555가 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목

Osteoclast는 큰 multinucleated세포로,monocyte-macrophagelineage세포에서 분

화되어 pre-osteoclast그리고 multinucleatedmatureosteoclast로 분화되어 오래된

골을 제거하고,조골세포에 의한 새로운 골형성과 더불어,지속 인 boneintegrity

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Ro32-3555는 typeⅡ collagenase의 선택 억제제로 개발

된 약이다.본 연구에서는 Ro32-3555의 기존에 알려진 연골에 한 효과 뿐 아니

라 골 괴에 요한 세포인 osteoclast의 분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 다.

연구재료 방법

Mousebonemarrow의 primarymacrophage를 배양하여 정상 인 분화조건과 Ro

32-3555가 다양한 농도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각각 분화시켜 어떤 차이 이 있는지

조사하 다.Trapstaining,Westernblot,RT-PCR을 통해 세포의 분화 정도와 성

숙 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Ro-32-3555는 mousebonemarrow의 primarymacrophage가 osteoclast로 분화되

는 과정을 진하며,배지 내 농도가 10nm 이상이면 진효과가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났다. 골세포 분화에 여하는 c-Fos와 NFATc1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핵세포로의 융합에 여하는 DC-STAMP의 발 을 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Ro32-3555는 골세포의 분화 과정 다핵세포로의 융합을 진시켜 primary

macrophage가 mature 골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진한다.

주요어:Ro-32-3555, 골세포,DC-STAMP

학 번:2008-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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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의 형성,흡수, 구조물(osteoarchitechture)의 유지에는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여한다. 에는 각기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계통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는 를 생성하고 유지시키는 형성세포(osteoblast), 를 흡수하는 괴세포

(osteoclast)가 그것이다.Osteoblast와 Osteoclast는 골의 생성과 괴 과정 즉,

boneremodeling을 매개한다.서로 기원이 다른 이 두 가지 세포는 골 사의 요

한 조 자이다.노후한 를 새로운 로 체하는 것을 교체(boneturnover)

는 재형성(remodeling) 이라고 한다. 실제로 성인의 골격은 osteoclast와

osteoblast의 조화로운 활동에 의하여 지속 으로 괴되고 새로 형성된다.이때

osteoclast는 오래된 골을 제거하고,새로운 골을 형성하여,지속 인 boneintegrity

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1).

Osteoclast는 큰 multinucleated세포로,monocyte-macrophagelineage세포에서 분

화되어 pre-osteoclast 그리고 multinucleated mature osteoclast로 분화된다.

Osteoclast의 분화는 mesenchymalcells에 의해 cell-to-cellcontact에 의해 매개되

며,osteoclastprecusorcell의 생존을 유지할 때 필요한 신호분자인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M-CSF)와 osteoclast 분화의 master라 할 수 있는

nuclearfactorofactivatedTcells,cytoplasmic1(NFATc1)의 발 을 강력하게 유

도하는 receptoractivatorofnuclearfactor-kB(NF-kB)ligand(RANKL),그리고

tumornecrosisfactor(TNF)-familycytokine등에 의해 조 된다2)3).

Osteoclast는 mononuclearosteoclast가 cell-cellfusion에 의해 multinuclearcell을

형성하고 이러한 cell-fusion이 osteoclast의 resorbingactivity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골흡수 과정에서 이러한 기 은 필수 이며,이러한 fusion에는

DC-STAMP라는 seven-membrane-region receptor dendritic cell-specific

transmembraneprotein이 기능한다.

본인이 실험에 사용한 Ro-32-3555는 orallyactivecollagenase의 선택 억제제로

typeⅡ collagen의 cleavagesite를 target으로 개발된 약이다.본 연구에서는 Ro

32-3555의 기존에 알려진 연골에 한 효과 뿐 아니라 골 괴에 요한 세포인

1) WilliamJ.Boyle,etal.,Osteoclastdifferentiationandactivation,Nature,2003;423(6937):337-342.

2) TakayanagiH,Osteoimmunology:sharedmechanismsandcrosstalkbetweentheimmuneand

bonesystems,NatRevImmunol,2007;7(4):292-304.

3) TakayanagiH,Mechanicalinsightintoosteoclastdifferentiationinosteoimmunlogy,JMolMed,

2005;83(3):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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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clast의 분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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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andMethods

Reagent

Anti-NFATc1항체는 SantaCruzBiotechnology,Inc.(SantaCruz,CA)와 구입하

다.Anti-c-Fos항체는 UpstateBiotechnology,Inc.(Charlottesvile,VA)에서 구

입하 다.역 사효소 (reversetranscriptase)로 사용한 SupertranscriptⅡ reverse

transcriptase는 Invitrogen(Carlsbad,CA)에서 구입하 으며,TRAPstainingkit과

anti-actin항체는 SigmaAldrich(StLouis,MO)에서 구입하 다.

Cellculture

Primarymacrophage는 5주령 암컷 ICRmouse의 tibia와 femur의 골수로부터 얻

었다.Bonemarrow cells는 a-MEM으로 세척한 후 구를 분해하기 해 ACK

buffer처리를 한다.Primarybonemarrow은 10% FBS가 포함된 a-MEM media

에 24시간 동안 배양시켜 부착 배양하는 기질세포(stromalcell)을 제거하 다.상층

의 부유세포 (Floatingcells)를 6welldishes(2×106/well)에 깔고 30ng/mlM-CSF

존재 하에 72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식세포 (primarymacrophage)로 분화를

유도하 다.이 과정에서 얻은 primarymacrophage를 골세포의 구세포로 사용

하 다.

Bonemarrow derivedmacrophages(BMMs)은 96well(2×104/well)에 100ng/ml

RANKL과 30ng/ml M-CSF,그리고 다양한 농도의 Ro -32-3555이 포함된

a-MEM에서 배양함으로써,Ro-32-3555가 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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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rate-resistantacidphosphatase(TRAP)staining

성숙한 골세포는 25% citratesolution,65% acetone,3% formaldehyde으로 구성

된 고정액(fixativesolution)에 30 간 고정한다.고정된 세포들은 PBS로 2회 세척

한 후 ,0.1% TritonX-100을 1분간 처리해 투과도를 높인다.제조자의 지시에 따

라 만든 TRAP염색 용액을 세포에 처리한다.이후 습도 36% 인 암조건에서 10분

간 염색액을 처리 후 세포를 탈염수(deionizedwater)로 3회 세척함으로써 성숙한

골세포 분화를 확인하 다.

Westernblot

세포를 lysisbuffer(20mM Tris-HCL(pH 7.5),150mM NaCL,1mM Na2EDTA,

1mM Ma3VO4,1mM NaF,10μM PMSF,1μg/mlaprotinin,1% NP-40)에 넣고 10

분간 끓여서 용해시킨다.단백질은 SDS polyacrylamidegel을 이용한 기 동

(electrophoresis)으로 분리한다.이후 단백질은 polyvinylidenedifluoride(PVDF)

membrane으로 옮긴다.Membrane을 blocking하기 해서 5% skim milk을 포함한

TBST buffer에 1시간 정도 둔다(4℃). Primary antibody의 부착을 해

anti-NFATc1와 anti-c-Fos항체를 1:1000의 비율로 포함한 TBST에 membrane을

넣고 overnightincubation을 시킨다.그 후 primary antibody의 isotype에 맞는

Horseradishperoxidaseconjugatedsecondaryantibodies을 이용해 해당 단백질 발

을 확인하 다. Secondary antibodies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enhanced

chemiluminescence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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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BMMs은 1,2,3일 동안 M-CSF (30 ng/ml)와 함께 배양한다.TRIZOL

(Invitrogen)을 이용해 totalRNA를 분리하여 superscriptIIreversetranscriptase

(Invitrogen)을 이용한 reversetranscription에 사용될 2μg의 RNA을 얻을 수 있었

다. PCR 반응은 우선 95°C에서 5분간 denaturation시킨 후,95°C에서 30 간

denaturation,56°C 에서 30 간 annealing,72°C에서 30 간 extensio의 reaction

cycles을 거친다.PCR에 사용한 primer의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c-Fos,5′

-CTGGTGCAGCCCACTCTGGTC-3′ (sense)and5′

-CTTTCAGCAGATTGGCAATGCC-3′(antisense);NFATc1,5′

-CAACGCCCTGACCACCGATAG-3′ (sense)and5′

-GGCTGCCTTCCGTCTCATAGT-3′(antisense);HPRT,5′

-CCTAAGATGATCGCAAGTTG-3′ (sense)and5′

-CCACAGGGACTAGAACACCTGCTAA-3′(antisense);DC-STAMP(Tm7sf4),

5’-GACCTTGGGCACCAGTATTT-3’(sense)and

5’-CAAAGCAACAGACTCCCAAA-3’(antisense) ; ATPase,

H +transportinglysosomalV0subuintD2(Atp6v0d2),

5’-AGTGCAGTGTGAGACCTTGG-3’(sense)and

5’-TCTGCAGAGCTTCTTCCTCA-3’(antisense).

PCR 결과물은 1.5% agarose gel 기 동(electrophoresis)을 시행한 후,

ethidiumbromide으로 염색하여 UVilluminator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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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steoclastogenesis에 Ro-32-3555의 향을 알아보기 해서 잘 알려진 bone

marrow macrophage(이하 BMM)model을 이용하 다.BMM을 mouse에서 추출한

후 M-CSF(30nm)와 RANKL(100nm)을 처리하고 3일 배양하면 osteoclast의 분화가

완료된다.분화의 정도는 학 미경을 통해서 확인하 다.

Ro-32-3555는 BMM이 Osteoclast로 분화하는 것을 진한다.

Ro-32-3555가 osteoclast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0nm에서

500nm까지 농도의 Ro-32-3555가 있는 상태에서 BMM의 osteoclastogenesis를

찰하 다.BMM을 M-CSF가 있는 media상태에서 약 24hr간 안정화 시킨 후

RANKL을 첨가하여 osteoclastogenesis를 시작하 다.이때 RANKL과 함께 여러

농도의 Ro-32-3555을 첨가하 다.용매로는 dimethyl-sulfoxide(DMSO)가 사용되

었으며 Ro-32-35550nm에는 동량의 DMSO를 첨가하 다.3일간 incubation후에

Osteoclastogenesis가 끝나면 TRAPstaining을 해서 분화가 된 osteoclast를 학

미경 하에서 찰하 다.다핵세포인 osteoclast는 다른 조직 세포나 그들의 구

세포에 비해 훨씬 큰 세포이므로 학 미경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괴세포는 주로 무리지어 있다.Osteoclast는 세

포질 소포 공포에 tartrate 항성 산성인산분해효소(tartrate-resistantacid

phosphatase,TRAP)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화학 으로 이 효소를 검사함으로써 다

른 거 세포(giantcell)나 큰 포식세포로부터 이 세포를 감별할 수 있다.BMM의

분화가 Ro-32-3555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Ro

-32-355510nM 조건에서부터 육안으로 유의미한 osteoclast분화의 증가가 찰되

었고,100nM,500nM 두 조건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따라서 Westernblot과

RT-PCR에서 실험조건은 Ro-32-355510,100nM 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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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R0 10 M+R+ Ro 100 M+R+ Ro 500

<그림1>TRAPstaining결과,BMM의 분화가 Ro-32-3555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Ro-32-355510nM 조건에서부터 육안으로 유의

미한 osteoclast분화의 증가가 찰되었고,100nM,500nM 두 조건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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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32-3555는 c-Fos,NFATc-1의 proteinlevel에는 향을

주지 못한다.

Ro-32-3555가 어떤 방식으로 osteoclast분화를 진하는지 알아보기 해 BMM

의 osteoclastogenesissignalingpathway를 살펴보았다.

Osteoclast분화의 latesignal인 c-Fos와 NFATc-1의 proteinlevel을 알아보기

해 Westenblot을 시행하 다.BMM을 M-CSF30ng/ml,RANKL100ng/ml그리

고 Ro-32-3555을 각각 10nM,100nM 처리한 후 24hr,48hrincubation하 다.이

들 sample을 Westernblot을 통해 activatedc-Fos와 NFATc-1protein양을 측정

하 다.<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ANKLsignal에 의하여 24hr,48hr로 갈수

록 증가하나 Ro-32-3555의 농도에 따른 protein의 양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NFATc-1은 osteoclastogenesis의 마지막 단계에서 autoamplification되어 활성화

되는 trasncriptionfactor이다.RANKL처리 후 24hr,48hr의 Westernblot을 비교

해본 결과,c-Fos에서와 마찬가지로 Ro-32-3555농도별 NFATc-1의 protein발

의 양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결과로 Ro-32-3555는 RANKLsignalingpathway의 조 로 osteoclastogenesis

를 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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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MM에 Ro-32-3555를 처리한 후 protein level을 측정하기 한

Westernblot.c-Fos,NFATc-1의 proteinlevel에는 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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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32-3555는 DC-STAMP의 mRNA level을 증가시킨다.

앞선 실험으로 Ro-32-3555가 RANKL pathway의 c-Fos,NFATc-1의 protein

level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확인하 다.이번에는 osteoclast분화 후 fusion에 향

을 주는 DC-STAMP(dendritic-cell-specific transmembrane protein)와

V-ATPaseV0d2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RT-PCR을 실시하 다.

이들 fusion regulating molecule에 의해 BMM으로부터 분화된 mononuclear

osteoclast는 이후 osteoclastcell-cellfusion을 거쳐 multinuclearmatureosteoclast

가 된다.

BMM을 M-CSF 30ng/ml,RANKL 100ng/ml그리고 Ro-32-3555을 각각 10,

100nM 처리한 후 24hr,48hrincubation하 다.이들 sample을 RT-PCR을 통해

c-Fos,NFATc-1,DC-STAMP,V-ATPaseV0d2의 mRNA양을 비교하 다.<그림

2>와 동일한 결과로 c-Fos,NFATc-1그리고 V-ATPaseV0d2는 Ro-32-3555의 농

도와 무 한 양상을 보 다.반면 DC-STAMP는 Ro-32-3555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RNA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따라서 <그림 1>에 보이는

multinuclearmatureosteoclast의 증가는 DC-STAMP에 의한 cell-cellfusion의 증

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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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MM에 Ro-32-3555를 처리한 후 mRNA level을 측정하기 한 Real

time-PCR.<그림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c-Fos,NFATc-1의 mRNA level에는

향을 주지 못했다.그러나 DC-STAMP의 level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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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실험의 목 은 Ro-32-3555가 RANKL에 의해 유도되는 mousebonemarrow

macrophage의 osteoclastogenesis의 진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재까지 얻은 실

험 결과를 통해 Ro-32-3555은 10nM의 농도에서 osteoclast의 fusion을 진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BMM을 Osteoclast로 분화시킨 후,Western blot으로 확인해본 결과 c-Fos,

NFATc-1의 protein발 에는 Ro32-3555가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물질이 osteoclastogenesis의 signalingpathway에 직 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그러나 real-timePCR의 결과 DC-STAMP의 mRNA level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아 osteoclastfusion을 진하는 기 에 의해 osteoclastmaturation

에 필요한 cell-cellfusionrate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골의 발생 는 재생 시에 골이 형성되는 경우,한 층에서 골조직의 신생이 진행되

는 한편 그 반 측에서는 골 조직의 괴,흡수가 진행된다.이때 osteoclast가 골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bonematrix를 생리학 으로 흡수하는 유일한 cell이다.이러

한 osteoclast는 hematopoietic stem cell(HSC) 유래로 macrophage/monocyte

lineagecell에서 기원한다2).

Osteoclast는 mononuclearosteoclast가 cell-cellfusion에 의해 multinuclearcell을

형성한다. 부분 다수의 핵(2~20개)를 갖춘 지름 20~200μm의 형 부정형 다핵세

포로 작용하며, 이러한 fusion에는 DC-STAMP라는 seven-membrane-region

receptordendriticcell-specifictransmembraneprotein이 기능한다4).

DC-STAMP는 macrophage/monocytelineagecell이 RANKL에 의해 stimulation

된 후에 발 된다.DC-STAMP는 440 amino acid로 구성된,seven putative

transmembraneregion을 가진 molecule로 humanchromosome8q-22-23과 mouse

chromosome15133.1에 치한다5).

DC-STAMP deficientmice의 BMM에서 분화된 osteoclast는 mononuclear이며

bone-resorbingactivity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Sudaet.al.에 의하면,wild-type에

서 분화된 osteoclast와 DC-STAMPdeficientmice에서 분화된 osteoclast를 각각

4) MitsuruYagi,etal.,RoleofDC-STAMPincellularfusionofosteoclastsandmacrophagegiant

cells,JBoneMinerMetab,2006;24(4):355-358.

5) TakeshiMiyamoto,Thedendriticcell-specifictransmembraneproteinDC-STAMPisessential

forosteoclastfusionandosteoclastbone-resorbingactivity,ModRheumatol,2006;16(6):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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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한 결과를 보면 후자의 bone-resorbingactivity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들 두 group의 osteoclast에서의 총 nuclei개수는 동일하 으나,이러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은,cell-fusion이 osteoclast의 resorbingactivity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5).

한 Miyamotoet.al.에 의하면,DC-STAMP-defcientmice에서 osteoclast분화와

maturationtranscriptionfactor는 wildtype에서와 동일하게 발 된다.그러나 골흡

수능은 히 감소하며 osteopetrosis가 나타난다.따라서 multinuclearosteoclast

가 더 높은 골흡수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Soft X-ray analysis 결과

DC-STAMP-/-의 경우 bonemineraldensity(BMD)와 bonevolumepertissue

volume(BV/TV)가 증가한다.즉,osteoclastfusion이 방해되면 invivo에서 bone

volume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DC-STAMP는 본래 dendriticcell이나 interleukin(IL)-4stimulatedmacrophage등

에서 발견되었다.DC-STAMP-/-osteoclast를 자 미경으로 ruffledborder를

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osteoclastcell-cellfusion에는 필요하나 mononuclear

osteoclast분화에 필요한 요소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DC-STAMPdeficientmice에서 분화된 BMM은 multinuclearosteoclast를 생성하

지 않으나 in vitro에서 TRAP activity는 동일하게 찰된다. 한 osteoclast

marker와 trancriptoionfactor인 RANKL,c-Fos,NFATc-1은 wild-type과 동일하

게 발 된다.따라서 DC-STAMP는 cellularfusion을 제외한 osteoclastogenesis에

는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Bone-resorptionassay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DC-STAMP-deficientosteoclast와

wild-typeosteoclast의 bone-resorbingarea를 비교한 결과,이들 두 osteoclast에서

총 nuclei개수는 동일했으나 자에서 히 area가 작았다4).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Ro-32-3555는 orallyactivecollagenase의 선택 억제제로

typeⅡ collagen의 cleavage site를 target으로 개발된 약이다.Ro-32-3555는

osteoarthritismousemodel에서 강 폐쇄와 osteophyte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

하고 연골의 괴 변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골의 주된 구성성분

인 typeⅡ collagen은 collagenase에 의해 비가역 으로 cleavage된다.이로 인해

carilage의 integrity를 잃게 되고,결과 으로 jointinstability를 가져오게 되는데,

Ro-32-3555는 collagenaseselectiveinhibitor로 typeⅡ collagen의 collagenase

cleavagesite와 경쟁 으로 작용한다.TypeⅡ collagen은 cartilage의 주요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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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collagenase에 의해 비가역 으로 괴된다.Bottmley et.al.,에 의하면

Rheumatoidarthritis에서 cartilage의 integrity소실과 그에 따른 jointfailure에도

이러한 기 을 따른다.Ro-32-3555rheumatoidarthritis에서 연골의 만성

괴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Rheumatoidarthritis의 articularcartilage와 bone

괴의 기 을 살펴보면,우선 joint로 leukocyteinfiltration으로 synovitis가 유발되

고 뒤이어 형성된 pannus에 의해 괴 작용이 일어난다.Ro32-3555는 articular

catilage를 pannusformation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고도 보호하는 기 을 가진다.

따라서 anti-inflammatorymechanism에 의한 작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Pannus

는 증식하는 synoviallining latercell과 infiltrating mononuclearcell로 구성된

articularcartilage와 bone의 주요 괴 물질이다.

비 실험으로 알아본 결과 Ro-32-3555가 오히려 osteoclastogenesis는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에 알려진 collagenase억제에 의한 염 감소 효과와

는 달리 골세포에 의한 remodeling과 연 해서 새로운 치료법의 제시에 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Ro-32-3555가

anti-collagenase effect를 통해 osteoarthritis(OA)에서 catilage의 destructive

change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32-3555의 기존에 알려진 연골에 한 효과 뿐 아니라 골형성과

괴에 요한 세포인 osteoclast의 분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Ro -32-3555는

3(R)-(cyclopentylmethyl)-2(R)-[(3,4,4-trimethyl-2,5-dioxo-1-midazolidinyl)methyl]

-4-oxo-4-piperidinobutyrohydroxamicacid)로,강력한 collagenases1,2,3의 경쟁

억제제 이다.Ro-32-3555의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osteoclastogenesis에 향을

다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 다.

Ro-32-3555는 humancollagenase1,2,3(Kiof3.0nM,4.4nM,3.4nM)와 matrix

metalloproteinasestromelysin1(Kiof527nM),그리고 gelatinaseA와 B(Kiof

154nM,59.1nM)를 억제한다.이는 collagenmatrix에 embed된 chondrocyte로부터

분비되는 collagenase를 억제하는 작용에 의한다6).

퇴행성 염(osteoarthritis,OA)은 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진 인 손상이

6) MichealBrewste,etal.,Ro32-3555,AnOrallyactivecollagenaseselectiveinhibitor,prevents

structuraldamage on the STR/ORT mouse modelof Osteoarthritis,Arthritis Rheum.

1998;41(9):163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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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을 이루는 와 인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

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의 염증성 질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염의

다른 형태인 류마티스 염(rheumatoidarthritis,RA)은 괴를 유발하

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골 괴를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염에서

내 골 괴는 골세포(osteoclast)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다.따라서 이들 염

의 치료에서는 골 괴를 억제하여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하다.이처럼

두 종류의 염에서 골세포는 손상의 주된 기 에 여한다.우리는

Ro-32-3555가 osteoclastogenesis를 억제해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염

에서 bonedestruction을 억제하거나 반 로 이를 진해 boneremodeling에 향

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실험 결과 Ro-32-3555는 osteoclast의 분화를 진하므로

류마티즘과 osteoarthritis에서 만성 인 articulatingcartilage의 괴를 진할 것이

라고 상된다.

기 류마티즘 염은 구조 괴가 일어나기 에 aggressive therapy와

remissionintervention을 시행하는 경우 정상 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7).그

러나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한 Ro-32-3555는 collagenase에 한 결과와는 반 로

osteoclast에 작용하므로 Rheumatoidarthritis와 osteoarthritis에서 Ro-32-3555치

료는 의 구조 괴를 방하고 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E.J.Lewis,etal.,Ro 32-3555,an orally activecollagenaseinhibitor,preventscartilage

breakdowninvitroandinvivo,BrJPharmacol.1997;121(3):5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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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Ro-32-3555onosteoclast

differentiation

ChoiEu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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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steoclasts are large multinucleated cells that originate from

monocyte-macrophagelineage.Matureosteoclastsdegradeateoldbonesandwith

new boneformation,itcanmaintainboneintegrity.Ro-32-3555isaselective

typeⅡ collagenaseinhibitor.HereIshow thatnotonlytheknowneffectof

Ro-32-3555aboutanti-cartillagedegradation,butalsotheeffectof Ro-32-3555

aboutosteoclastogenesis.

MaterialsandMethods

Primarymacrophageofmousebonemarrow wereculturedondifferentmedia

fordiffentiation.Oneofthem containRo-32-3555.Trapstaining,Westernblot

andRT-PCRwereusedtoshow theeffectofRo-32-3555onosteoclastogenesis.

Result

Acceleration of osteoclastogenesis was shown in media containing 10nm

Ro-32-3555.c-Fos and NFATc1,modulators ofosteoclastogenesis were not

affectedbyRo-32-3555,butincreasedDC-STAMP,whichhaveacriticalrolein

cell-to-cellfusiontomakemultinucleatedmatureosteoclast,wasincreased

Conclusion

Ro-32-3555increasesexpression ofDC-STAMP,cell-to-cellfusion signaling

molecule for osteoclast maturation, therby accelerates differentiation of

osteoclastsfrom bonemarrow macrophage.



18

keywords:Ro-32-3555,Osteoclast,DC-STAMP

Studentnumber:2008-22129


	Introduction 
	Materials & Methods
	Reagents
	Cell culture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staining
	Western blot
	Real-time

	Results 
	Ro-32-3555 accelerates osteoclastogenesis 
	Ro-32-3555 has no effect on protein levels of c-Fos and NFATc1
	Ro-32-3555 increases mRNA level of DC-STAMP

	Discussion
	Reference
	Abstract(in English)


<startpage>6
Introduction  1
Materials & Methods 3
 Reagents 3
 Cell culture 3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staining 4
 Western blot 4
 Real-time PCR
Results  6
 Ro-32-3555 accelerates osteoclastogenesis  6
 Ro-32-3555 has no effect on protein levels of c-Fos and NFATc1 8
 Ro-32-3555 increases mRNA level of DC-STAMP 10
Discussion 12
Reference 16
Abstract(in English) 1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