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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골은 일생 동안 형성과 흡수가 반복되며 리모델링되는 

역동적인 경조직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파골세포와 골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CSF, RANKL, IL-1, TNFα 등과 

같은 인자가 파골전구세포에 작용하여 각각의 신호전달계를 거쳐 

파골세포가 형성된다. MMP-9, MMP-14 는 파골세포 이주에 

관련이 있고 Cathepsin K 는 Type I 교원질과 비교원질 기질을 

분해하는데 참여한다. 인테그린은 세포 골격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파골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TRAP 는 기질분해 및 

파골세포의 부착능에 영향을 미친다. CXCL12/CXCR4, 

CXCL2/CXCR2 과 인지질인 Sphingosine-1-phosphate 은 파골 

세포의 이주현상과 관련이 있다. IL-6 과 LIF 는 골 흡수를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ncostatin M 은 다핵세포 형성은 촉진하나 파골세포-유전자 

발현은 일어나지 않는다. IL-4, IL-7, IL-10, IL-13 은 모두 

파골세포형성을 억제하여 골 흡수를 감소시켰다. 에스트로겐과 

칼시토닌은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각각 파골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거나 파골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프로락틴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파골세포에 영향을 끼친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비타민 D 는 

골모세포 및 파골전구세포에 작용하여 파골세포형성을 촉진한다. 골 

리모델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리간드들의 연구는 골 관련 질환의 기전을 이해하고 진단 

검사법의 개발, 질환의 예방 및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의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
주요어 : 리모델링, 파골세포, 파골세포형성, 사이토카인,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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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골조직은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장기 및 골수를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조혈 기능과 체내 무기질 항상성에 

관련되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골 조직은 

발생과정을 거쳐 처음 형성된 후에도 일생 동안 생성과 흡수를 

통해 리모델링 되며 조절되는 기관이다. 골의 미세구조는 유기체의 

생리학적인 요구에 따라 패턴화 되어있다. 골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또한 골의 대사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골 조직과 관련된 세포에는 골모세포(osteoblast), 

파골세포(osteoclast), 골세포(osteocyte) 등이 있다.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로부터 분화된 골모세포는 

골 기질을 형성하고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로부터 

분화된 파골세포는 골 기질을 흡수하는 역할은 한다. 수많은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들이 골모세포와 

파골세포 작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아직 

그 상세한 기전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골 리모델링의 불균형은 골격 구조의 불안함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병적 상태로 이행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파골세포로 

균형점이 옮겨져 골 흡수 활성이 과다해지면 대표적으로 

골다공증(osteoporosis)같은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골모세포로 

균형점이 옮겨져 골 생성 활성이 과다해지면 대표적으로 

골화석증(osteopetrosis)같은 질환이 나타난다. 골 리모델링 과정의 

불균형으로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골다공증, 

치주염(periodontitis), 류마티스성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전이성 악성 종양(meta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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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s), 신장성 골형성장애(renal osteodystrophy), Paget’s 

disease, 골화석증, 구루병(rickets) 등이 있다(1, 2).  

이러한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세포 중 하나인 

파골세포는 매우 크고 이동성이 있는 세포로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골수 유래 세포들이 파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 

융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이는 특징이다. 파골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분화하면서 골 흡수가 일어날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은 

특이적으로 분비되는 교원질 분해효소나 cathepsin K과 같은 

단백질 덕분이다. 활성화 과정을 통해 파골세포의 형태는 변하게 

되는데 활성화된 파골세포는 골 기질에 대한 표면이 불규칙적으로 

접혀 있으며 이것을 ruffled border라 부른다. Ruffled border의 

형성은 파골세포의 활성과 관계가 있다. ruffled border의 

주변으로는 액틴 필라멘트가 풍부하며 이는 골 기질에 부착하는 

지역이다. 부착으로 인해 골 기질과 파골세포로 둘러싸이게 되는 

영역이 생기고 이곳으로 파골세포가 양성자를 내보내어 

산성화시키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질분해효소가 분비된다.  

파골세포의 분화와 골 흡수의 활성은 수 많은 국소적 신호인자 

및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리간드가 있는 반면 골모세포에 영향을 끼쳐 간접적으로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리간드도 존재한다. 또한 파골 

전구세포 혹은 성숙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활성을 

조절하거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골 흡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agonist, antagonist, 억제자(inhibitor), 

항체(antibody) 등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골 관련 질환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파골세포형성(osteoclastogenesis) 및 

활성화(activation) 과정에 관한 현재까지 발표된 실험 논문 및 

리뷰 논문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NCBI 웹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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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에서 “osteoclast"와 각 리간드를 조합하여 검색어를 

구성하여 각 리간드 별로 파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논문 및 리뷰 논문들을 찾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골 조직의 대사 및 리모델링 과정을 이해도를 한층 

증진시키고 연관되어 나타나는 질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각도로 고찰하여 향후 새로운 치료법, 기존 치료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임상 치의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파골세포의 형성 

 

 

제 1 절 파골전구세포의 분화: M-CSF 

 

    골 흡수는 조혈세포에서 분화된 파골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며 

파골전구세포로부터 파골세포로의 분화, 증식, 성숙된 파골세포의 

활성도 등에 의하여 골 흡수의 정도가 결정된다. 골 표면에 

위치하는 조혈세포계통(hematopoietic lineage)인 

단핵세포(monocyte)와 대식세포(macrophage)가 파골세포로 

분화하는데 이 때, RANK-RANKL 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확인되면서 기질세포(stromal cell)과 골수세포(bone marrow 

cell)간의 접촉이 분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질에서 

유래한 인자들이 이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이 

과정에서 파골전구세포의 분화에 필요한 두 인자는 기질세포나 

골모세포에서 분비되는 M-CSF(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와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κB 

ligand)이며 이들은 파골전구세포의 RANK(Receptor Activa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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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actor κ B)의 활성으로 유발되는 세포 내 신호전달에도 

필수적이다(4). 

골모세포에서 생성된 M-CSF는 파골세포 전구체로의 분화와 

증식에 필수적인 사이토카인이고 tumor necrosis factor(TNF) 

cytokine 군에 속하는 RANKL 폴리펩티드는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모세포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type II 막관통 단백질이다(5). M-CSF가 골모세포에서 생성되어 

분비되면 파골전구세포의 c-Fms(Colony stimulating factor 1 

receptor) 와 결합하고 파골세포의 표면에 type I 막 단백질인 

RANK의 발현을 유도한다. 호르몬과 사이토카인 같은 다양한 골 

흡수 유발 인자들이 골 기질세포에서 RANKL를 발현하도록 하고 

골모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발현된 RANKL은 파골전구세포에 

존재하는 RANK를 세포간 접촉을 통해 인식한다. RANKL로 인해 

활성화된 RANK가 세포 내부로 신호전달을 개시하여 분화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파골전구세포는 파골세포로 

분화한다. 파골세포의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에는 

TRAP(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CATK(cathepsin 

K), calcitonin receptor, 인테그린(ανβ3-인테그린) 등이 

있다(6). 분화된 파골세포는 다른 파골세포와 융합되어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성숙한 다핵 파골세포로 성장한다.  

성숙한 다핵 파골세포는 골 리모델링(bone remodeling)을 

시작으로 이끄는 신호에 의해 활성화 된다.  RANK를 발현하는 

파골세포는 RANKL에 반응하여 액틴 세포체 골격의 재구성, 골 

표면과 세포막사이의 밀착 연접의 형성과 같은 세포 내부의 변화를 

거쳐 세포체는 극성으로 형태변화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본격적으로 골 흡수를 개시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7, 8) 

    활성화된 파골세포는 인테그린을 이용하여 골 표면에 

부착해있는데 ATP6i 복합체를 통해 침식시킬 골 주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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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화시킨다. ATP6i를 결핍시킨 쥐는 파골세포의 세포외부 환경 

산성화에 실패하여 골 흡수 능력이 저해된 골화석증을 보였다(9). 

흡수가 일어나는 지점으로의 효소 TRAP와 pro-CATK의 

세포외분비가 계속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으로 파골세포가 골 

표면을 침식시킨다. 교원질 조각이나 칼슘 및 인과 같은 분해 

산물은 순환계로 방출된다. 

 

 

제 2 절 RANKL과 OPG의 균형 

 

    골 흡수를 유발하는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의 수용기가 

파골세포에는 없고 골모세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파골세포의 분화에 골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0). 시험관 내(in-vitro) 실험에서 

파골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골수세포(bone marrow 

cell)와 기질세포(stromal cell) 혼합 배양 시스템은 파골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수용성 인자의 효과를 테스트하기에 적절했다. 

테스트한 용해성 단백질 인자 중 osteoprotegerin(OPG) 덕분에 

파골세포의 분화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많은 부분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11). 이외에도 혼합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비타민D, 부갑상선 호르몬, Interleukin-6 등과 같은 여러 

리간드가 파골세포가 아닌 주로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파골세포의 

형성과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골모세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골세포 형성과정에 참여한다. 

첫 번째는 M-CSF(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의 

생성이고 두 번째는 RANKL의 발현이다. M-CSF의 생산은 골 

흡수 유발 인자가 필요하지 않아도 일어나지만 RANKL은 이러한 

요소에 의존하여 생성된다(12, 13). M-CSF와 RANKL의 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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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골세포의 형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OPG가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참여하게 된다. 

골모세포에서 생산되는 OPG라는 RANKL의 유도 수용체(decoy 

receptor)는 RANKL에 결합하여 RANKL과 RANK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4). TGF-β(전환성장인자), 골 형태 형성 단백질(BMP), 

에스트로겐과 같은 물질에 의하여 생성이 촉진되는 OPG는 시험관 

내에서는 파골세포 형성을 차단하고 생체 내에서는 골 흡수를 

차단하여 골 밀도와 골 량을 조절한다(14).  

사람의 OPG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돌연변이시켜 

기능을 상실시키면 많은 경우에서 유년형 Paget’s disease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15). Paget’s disease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파골세포와 골모세포의 과활성으로 불량한 골이 

형성되는 질환이다. OPG를 전신에 투여하면 병적인 골 흡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골 관절염(osteoarthritis)과 

같은 질환에 OPG를 표적 물질로 이용하여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6, 17). 

RANKL과 OPG는 골 대사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담당하는 

결정적인 인자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골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OPG의 역할은 RANKL의 활성을 제어함으로써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것이다. 다양한 골 흡수 유발 

인자들에 의하여 결정된 RANKL과 OPG의 비율이 파골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얼마나 분화될지 결정하게 되고 이는 골 흡수량 및 골 

밀도의 조절로 이어진다.  

 

 

제 3 절 신호전달계 : RANKL, IL-1, T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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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L, IL-1, TNF는 파골전구세포에 존재하는 수용기에 

각각 결합하여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형성에 관여한다. 각 

리간드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된 신호전달 경로는 여러 단계에서 

조절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파골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다.  

RANKL-RANK 신호전달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정은 

TNFR-associated cytoplasmic factors(TRAFs)가 RANK의 

세포질영역 부위에 결합하는 과정이다(18). 그 중 TRAF6에 

결합하는 어댑터 단백질인 TAB2와 TAK1이 IKK1/2와 JNK1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IKK경로에서는 IKK1, IKK2를 통해 JNK 

경로에서는 MAPK 연관 인산화효소인 MKK7의 활성화를 통해 

신호전달이 시작된다 (19-21). 한 시험관내 실험에서는 IKK/JKL 

경로를 통해 CXCL2가 유도되어 파골전구세포의 증식, 부착, 

이주현상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22). 그 외에도 p38 경로,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ERK) 경로, Src 경로 등이 존재하는데 각각 

MKK6, MEK1, lipid kinase phosphatidylinositol 3-OH 

kinase(PI(3)K)와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AKT가 

참여한다(3, 23-25). 위 경로들의 활성화는 파골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 mi/Mitf 전사 조절자 활성, 이동능력부여, 

세포골격의 재배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25-27). 

IL-1(Interleukin-1)은 활성화된 단핵 포식세포에 의해 

생산되어 주로 선천면역의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이다. 

간접적으로 RANKL 유도, 골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자극하는 

능력을 가져 염증 상태에서 골 흡수를 유발할 수 있다(28). 막 

수용기는 IL-1RI, IL-1RII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하나의 막관통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IL-1RI을 통해 세포로 신호전달을 

개시한다. 이 때 IL-1R-associated kinase(IRAK)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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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IRAKs는 Myd88(myeloid differentiation 

factor 88)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29). IL-1이 

IL-1RI에 결합을 하면 IL-1RI이 동형이합체를 형성하고 

형태변화를 통해 MyD88, IRAKs, TAK1, TAB1, TAB2, TRAF6를 

포함하는 신호 분자의 활성을 유도한다(30). IL-1은 RANKL이 

RANK를 활성화시킨 신호전달경로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게다가 IL-1R1 수용기 혹은 c-fos를 

과발현시켜 IL-1만으로도 파골세포의 형성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31).  

TNF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 골용해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NF의 

세포막 수용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TNFR1(p55), TNFR2(p75)라 

부르고 TNF가 결합하면 NF-κB와 MAPK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신호전달이 이루어진다. TNF는 

골모세포와 간질세포를 자극하여 RANKL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파골전구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32). 그러나 TNF는 RANKL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RANKL만큼 효율적으로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33). 한편, 쥐의 실험에서 DNA 결합 단백질 

RBP-J는 생리적인 골 리모델링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TNF로 유도되는 파골세포 형성과 염증성 골 흡수 과정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RANKL, TNFα, IL-1 으로부터의 시작된 신호는 최종적으로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 물질인 

NFATc1(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을 활성화시킨다.  

NFATc1은 TRAP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cathepsin K, DC-STAMP (dendritic cell-specific 

transmembrane protein), αvβ3 인테그린과 같은 파골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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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유전자들의 발현을 이끈다. 그리고 파골전구세포는 점차 

파골세포로 분화되며 다핵세포를 형성하게 된다(6). 

 

 

제 3 장 파골세포의 특징적 생성물: MMP, 

cathepsin K, TRAP, 인테그린 

 

 

성숙한 파골세포는 수산화인회석, type I 교원질과 같은 골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 다양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생성하고 수소 

이온을 분비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효소는 

cathepsin K와 matrix metalloproteinase(MMP)가 속하는 

그룹이다. MMP는 세포외기질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세포막 

수용기 분해나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리간드의 방출,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의 활성 및 불활성을 일으킨다(35). MMP는 또한 세포 

증식, 이주, 분화, 세포자멸사 등과 같은 과정에도 참여한다. 

파골세포형성 촉진인자인 IL-1, TNF-α, PGE2는 MMP의 발현을 

유도하며 파골세포 형성억제 및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IFN-γ는 

MMP의 발현을 억제한다. MMP-9와 MMP-14를 결핍시킨 

실험에서 파골세포의 이동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종류의 MMP 중 MMP-9와 MMP-14가 파골세포의 이주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36). MMP-9는 분비되는 형태로 MMP-14는 

파골세포의 세포막에 위치한 형태로 교원질 분해 활성을 나타내어 

파골세포가 교원질 섬유의 그물망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37). 

파골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Cathepsin K는 CTSK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는 효소이다. 파골세포가 골흡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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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형태로 변하고 ruffled border가 형성되면 골 흡수가 일어나는 

지점으로 cathepsin K를 세포내 소포를 통해 분비시킨다. 이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 최적의 효소 활성을 보이며 type I 교원질과 

다른 비교원질 단백질의 분해한다. 다양한 염증 상황에서 IL-17A, 

IL-1a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Cathepsin K의 발현이 

자극 받는다(38, 39).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MP 억제자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Cathepsin K 유전자를 무력화시키거나 

억제자를 이용한 경우에 파골세포의 활성이 강하게 억제되었다 (40, 

41).  

인테그린은 세포와 세포 혹은 그 주변환경과의 신호를 

매개하는 세포표면 수용기군이다. 인테그린이 매개할 수 있는 

신호전달에는 세포 성장 및 분열, 세포 생존, 세포 분화,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신호들이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테그린에 

속하는 수용기는 α1β1, α2β1, α3β1, α4β1, α5β1, α6β1, 

α7β1, αLβ2, αMβ2, αIIbβ3, αVβ1, αVβ3, αVβ5, αVβ6, 

αVβ8, α6β4가 있으며 그 중 파골세포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인테그린은 αVβ3이다(42). αVβ3은 막관통 수용기로써 1985년 

Pytela 연구진이 태반으로부터 처음 정제한 것으로 

이형이합체(heterodimeric)이다. 처음에는 vitronectin receptor로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αVβ3에 결합하는 리간드 중에 가장 먼저 

발견 된 것이 vitronectin이었기 때문이다(43).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vitronectin은 αVβ3뿐 아니라 αⅡbβ3, αVβ5, αVβ1 

등 다른 인테그린에도 결합을 할 수 있고 αVβ3 역시 osteopontin, 

fibrinogen, fibronectin, laminin, thrombospondin, von willebrand 

factor 등 다양한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형이합체 

세포막 당단백인 αVβ3는 1018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중쇄 αV 

subunit과 762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경쇄 β3 subunit으로 

이루어져 있다(44). 파골전구세포에서는 αVβ5가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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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나 파골세포로 분화하면서부터는 αVβ3로 교체된다(45). 

αVβ3 는 osteopontin 같은 기질 단백질에 존재하는 

RGD(Arg-Gly-Asp) 부착 모티프를 인식하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outside-in signaling’으로 이끄는 인테그린 수용기의 형태 

변화를 이끈다. 이러한 신호전달로 인해 파골세포 내부에서 

세포골격 재구조화가 시작된다(46). 세포는 극성 형태로 바뀌고 

인테그린에 의해서 침식시킬 골 표면에 부착된다. 성공적으로 

분화한 파골세포가 골 기질을 제대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골 흡수가 

일어날 지역에 이주를 한 후 그 부위의 골 표면에 제대로 부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골세포가 형성하기 까지 수많은 조절 인자가 

있었지만 인테그린수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골 표면의 

부착에 실패해서 골 흡수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인테그린이 골 흡수를 위한 파골세포의 세포골격을  

재배열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47). 

게다가 vitronectin , osteopontin 과 같은 리간드와 결합하지 않은 

인테그린 수용기는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인테그린이 파골세포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48).  

TRAP(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는 

metallophosphatase 로 파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며 골 흡수를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어 기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49). 단백질 분해 처리과정을 통해 활성화된 

TRAP 는 OPN(osteopontin)과 같은 골 기질 단백질을 탈인산화 

시키는 원리로 생물학적 활성을 조절한다(50). 인산화된 RGD-

motif 가 파골세포의 부착능과 이동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TRAP 역시 OPN 인산화 여부에 영향을 주어 파골세포의 부착능을 

조절시킬 수 있었다(51). 종합하면 파골세포가 이동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TRAP 의 분비는 인산화된 OPN 의 농도기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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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이것은 인테그린의 부착능 차이를 야기하여 파골세포의 

이주가 일어나는 것 같다. 

 

 

제 4 장 Chemotactic ligand 

 

 

제 1 절 CXCL12/CXCR4, CXCL2/CXCR2 

 

SDF-1(Stromal cell Derived Factor-1)이라고도 불리는 

CXCL12(Chemokine ligand12)는 기질세포, 골모세포, 파골세포 

등 여러 세포에서 방출되는 리간드다. 그것의 수용기인 CXCR4는 

7개의 막관통 G단백질이 연계된 수용기로 조혈모세포와 파골세포에 

발현된다(52). CXCL12는 그것의 수용기인 CXCR4에 결합하여 

파골전구세포를 소집하여 화학주성을 자극하여 골수에 머물러 있게 

한다(53).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하고 골 흡수 활성을 높이는 

작용으로 인해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많은 염증성 질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54). CXCL12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자가분비 혹은 인접분비 방식으로 자극하고 골과 관련된 악성종양, 

골에 전이된 종양의 골 용해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55). 하지만 CXCR4의 유전자를 파괴시킨 경우 

파골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5). CXCR-

CXCL의 복잡한 기전은 세포주변환경에 따라 조혈모세포주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 같다.  

    CXCL2(chemokine ligand 2)는 CXC chemokine 군에 속하는 

사이토카인으로 단핵구나 대식세포에서 분비되어 조혈줄기세포의 

화학주성을 담당한다(56). 파골전구세포의 RANK가 RANKL로부터 

활성화되면 JNK와 NF-kB 신호전달경로에 의존하여 CXCL2가 



 

13 

 

유도된다. 이것의 수용기인 CXCR2는 파골전구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데 이것으로 CXCL2는 자가분비 혹은 인접분비의 방식으로 

파골전구세포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시험관내 실험에서 

CXCL2가 파골전구세포의 부착, 이주의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에 더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서는 CXCL2가 골 침식을 유도함을 확인했다(22).  

 

 

 

제 2 절 Sphingosine-1-phosphate 

 

    Sphingosine-1-phosphate는 세포막에서 발현하는 G단백질과 

연관된 수용체와 반응하여 혈관생성, 혈관투과 및 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sphingolipid이다(57). 

Sphingolipid는 serine 상단 부(head group)와 1 또는 2개의 

지방산꼬리로 구성된 세포막 구성성분이다. 그들은 쉽게 대사되어 

sphingosine으로 변환되는데 대부분의 세포에서 sphingosine은 

sphingosine kinases 1 and 2에 의해 ATP에 의존하여 인산화될 

수 있다. 다양한 성장인자, 호르몬, 사이토카인에 의해 조절되는 

sphingosine kinases는 S1P의 급성 반응성 생성과 순환계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것의 합성 직후에 자유 S1P는 세포내의 S1P 

lyase에 의해 분해되거나 S1P phosphatases에 의해 탈 인산화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골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S1P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다. 대조적으로 혈장에서는 많은 양의 S1P가 

계속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특히 적혈구와 혈소판 때문이다. 

그래서 혈장과 조직간의 S1P 농도 차이가 유지될 수 있다.  

    파골전구세포는 S1PR1, S1PR2 두 가지 종류의 수용기를 

발현한다. 두 수용기에서 시작된 신호는 각각 다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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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데 S1PR1의 활성은 파골전구세포를 골수에서 혈관으로 

이동시키고 S1PR2의 활성은 혈관에서 다시 골수로 돌아오게 

한다(58). S1PR2가 아닌 S1PR에만 agonist 역할을 하는 리간드를 

처리했을 때 난소를 적출한 쥐에서 유도되는 골 흡수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대조적으로 S1PR1을 무력화시킨 쥐에서는 골 표면에 

더욱 많은 파골전구세포가 부착해 있었으며 증가된 파골세포의 

형성과 골 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58). 파골세포 또한 S1P를 

발현하는데 이는 파골전구세포를 유인하여 융합을 유도하고 

골모전구세포의 분화를 이끌어 골 형성 활성을 증가시킨다(59). 

성숙한 파골세포에서 생성되는 Cathepsin K는 S1P의 발현을 

감소시키는데(40) 이것은 cathepsin K 억제자가 골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9).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장과 골수의 S1P 농도와 S1PR1의 발현 

수준이 낮다면 골다공증을 비롯한 골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S1P를 이용한 파골전구세포의 

이동양상의 조절은 골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나 생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만큼 특이적으로 

파골전구세포에만 작용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제 5 장 Cytokine 

 

 

제 1 절 GP130 signaling: IL-6, oncostatin M, LIF 

 

IL-6, IL-11, LIF(leukemia inhibitory factor), oncost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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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M), ciliary neurotrophic factor(CNTF), cardiotrophin-

1(CT-1)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IL-6 

군의 수용기복합체는 모두 신호전달에 중요한 요소로 gp130을 

공유한다(60). Gp130으로부터 시작된 신호는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세포의 유전자발현을 조절한다.  

IL-6는 단핵구, 섬유모세포, 연골세포, 골수기질세포, 골세포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발현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상승된 IL-6의 생성이 관찰되었고 실제로 질환의 

활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경우에 생성되는 IL-6이 골의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L-6의 혈장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좀 더 병기가 진행된 

상태를 나타낸다(61).  

다양한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간질세포나 골모세포로부터 

생성된 IL-6가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했다는 결과들이 있다. 

골모세포, 파골세포 모두 IL-6 수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IL-6는 

soluble IL-6 수용기와 결합한 후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RANKL의 

발현을 유도하고 파골전구세포의 RANKL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62). 또한 파골전구세포의 RANK 발현을 증가시키고 

OPG를 억제시켜 파골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자극한다(63).  GP80, GP130 두 개의 당단백으로 구성된 세포막 

수용기를 통해 신호전달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JAKs가 

활성화되고 GP130의 세포질 영역이 인산화되어 STAT(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factor 1, 3의 결합을 

위한 부위가 형성된다. 이어서 STATs 또한 인산화되어 동형이합체 

또는 이형이합체를 형성하여 핵 내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NFATc1과 OSCAR(Osteoclast associated receptor)와 같은 

파골세포로 특성 짓는 유전자들의 전사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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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시험관 내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IL-6의 효과는 

파골세포의 형성 촉진 인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생체 내 실험 

결과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생체 내에서는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는 골모세포의 활성도를 비롯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IL-6 과발현시킨 생쥐의 경우 

성장기의 경우 증가된 파골세포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성체에서는 골모세포 활성이 손상을 받아 파골세포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다(64). 이것은 IL-6가 골의 교체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파골세포의 수용기에 직접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골세포의 형성이 억제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65). Fumio 

연구진은 STAT3 유전자를 억제시킨 실험을 통해 IL-6는 

파골전구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JNK와 IκB 분해 

신호전달경로를 억제시켜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억제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66). 이러한 억제효과는 TRAP, cathepsin K, 칼시토닌 

수용기 발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골의 종양과 관련하여 IL-6가 항암작용을 할 수도 있으나 골 

흡수와 종양 성장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정확한 역할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67). 결론적으로 골모세포를 통한 간접적인 

파골세포 분화과정을 촉진하면서 파골전구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억제하는 역할을 나타내듯이 생체 내의 그 결과가 다소 

복잡하나 염증성 상황이나 종양으로 인한 골 흡수 작용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 분명하다. 이러한 질환의 기전과 

치료를 위해서도 IL-6의 역할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IL-6와 밀접한 사이토카인인 oncostatin M은 골모세포나 

골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역시 GP130 단백질을 공유한다. 

Oncostatin M은 융합을 통해 다핵세포 형성을 촉진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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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은 파골세포 표지자를 발현하지는 않는다(68). 즉 

oncostatin M은 파골세포 형성과 골 흡수의 억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쥐에서 gp130 당단백을 소실시킨 후 oncostatin M을 

처리한 경우 파골세포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69). 

LIF는 간엽줄기세포, 간질세포주, 골수 기질 세포주 등 

골모전구세포의 분화가 가능한 세포주에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골세포에서는 LIF 활성이나 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 

LIF의 효과는 다소 복잡한데 그 이유는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다른 

종류의 세포가 파골세포 형성인자에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70). 

대표적으로 골모세포에서 RANKL의 발현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간접적으로 파골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파골세포 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사이토카인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 같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LIF는 

RANKL유도를 통한 파골세포 형성에는 불충분하지만 골 성장에 

필요한 연골파괴세포의 형성을 자극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리고 

관절염, 전이성 유방암, 흑색종과 같은 질환에서 나타나는 골 용해 

현상에 필요한 파골세포의 형성은 자극할 수 있는 것 같다(71) . 

 

제 2 절 IL-4, IL-7, IL-10 

 

IL-4는 활성화된 T 도움세포(TH2)와 비만세포에 의해 주로 

분비되는 면역조절 사이토카인으로 대식세포가 IL-1이나 TNF-α,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하는 것을 억제함으로 항 

염증작용을 할 수 있다. IL-4가 파골세포의 형성과정을 억제 할 수 

있음이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STAT6-의존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에 발현되는 RANK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그 뿐 아니라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OPG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RANKL의 생성을 

감소시킨다(72). RANKL 유도-파골세포분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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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골세포를 다핵거대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s)로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쥐의 두개골과 사람의 치은 섬유모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IL-4는 IL-1과 TNF-α에 의해 유도되는 

B1, B2 키닌 수용기의 mRNA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또한 

STAT6를 결핍시킨 쥐에서 IL-4의 이러한 효과가 감소됨이 관찰 

되었다. 즉, IL-4는 STAT6-의존 경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과 TNF-α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73). 

골수기질세포에서 분비된 IL-7은 미성숙 B림프구나 

T림프구의 전구세포의 생존과 팽창을 촉진한다. 많은 논문이 IL-

7은 파골세포 및 골모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골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74). 시험관내 연구에서는 IL-7이 M-

CSF와 RANKL을 처리한 쥐의 골수 단핵세포 배양에서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4). 

IL-10은 염증억제 사이토카인으로 감염과 염증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개시된 염증작용의 완화를 유도하고 

파골전구세포에서 TREM-2의 전사를 억제하여 RANK의 

칼슘신호전달 경로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RANK활성화로 시작된 CaMK-MEK-ERK경로를 억제시켜 

NFATc1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파골세포의 형성을 

제한한다(75).  

 

 

제 3 절 Interferon- γ(IFN-γ) 

 

IFN-γ는 타입 1-T 도움세포, 세포독성 T세포, 수지상 세포, 

자연세포독성세포(natural killer cell)에 의해 분비되며 T세포 

매개로 일어나는 면역반응에 참여한다. 또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O를 생성하게 하고 주조직적합복합체의 제시를 이끌어낸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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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 관련하여 IFN-γ은 성숙 파골세포가 아닌 파골전구세포의 

ubiquitin/proteasome system을 활성화시켜 RANKL 신호전달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TRAF6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76). 결과적으로 RANK 신호전달이 억제되어 

파골세포 형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는 염증성 상황에서 과한 

골 흡수 환경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체 실험에서 TNF-

α를 처리하여 유도된 파골세포형성은 IFN-γ에 의하여 

감소되었고(77).  IFN-γ를 결핍시킨 쥐의 실험에서는 과도한 골 

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78).  

 

 

제 4 절 Prostaglandin E2 (PGE2) 

 

프로스타글란딘은 핵을 가진 거의 모든 세포에서 생성된다. 

그들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일반적인 

호르몬과는 달리 국소적으로 인접세포 혹은 자가세포에 작용하여 

염증성 반응, 혈압의 조절, 출산 등과 같은 과정에 관여한다. 

중간체인 아라키도닉산이 cyclooxygenase pathway나 

lipoxygenase pathway를 택하여 prostaglandin과 thromboxane 

혹은 leukotriene으로 각각 변환될 수 있다. Cyclooxygenase 

경로를 통해 thromboxane, prostacyclin, prostaglandin D, E 

그리고 F 등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prostaglandin E2가 

골모세포에 영향을 주어 파골세포의 골 흡수 작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곱 흡수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골 형성도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중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중심으로 파골세포 및 골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볼 것이다. 

Prostaglandin E2는 G단백질-연계 수용기인 EP1, EP2,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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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에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유발한다(79). EP1은 IP3 

신호와 연결되어 Gq/p를 통해 phospholipiase C 활성화가 일어나 

세포내의 칼슘이동이 일어난다(80). EP2와 EP4는 모두 adenylyl 

cylase와 cAMP/PKA 신호 경로를 자극한다. EP3는 EP2와 EP4의 

효과와는 반대로 Gi를 활성화하여 adenylyl cyclase를 

억제한다(79). 그러나 어떤 PGE2 수용기가 PGE2-매개로 

일어나는 RANKL의 유도를 유발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활액의 섬유모세포에서는 EP4가 4가지 

타입 중에 가장 많이 발현되는 타입인데(81) EP4를 무력화시킨 

생쥐 실험에서 염증성 반응이 감소하였고 더 적은 파골세포가 

관찰되고 골모세포에서 RANKL이 발현되는 것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82). 또한 K Ono 연구진은 쥐의 골수 배양에서 EP4가 

PGE2에 의한 파골세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83). 즉 PGE2가 섬유모세포에 작용하는 경우는 EP4를 

통해 골모세포의 RANKL발현을 증가시켜 파골세포의 분화 및 

증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EP2를 삭제한 경우에서도 EP4의 

경우와 비슷하게 골모세포의 유전자 발현과 기능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강도는 EP4에 비해 덜 하였다(82).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EP4가 PGE2로 유발되는 파골세포 

형성과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용기 인 것 같다. 

C.S Lader 연구진은 최초로 in-vitro human system에서 

PGE2가 파골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것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cyclooxygenase 1과 2의 비선택적 억제제인 indomethacin을 M-

CSF 배지에 첨가한 결과 파골세포 특성을 띠는 세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다(84). 즉, cyclooxygenase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이 파골세포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골모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비장 세포를 배양하였을 때는 

PGE2로 인한 파골세포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골모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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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쥐의 골 세포 배양에서는 PGE2로 인해 성숙 파골세포의 골 

흡수 활성이 증가됨이 관찰되었다(85). 위 실험으로 미루어 볼 때 

PGE2는 파골세포에 직접적인 활성을 일으키기보다는 골모세포를 

통해 파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 같다.  

    칼슘 저장고로서 파골세포와 골모세포가 활발히 작용하는 

금붕어의 비늘은 포유류의 골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 in-vivo 

실험에 용이하게 이용되는데 금붕어의 비늘에서 PGE2가 

골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더욱이 PGE2를 처리한 비늘에서 파골세포의 표지자인 TRAP와 

cathepsin K의 mRNA 발현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86).  

골모세포에 의해 생성된 PGE2는 골 흡수뿐 아니라 골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Jean연구진의 in-vitro실험에 

따르면 PGE2는 골막에서 골 흡수와 골 형성을 모두 촉진하고 골 

내막에서는 골 흡수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들의 

작용을 합한 최종적인 결과는 골 흡수가 더 두드러졌다(87). 

그래서 그 동안은 PGE2가 파골세포 형성의 촉진제로서만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PGE2가 골 흡수뿐 아니라 골 형성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염증상태의 질환 중 골 파괴를 일으키는 치주염이나 

골다공증의 치료제로서 EP4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이 시도될 

수 있을 것 같다. PGE2가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자로서 

치주염과 같은 염증성 골 파괴 질환의 진행 정도를 알아내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Hor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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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기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골수의 간질세포나 골모세포, 

T-림프구, 윤활 섬유모세포, 가지돌기세포에서 RANKL 발현을 

유도하여 골 밀도와 체내 칼슘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calciotropic hormones는 골모세포주의 RANKL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Anabolic 및 anti-resorptive factor는 OPG발현을 

증가시키거나 RANKL발현을 감소시켜 RANK의 활성을 줄이고 골 

흡수를 억제한다. 호르몬이 파골세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In-vitro 연구와 In-vivo 연구사이의 상충되는 결과도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는 골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파골세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에스트로겐(estrogen) 

 

에스트로겐은 신체 내에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 및 여성의 생식 

기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골 리모델링에 

참여하여 남성, 여성 모두에서 간접적으로 골의 보호작용을 할 수 

있다. FSH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하여 골 부피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순환하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뇌하수체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FSH생성이 억제된다.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촉진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증가하게 된다. 활성화된 T 세포에서 

생성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파골세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길항작용을 함으로써 

골 흡수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칼슘 농도를 올리게 된다.  

에스트로겐 수용기는 세포내 수용기로써 에스트로겐에 의하여 

활성화가 되면 세포의 핵 내로 이동하여 DNA에 결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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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한다. 파골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수용기의 발현 

수준은 골모세포에서와 유사하지만 생식기관의 세포보다는 최소한 

10배 이상 낮다(88). 에스트로겐 수용기는 α,β 두 종류가 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기 α,β 모두 특이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인식하며 

homodimer 혹은 heterodimer형태로 목표 유전자의 프로모터로 

작용한다(89, 90). 에스트로겐 수용기 α의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은 생쥐를 실험에 이용하면서부터 에스트로겐-에스트로겐 

수용기의 작용이 파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에스트로겐 수용기 α, β, αβ모두를 선택적으로 

knock-out시킨 생쥐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에스트로겐 

수용기 α가 에스트로겐의 표적 기관에 일으키는 생리학적 반응을 

매개하는 더 큰 역할을 하는 수용기로 보인다(91, 92). 

에스트로겐은 성숙한 파골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기 α를 

통해서 파골세포의 활성을 약화시키고 파골세포의 Fas ligand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자멸사를 유발한다(92). 이러한 골 보호 

작용은 피질 골 보다는 해면 골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93). 

한편 세포질수용체가 세포핵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non-

nuclear-개시 작용으로는 내부 피질 골 소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94).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직접적으로 성숙 파골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기 α에 결합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발하고 이는 파골세포의 

수명을 조절하여 골의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s) 

 

    신장의 위쪽에 위치한 부신은 두 개의 내분비선이 존재하는데 

내부에 위치하는 부신 수질은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등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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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을 분비하고 부신 피질 주변은 콜레스테롤의 유도체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성호르몬으로 구분된다.  

α,β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기(GR)는 

핵 수용기 군에  속하며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결합하면 골모세포 

및 파골세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세포에서 발달, 대사, 면역 반응에 

관계된 유전자의 전사 수준 조절이 일어난다(95, 96). 비 결합 

상태에서는 세포의 세포질 내에 위치하다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 내로 들어가 수용기와 

결합하게 되면 복합체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해 다음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하나는 항 염증단백질(anti-inflammatory 

protein) 발현을 핵 내에서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pro-inflammatory protein)의 발현을 세포질 

내에서 억제하는 것이다.  

먼저 골모세포에서는  OPG 수준을 감소시키고 M-CSF와 

RANKL 발현을 증가시켜 파골세포형성을 촉진시킨다(97). 게다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Wnt/β-catenin 신호전달경로를 억제하고 

골수기질세포를 골모세포계열보다는 지방세포계열로 분화를 

강화하고 골모세포의 분화, 생존, 기능, 증식능에 급속한 손상을 

준다(98). 이러한 결과로 골 형성 속도의 감소 및 골모세포 생존에 

영향을 끼쳐 여러 가지 골 관련 합병증이 나타나게 된다(99).  

골모세포에 끼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파골세포에도 즉각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파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GRβ와 약하게 발현되는 GRα를 확인하면서 현재 

연구자들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골모세포 뿐 아니라 적어도 약물 

치료 개시 초반부에는 파골 세포의 골 흡수를 증가하는 작용을 

한다는 부분에 합의하고 있다(100). 하지만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에는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한다. 파골세포의 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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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생존 시간을 연장하여 골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101)가 있는 반면에 파골세포의 생존은 감소 하거나 

유의할만한 변화는 없다고 보고한 연구(102)도 있다.  

생리적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파골세포의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유전자와 골 기질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의 과발현을 유도한다(103). 또한 골 침식이 일어날 때도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골 흡수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파골세포와 골 기질간의 접촉이 연장되어 더욱 

긴 거리의 골 표면에서 침식이 일어나게 된다(104). 

고코르티솔증은 종양과 같은 병적 상태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인해 생길 수 있고 골 관절염, 만성 및 급성 염증 상황, 암, 

조직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높은 농도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골대사의 변화를 유발해 골 리모델링을 억제하고 해면 골을 더욱 

얇게 하고(105) 골 흡수,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106). 그 중에서도 급속한 골 흡수는 내부 피질 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107). 치료 목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시 처음 6개월간은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투여 용량과 상관관계가 있다(108). 합성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 prednisolone 23±12.7 mg/day를 경구 

투여한 17명의 환자에서 골모세포, 파골세포, 골세포와 관련된 

생체화학 표지자를 분석한 실험에서는 골모세포, 골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PINP(amino-terminal propeptide of type I 

procollagen), OC(osteocalcin), OPG(osteoprotegerin), 

sclerostin의 즉각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 골 흡수를 나타내는 

표지자 βCTX(type I collagen cross-linked C-telopeptide)는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골모세포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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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나타나는 골모세포의 성장 억제 및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 

그리고 파골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어 골 

흡수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 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부터 유도된 골 

흡수의 생물학적 기전을 잘 이해하여야만 골다공증, 골절 등의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프로락틴(prolactin) 

 

프로락틴(prolactin)은 PRL 유전자에 암호화 되어있는 분자량 

22000의 198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티드 호르몬으로 

뇌화수체 전엽의 프로락틴 분비세포(lactotroph)에서 생성 및 

분비가 된다. 이러한 프로락틴은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분만, 

수유의 유지, 생식, 삼투 조절, 면역조절, 혈관형성 등 다양한 

작용을 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이다(109, 110). 

고프로락틴혈증(hyperprolactinemia)은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정상 

생리학적 반응(~200-350 ng/mL)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프로락틴분비종양(prolactioma)이나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가 

복용하는 도파민관련 항정신약물의 만성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병리적 상태(~1000ng/mL)와 관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111, 

112). 정상보다 지연된 수유 시 일시적인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고프로락틴혈증은 골 교체율을 가속화시키고 

대량으로 칼슘 손실을 발생시켜 골연화증 또는 골다공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113).  

사이토카인 과(superfamily)에 속하는 프로락틴 수용기는 

하나의 막 관통영역을 가지며 활성화되면 동종 이합체를 

형성한다(114).  프로락틴 수용기는 거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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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며 다양한 동형 단백질의 발현수준은 발정주기나 임신, 

수유와 같은 기능적인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115). 골 

세포에서 프로락틴 수용기의 발현은 파골세포가 아닌 골모세포에서 

발현되며(116) 프로락틴 수용기를 무력화시킨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골의 형성이 느려지고 골 부피의 감소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115, 116). 성체 쥐에서 고프로락틴혈증시 높은 골 

교체율과 골 소실이 관찰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결핍되게끔 자궁을 

적출한 쥐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현저하지 않고 에스트로겐 

결핍시의 관찰되는 골 패턴과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되는 다른 

양상을 보여 프로락틴이 에스트로겐과는 독립적으로 골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117). 그리고 골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프로락틴은 골모세포 활성의표지자라고 할 수 있는 

osteocalcin의 발현과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대신 RANKL/OPG 비율을 

증가시킨다(117). 이 관찰 결과로 증가된 RANKL/OPG가 골 

흡수를 증진시키며 고프로락틴혈증으로부터 유도된 높은 골 

교체율과 골연화증을 설명할 수 있다(117).  

 

 

제 4 절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갑상선 내측에 위치하는 네 개의 원형 모양을 한 

부갑상선기관은 주세포가 있어 그곳에서 8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티드인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칼슘은 신체 

전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범위의 

농도를 유지될 필요가 있다. 부갑상선 세포에 있는 calcium-

sensing 수용기가 혈장 칼슘농도에 반응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된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신장, 위장관, 골 조직에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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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골에 작용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생물학적 기전은 다소 복잡하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기는 부갑상선 호르몬 1 

수용기(PTH1R)과 부갑상선 호르몬 2 수용기(PTH2R)이 있는데 

여기에 부갑상선 호르몬과 막관통 단백질의 GPCR 군에 속하는 

단백질들이 결합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나 췌장, 고환, 태반에 주로 

발현되는 타입인 PTH2R과는 달리 PTH1R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수용기로써 골, 신장 등에서 높게 발현되는데 

adenylate cyclase와 phospholipase C의 활성화를 통해 혈장 칼슘 

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118, 119). PTH1R은 

파골세포보다는 골모세포나 골모세포 전구체에서 발현한다. 표적 

세포의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기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부갑상선 

호르몬 연관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 된다(120). 

세포적 수준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골세포가 아니라 

골모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세포의 숫자 및 활성도를 

증가시켜 새로운 골 기질을 축적하고 결정화 속도를 

증가시킨다(121). 그와 동시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모세포의 

RANKL 발현과 IL-6의 분비를 늘려 파골전구세포의 소집 및 

분화를 촉진시키고(121-123) 증식과 융합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큰 크기의 파골세포가 형성되어 골 흡수 활성이 증가된다(124). 즉,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에 대한 동화작용 및 이화작용 모두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효과는 수용기의 역동학적 활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더욱이 생체에 부갑상선 호르몬의 주입시 투여 

빈도에 따라 골 대사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갑상선 호르몬의 

지속적인 주입은 골에 이화 작용을 유발하고 골 흡수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간헐적인 부갑상선 호르몬의 주입은 동화작용 즉, 골의 

형성을 촉진시켰다(125, 126).  

미국 식품의약국은 골다공증을 위한 치료제로서 인간 부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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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의 하루에 1회 투여에 대해 승인한 상태이다. 골다공증, 골절, 

치주염 등과 같은 골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나 기존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골의 여러 

세포타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 5 절 비타민 D(Vitamin D) 

 

지용성 비타민에 속하는 비타민D는 소장에서 칼슘 및 인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에서 가장 풍부한 비타민D는 

비타민D3(cholecalciferol)이며(127) 음식물에 의해 흡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7-dehydrocholesteol 상태로 흡수되어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D3가 된다. 비타민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외선 

하에 합성이 가능하므로 엄밀히 말해 필수 비타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이 연해지는 

골연화증(osteomalacia)이 나타나는데 낮은 수준의 혈장 

비타민D는 골 밀도 저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128). 골 

건강에 있어서 비타민D는 필수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골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골을 위해서는 비타민D가 파골세포, 골모세포, 

골세포에 어떤 영향을 어떤 기전으로 끼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로부터 흡수되거나 자외선 아래서 합성된 비타민D는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운반되는데 그 후 25(OH)D3(calcidiol)로 

변환된다. 다시 순환계를 통해 25(OH)D3은 신장에서 

1,25(OH)2D3 (calcitriol)로 전환되어 비타민D의 생물학적 활성 

형태가 된다. calcitriol은 혈장 속의 비타민D-결합단백질에 

결합하여 혈류를 통해 다양한 표적기관으로 수송된다.  

활성화 형태의 비타민D 대사산물은 표적 세포의 핵에 위치하는 

비타민D 수용기(vitamin D receptor, VDR)에 결합하여 다양한 



 

30 

 

반응을 매개한다. 비타민D 수용기는 스테로이드/갑상선 호르몬 

수용기의 핵 수용기 군에 속하고 많은 기관에서 발현된다. 소장, 골, 

신장, 부갑상선 세포에서 활성화된 비타민D 수용기는 혈장의 

칼슘과 인의 농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9). 소장 

상피세포와 골모세포가 VDR이 발현되는 주요 지점이며 소장 

상피세포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골모세포에서 골의 

리모델링을 담당한다. 즉 비타민D는 신체 내의 칼슘 총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골 성장 및 골 리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5(OH)2D3 는 골모세포에서 RANKL 과 IL-1 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OPG 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파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한다(130). 또한 파골전구세포의 초기과정에 VDR 이 발현되고 

VitD3 와 TPA 를 처리하면 RANK 의 mRNA 와 단백질 발현이 

증가한다 (131). 증가된 RANK 는 골모세포에서 생성되는 

RANKL 과 결합하여 파골세포 분화과정이 촉진될 것이다. 

단핵세포계열이 25(OH)D3 를 대사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골세포 혹은 파골전구세포는 25(OH)D3 를 

1,25(OH)2D3 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대사의 능력은 성숙한 

파골세포가 파골전구세포에 비해 더욱 뛰어났다(132). 위의 

비타민 D 대사과정은 TRAP 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수의 

다핵세포의 형성을 유도하였다(132). 이 사실에 비추어 혈장 내 

순환 중인 25(OH)D3 농도의 변화로 골 세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파골세포의 형성 정도를 조절 할 수 있을 것이다(133).  

하지만 비타민D3가 시험관내 실험에서 RANKL을 강하게 

유도하여 파골세포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D3와 비타민D3의 전구약물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생체에서 골 흡수를 억제하여 골의 교체율을 낮추고 

골 밀도를 높여 골절의 빈도를 낮추기 때문이다(134). 이러한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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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와 in-vivo의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제 6 절 칼시토닌(Calcitonin) 

         

칼시토닌은 갑상선의 소포곁세포(parafollicular cell)에서 

분비되며 3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칼시토닌의 역할은 골 흡수를 억제하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 

감소 및 칼슘 분비를 증가시켜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신장에서 25-hydroxvitaminD3를 1,25-

dihydroxyvitamin D3로 변환하는 것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데 기여한다(135, 136).  

PTH/PTHrP/adrenomedullin/secretin 수용기 군에 속하는 

칼시토닌 수용기는 7개의 막 관통영역을 포함한 G단백질연계 

세포막수용기이며 파골세포, 신장세포, 신경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칼시토닌 수용기에 높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칼시토닌을 

제외하고도 낮은 친화도로 amylin, adrenomedullin, 

CGRP(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가 결합할 수 있다(137, 

138). 파골세포의 칼시토닌 수용기 발현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 촉진되고 칼시토닌 그 자체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9). G단백질과 연계된 파골세포의 칼시토닌 수용기는 

파골세포의 이동성 반응과 수축반응에 관계가 있다. 콜레라 독소에 

민감한 Gs 단백질은 C-AMP 의존 파골세포의 이동성 반응을 

매개하고 백일해 독소에 민감한 Gq 단백질은 세포질내 칼슘농도의 

증가에 의존한 수축 반응을 매개한다(140, 141). 이동성과 관련된 

반응은 amylin이나 CGRP와 같은 리간드에 의해서도 활성화가 

가능한 반면에 세포 수축 효과는 칼시토닌에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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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이다(142-144). Gq 단백질을 통한 신호전달은 단백질 

kinase C 활성화를 유발하고 세포내 칼슘이온의 유입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세포 골격이 재배열되고 세포 수축이 유도된다(145). 

칼시토닌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phospholipase D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생리학적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다(146).  

칼시토닌이 칼시토닌 수용기에 결합하면 세포내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의 ruffled border를 잃게 하고 세포 이동능 

활성을 떨어뜨린다. 뒤이어 세포 수축이 일어나서 골 흡수 능력이 

감소된다. 이 반응의 반감기는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파골세포 세포막에 위치한 인테그린에 영향을 주고 세포골격 

재배열, c-Src 활성화를 통해 파골세포의 부착기능을 

조절한다(146). 또한 수용기로부터의 신호가 파골세포의 이온 

수송기 분포를 바꾸고 골 흡수와 관련된 효소의 활성을 

손상시킨다(147). 게다가 골모세포에서 발현되는 파골세포 활성화 

인자인 RANKL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148).  

칼시토닌이 골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호르몬이 

성장, 임신, 수유와 같은 칼슘 스트레스 상황 동안 골격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칼시토닌의 강력한 골 흡수 

억제효과를 이용하여 Paget’s disease, 골다공증, 고칼슘혈증을 

위한 치료제로 쓰인다. 장기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복용 환자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칼시토닌을 second line therapy로 

고려하고 있으나 예방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149). 그리고 

칼시토닌의 치료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시토닌의 장기간 

복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체의 형성으로 인하여 

칼시토닌이 파골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성효과 

때문이다(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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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고    찰 

 

 

골다공증, Paget’s disease, 전이성 암종, 다발성 골수종, 악성 

종양에서 나타나는 고칼슘혈증을 가진 환자에서 널리 처방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은 형태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골 

조직을 변화시킨다. 감소된 파골세포의 활성과 골 리모델링의 

저하는 미세골절의 누적으로 골의 괴사에 대한 소인을 

증가시킨다(151). 골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로겐, 부갑상선호르몬, 칼시토닌 등이 있는데 치료제로 

사용되는 에스트로겐의 경우 추가적인 뼈의 소실은 방지할 수 

있지만 소실된 뼈를 회복시키진 못한다. 게다가 자궁내막암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혈전색전장애, 

고혈압, 방광 질환, 메스꺼움, 구토, 유방 통증, 부종, 편두통)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치료제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최근 파골세포 분화과정의 이주 

과정을 조절하는 S1P의 발견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수용기의 종류에 따라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S1PR1과 S1PR2의 특이적인 리간드를 이용하여 골 흡수 활성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RANKL의 

항체, αVβ3의 항체, cathepsin K 억제자 등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에 작용하는 물질이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 RANKL antagonist인 denosumab의 경우 2010년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위한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로 골에 전이된 고형 종양의 예방약, 골의 거대세포종양의 

치료제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 같은 질환에 

관해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Cathepsin K 억제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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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위한 치료제로 임상시험단계에 있으며 

2013년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152). 

골 리모델링 과정은 파골세포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모세포가 함께 작용하고 각 세포에 작용하는 리간드, 두 세포에 

같이 작용하는 리간드가 다양하여 그 과정이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골 흡수 및 형성과 관련하여 

파골세포와 골모세포의 반대되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파골세포의 

분화가 골모세포에 달려있다는 점이 실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인자는 크게 파골세포분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인자로 나뉠 수 있는데 두 작용 모두 일으키는 인자(IL-6)도 있고 

농도에 따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인자(PGE2) 그리고 작용 

간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인자(PTH, GC)도 있다. 이런 

복잡한 리간드들의 작용 관계 때문에 파골세포의 형성 조절이 

명확히 이해되기 힘들고 시험관 실험과 생체 실험 사이에서 모순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본 논문은 많은 수의 리간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각 리간드에 대한 여러 실험결과를 모으고 실험 환경, 

농도 비교, 여러 리간드의 복합 적용 등 실험방법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RANKL로 개시되는 신호전달경로가 파골세포의 분화에 있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IL-1, 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IL-4와 같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파골전구세포나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단핵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와 같은 

기원임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고 조직학적으로 

골세포로 분류된 파골세포를 염증세포로서의 접근을 하여 

Interleukin을 이용한 염증성 골질환, 골의 악성종양에서의 

파골세포의 작동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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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에 기능이 결손된 치아에 수복된 보철물 주변으로 

치조골이 국소적으로 소실되는데 이는 조직과 임플란트 계면에 

축적된 보철물의 마모 잔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골 흡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RANKL의 발현이 증가되어 파골세포의 생성과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에는 PGE2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 그리고 치조골의 파괴가 일어나는 치주염의 치료 

시 원인 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 

이용하는데 항생제 요법에 더하여 파골세포 형성 및 활성화를 

억제하는 리간드를 국소적으로 송달하여 치조골의 소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치주염 환자의 치은 열구액 PGE2 

수준은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여기에 

착안하여 Sanchez 연구진은 타액의 PGE2를 통해 치주질환의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진단 검사법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53). 이처럼 PGE2와 같은 인자를 활용하여 치조골 

소실 속도를 억제하거나 질환의 진단 검사법 둥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할 것이다. 

 발달하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생물학 분야에도 컴퓨터 

시스템이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생물 

정보학(Bioinformatics)라 한다. 9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은 

자료를 Network position기법으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공간적,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단백질 기능의 

상호작용을 좀 더 이해하고 새로운 질병-연관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4). 마찬가지로 

이를 파골세포에 적용하여 관련 단백질들의 공간적,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파골세포와 관련된 질병-연관 유전자를 발견하기 유용할 



 

36 

 

것이다. 구축된 네트워크는 리간드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예측하여 

실제 실험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형태로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좀 더 

완전한 메커니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골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각 리간드마다 혈장 농도 등을 수집하여 진단 

검사법의 개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해당 질환의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파골세포의 형성 및 활성화 과정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밝혀졌으나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골 리모델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리간드들의 연구는 골 관련 질환의 기전을 

이해하고 진단 검사법의 개발, 질환의 예방 및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의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문헌 

 

1. Rodan GA, Martin TJ. Therapeutic approaches to bone diseases. 

Science. 2000;289(5484):1508-14. 

 

2. Feng X, McDonald JM. Disorders of bone remodeling. Annual 

Review of Pathology. 2011;6:121-45. 

 

3. Boyle WJ, Simonet WS, Lacey DL.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activation. Nature. 2003;423(6937):337-42. 

 

4. Yasuda H, Shima N, Nakagawa N, Mochizuki SI, Yano K, Fujise 

N, et al. Identity of osteoclastogenesis inhibitory factor (OCIF) and 

osteoprotegerin (OPG): a mechanism by which OPG/OCIF inhibits 

osteoclastogenesis in vitro. Endocrinology. 1998;139(3):1329-37. 

 

5. Lacey DL, Timms E, Tan HL, Kelley MJ, Dunstan CR, Burgess 

T, et al. Osteoprotegerin ligand is a cytokine that regulates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activation. Cell. 1998;93(2):165-76. 

 

6. Takayanagi H. Osteoimmunology: shared mechanisms and 

crosstalk between the immune and bone systems. Nature Reviews 



 

37 

 

Immunology. 2007;7(4):292-304. 

 

7. Burgess TL, Qian Y, Kaufman S, Ring BD, Van G, Capparelli C, 

et al. The ligand for osteoprotegerin (OPGL) directly activates mature 

osteoclasts. The Journal of Cell Biology. 1999;145(3):527-38. 

 

8. Zou W, Teitelbaum SL. Integrins, growth factors, and the 

osteoclast cytoskelet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10;1192:27-31. 

 

9. Li YP, Chen W, Liang Y, Li E, Stashenko P. Atp6i-deficient 

mice exhibit severe osteopetrosis due to loss of osteoclast-mediated 

extracellular acidification. Nature Genetics. 1999;23(4):447-51. 

 

10. Rodan GA, Martin TJ. Role of osteoblasts in hormonal control 

of bone resorption - a hypothesis. Calcified Tissue International. 

1982;34(3):311. 

 

11. Simonet WS, Lacey DL, Dunstan CR, Kelley M, Chang MS, 

Luthy R, et al. Osteoprotegerin: a novel secreted protein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bone density. Cell. 1997;89(2):309-19. 

 

12. Suda T, Takahashi N, Martin TJ. Modulat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Endocrine Reviews. 1992;13(1):66-80. 

 

13. Anderson DM, Maraskovsky E, Billingsley WL, Dougall WC, 

Tometsko ME, Roux ER, et al. A homologue of the TNF receptor and 

its ligand enhance T-cell growth and dendritic-cell function. Nature. 

1997;390(6656):175-9. 

 

14. Schoppet M, Preissner KT, Hofbauer LC. RANK ligand and 

osteoprotegerin: paracrine regulators of bone metabolism and vascular 

function. 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2002;22(4):549-53. 

 

15. Whyte MP, Obrecht SE, Finnegan PM, Jones JL, Podgornik MN, 

McAlister WH, et al. Osteoprotegerin deficiency and juvenile Paget's 

diseas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2;347(3):175-84. 

 

16. Morony S, Capparelli C, Lee R, Shimamoto G, Boone T, Lacey 

DL, et al. A chimeric form of osteoprotegerin inhibits hypercalcemia 

and bone resorption induced by IL-1beta, TNF-alpha, PTH, PTHrP, 

and 1, 25(OH)2D3.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1999;14(9):1478-85. 

 

17. Tat SK, Pelletier JP, Velasco CR, Padrines M, Martel-Pelletier 



 

38 

 

J. New perspective in osteoarthritis: the OPG and RANKL system as a 

potential therapeutic target? The Keio Journal of Medicine. 

2009;58(1):29-40. 

 

18. Galibert L, Tometsko ME, Anderson DM, Cosman D, Dougall 

WC. The involvement of multiple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TNFR)-associated factors in the signaling mechanisms of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B, a member of the TNFR superfamily.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998;273(51):34120-7. 

 

19. Lee SW, Han SI, Kim HH, Lee ZH. TAK1-dependent activation 

of AP-1 and c-Jun N-terminal kinase by receptor activator of NF-

kappaB.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2002;35(4):371-6. 

 

20. Yamamoto A, Miyazaki T, Kadono Y, Takayanagi H, Miura T, 

Nishina H, et al. Possible involvement of IkappaB kinase 2 and MKK7 in 

osteoclastogenesis induced by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2;17(4):612-

21. 

 

21. Karin M, Cao Y, Greten FR, Li ZW. NF-kappaB in cancer: from 

innocent bystander to major culprit. Nature Reviews Cancer. 

2002;2(4):301-10. 

 

22. Ha J, Choi HS, Lee Y, Kwon HJ, Song YW, Kim HH. CXC 

chemokine ligand 2 induced by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 B ligand 

enhances osteoclastogenesis. Journal of Immunology. 

2010;184(9):4717-24. 

 

23. Li X, Udagawa N, Itoh K, Suda K, Murase Y, Nishihara T, et al. 

p38 MAPK-mediated signals are required for inducing osteoclast 

differentiation but not for osteoclast function. Endocrinology. 

2002;143(8):3105-13. 

 

24. Wei S, Wang MW, Teitelbaum SL, Ross FP. Interleukin-4 

reversibly inhibits osteoclastogenesis via inhibition of NF-kappa B and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signaling.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2;277(8):6622-30. 

 

25. Wong BR, Besser D, Kim N, Arron JR, Vologodskaia M, 

Hanafusa H, et al. TRANCE, a TNF family member, activates Akt/PKB 

through a signaling complex involving TRAF6 and c-Src. Molecular Cell. 

1999;4(6):1041-9. 

 

26. Henriksen K, Karsdal M, Delaisse JM, Engsig MT. RANKL and 



 

39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nduce osteoclast 

chemotaxis through an ERK1/2-dependent mechanism.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3;278(49):48745-53. 

 

27. Mansky KC, Sankar U, Han J, Ostrowski MC. Microphthalmia 

transcription factor is a target of the p38 MAPK pathway in response to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 B ligand signaling.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2;277(13):11077-83. 

 

28. Hofbauer LC, Lacey DL, Dunstan CR, Spelsberg TC, Riggs BL, 

Khosla S. Interleukin-1beta and tumor necrosis factor-alpha, but not 

interleukin-6, stimulate osteoprotegerin ligand gene expression in 

human osteoblastic cells. Bone. 1999;25(3):255-9. 

 

29. Gan L, Li L. Regulations and roles of the interleukin-1 receptor 

associated kinases (IRAKs) in innate and adaptive immunity. 

Immunologic Research. 2006;35(3):295-302. 

 

30. Akira S, Takeda K. Toll-like receptor signalling. Nature 

Reviews Immunology. 2004;4(7):499-511. 

 

31. Kim JH, Jin HM, Kim K, Song I, Youn BU, Matsuo K, et al. The 

mechanism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induced by IL-1. Journal of 

Immunology. 2009;183(3):1862-70. 

 

32. Yao Z, Li P, Zhang Q, Schwarz EM, Keng P, Arbini A, et al.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creases circulating osteoclast precursor 

numbers by promoting their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the bone 

marrow through up-regulation of c-Fms expression.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6;281(17):11846-55. 

 

33. Yao Z, Xing L, Boyce BF. NF-kappaB p100 limits TNF-induced 

bone resorption in mice by a TRAF3-dependent mechanism.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09;119(10):3024-34. 

 

34. Zhao B, Grimes SN, Li S, Hu X, Ivashkiv LB. TNF-induced 

osteoclastogenesis and inflammatory bone resorption are inhibited by 

transcription factor RBP-J. The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2012;209(2):319-34. 

 

35. Van Lint P, Libert C. Chemokine and cytokine processing by 

matrix metalloproteinases and its effect on leukocyte migration and 

inflammation. Journal of Leukocyte Biology. 2007;82(6):1375-81. 

 

36. Engsig MT, Chen QJ, Vu TH, Pedersen AC, Therkidsen B, Lund 

LR, et al. Matrix metalloproteinase 9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40 

 

factor are essential for osteoclast recruitment into developing long 

bones. The Journal of Cell Biology. 2000;151(4):879-89. 

 

37. Sato T, Foged NT, Delaisse JM. The migration of purified 

osteoclasts through collagen is inhibited by matrix metalloproteinase 

inhibitors.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1998;13(1):59-66. 

 

38. Zhang F, Tanaka H, Kawato T, Kitami S, Nakai K, Motohashi M, 

et al. Interleukin-17A induces cathepsin K and MMP-9 expression in 

osteoclasts via celecoxib-blocked prostaglandin E2 in osteoblasts. 

Biochimie. 2011;93(2):296-305. 

 

39. Fujisaki K, Tanabe N, Suzuki N, Kawato T, Takeichi O, 

Tsuzukibashi O, et al.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B ligand induces 

the expression of carbonic anhydrase II, cathepsin K, and matrix 

metalloproteinase-9 in osteoclast precursor RAW264.7 cells. Life 

Sciences. 2007;80(14):1311-8. 

 

40. Lotinun S, Kiviranta R, Matsubara T, Alzate JA, Neff L, Luth A, 

et al. Osteoclast-specific cathepsin K deletion stimulates S1P-

dependent bone formation.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3;123(2):666-81. 

 

41. Lark MW, Stroup GB, James IE, Dodds RA, Hwang SM, Blake 

SM, et al. A potent small molecule, nonpeptide inhibitor of cathepsin K 

(SB 331750) prevents bone matrix resorption in the ovariectomized rat. 

Bone. 2002;30(5):746-53. 

 

42. Horton MA. The alpha v beta 3 integrin "vitronectin recept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ochemistry & Cell Biology. 

1997;29(5):721-5. 

 

43. Pytela R, Pierschbacher MD, Ruoslahti E. A 125/115-kDa cell 

surface receptor specific for vitronectin interacts with the arginine-

glycine-aspartic acid adhesion sequence derived from fibronect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5;82(17):5766-70. 

 

44. Hartman GD, Duggan ME. alpha(v)beta(3) Integrin antagonists 

as inhibitors of bone resorption. Expert Opinion on Investigational 

Drugs. 2000;9(6):1281-91. 

 

45. Lane NE, Yao W, Nakamura MC, Humphrey MB, Kimmel D, 

Huang X, et al. Mice lacking the integrin beta5 subunit have accelerated 

osteoclast maturation and increased activity in the estrogen-deficient 

stat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5;20(1):58-66. 



 

41 

 

 

46. Teitelbaum SL. Osteoclasts: what do they do and how do they 

do it? The American Journal of Pathology. 2007;170(2):427-35. 

 

47. Horton MA. Integrin antagonists as inhibitors of bone 

resorption: implications for treatment. The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2001;60(2):275-81. 

 

48. Zhao H, Ross FP, Teitelbaum SL. Unoccupied alpha(v)beta3 

integrin regulates osteoclast apoptosis by transmitting a positive death 

signal. Molecular Endocrinology. 2005;19(3):771-80. 

 

49. Kirstein B, Chambers TJ, Fuller K. Secretion of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by osteoclasts correlates with resorptive 

behavior.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2006;98(5):1085-94. 

 

50. Andersson G, Ek-Rylander B, Hollberg K, Ljusberg-Sjolander J, 

Lang P, Norgard M, et al. TRACP as an osteopontin phosphatas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3;18(10):1912-5. 

 

51. Ek-Rylander B, Flores M, Wendel M, Heinegard D, Andersson 

G. Dephosphorylation of osteopontin and bone sialoprotein by 

osteoclastic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Modulation of 

osteoclast adhesion in vitro.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994;269(21):14853-6. 

 

52. Dar A, Kollet O, Lapidot T. Mutual, reciprocal SDF-1/CXCR4 

interactions between hematopoietic and bone marrow stromal cells 

regulate human stem cel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NOD/SCID 

chimeric mice. Experimental Hematology. 2006;34(8):967-75. 

 

53. Gronthos S, Zannettino AC. The role of the chemokine CXCL12 

in osteoclastogenesis. Trends in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TEM. 

2007;18(3):108-13. 

 

54. De Klerck B, Geboes L, Hatse S, Kelchtermans H, Meyvis Y, 

Vermeire K, et al. Pro-inflammatory properties of stromal cell-derived 

factor-1 (CXCL12) in collagen-induced arthritis. Arthritis Research & 

Therapy. 2005;7(6):R1208-20. 

 

55. Hirbe AC, Rubin J, Uluckan O, Morgan EA, Eagleton MC, Prior 

JL, et al. Disruption of CXCR4 enhances osteoclastogenesis and tumor 

growth in bo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7;104(35):14062-7. 

 

56. Pelus LM, Fukuda S. Peripheral blood stem cell mobilization: 



 

42 

 

the CXCR2 ligand GRObeta rapidly mobilizes hematopoietic stem cells 

with enhanced engraftment properties. Experimental Hematology. 

2006;34(8):1010-20. 

 

57. Fukushima N, Ishii I, Contos JJ, Weiner JA, Chun J. 

Lysophospholipid receptors. Annual Review of Pharmacology and 

Toxicology. 2001;41:507-34. 

 

58. Kikuta J, Iwai K, Saeki Y, Ishii M. S1P-targeted therapy for 

elderly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with osteoporosis. Rheumatology 

International. 2011;31(7):967-9. 

 

59. Boyce BF. Advances in the regulation of osteoclasts and 

osteoclast functions. Journal of Dental Research. 2013;92(10):860-7. 

 

60. Taga T. Gp130, a shared signal transducing receptor 

component for hematopoietic and neuropoietic cytokines. Journal of 

Neurochemistry. 1996;67(1):1-10. 

 

61. Liu XH, Kirschenbaum A, Yao S, Levine AC. The role of the 

interleukin-6/gp130 signaling pathway in bone metabolism. Vitamins 

and Hormones. 2006;74:341-55. 

 

62. Kwan Tat S, Padrines M, Theoleyre S, Heymann D, Fortun Y. 

IL-6, RANKL, TNF-alpha/IL-1: interrelations in bone resorption 

pathophysiology. Cytokine & Growth Factor Reviews. 2004;15(1):49-

60. 

 

63. Liu XH, Kirschenbaum A, Yao S, Levine AC. Cross-talk 

between the interleukin-6 and prostaglandin E(2) signaling systems 

results in enhancement of osteoclastogenesis through effects on the 

osteoprotegerin/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B (RANK) 

ligand/RANK system. Endocrinology. 2005;146(4):1991-8. 

 

64. De Benedetti F, Rucci N, Del Fattore A, Peruzzi B, Paro R, 

Longo M, et al. Impaired skeletal development in interleukin-6-

transgenic mice: a model for the impact of chronic inflammation on the 

growing skeletal system. Arthritis and Rheumatism. 2006;54(11):3551-

63. 

 

65. Duplomb L, Baud'huin M, Charrier C, Berreur M, Trichet V, 

Blanchard F, et al. Interleukin-6 inhibits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induced osteoclastogenesis by diverting cells into 

the macrophage lineage: key role of Serine727 phosphorylation of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Endocrinology. 

2008;149(7):3688-97. 



 

43 

 

 

66. Yoshitake F, Itoh S, Narita H, Ishihara K, Ebisu S. Interleukin-6 

directly inhibits osteoclast differentiation by suppressing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B signaling pathways.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8;283(17):11535-40. 

 

67. Blanchard F, Duplomb L, Baud'huin M, Brounais B. The dual 

role of IL-6-type cytokines on bone remodeling and bone tumors. 

Cytokine & Growth Factor Reviews. 2009;20(1):19-28. 

 

68. Heymann D, Guicheux J, Gouin F, Cottrel M, Daculsi G. 

Oncostatin M stimulates macrophage-polykaryon formation in long-

term human bone-marrow cultures. Cytokine. 1998;10(2):98-109. 

 

69. Sims NA, Jenkins BJ, Quinn JM, Nakamura A, Glatt M, Gillespie 

MT, et al. Glycoprotein 130 regulates bone turnover and bone size by 

distinct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04;113(3):379-89. 

 

70. Heymann D, Rousselle AV. gp130 Cytokine family and bone 

cells. Cytokine. 2000;12(10):1455-68. 

 

71. Sims NA, Johnson RW. Leukemia inhibitory factor: a paracrine 

mediator of bone metabolism. Growth Factors. 2012;30(2):76-87. 

 

72. Palmqvist P, Lundberg P, Persson E, Johansson A, Lundgren I, 

Lie A, et al. Inhibition of hormone and cytokine-stimulated 

osteoclastogenesis and bone resorption by interleukin-4 and 

interleukin-13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osteoprotegerin and 

decreased RANKL and RANK in a STAT6-dependent pathway.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6;281(5):2414-29. 

 

73. Souza PP, Brechter AB, Reis RI, Costa CA, Lundberg P, Lerner 

UH. IL-4 and IL-13 inhibit IL-1beta and TNF-alpha induced kinin B1 

and B2 receptors through a STAT6-dependent mechanism.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2013;169(2):400-12. 

 

74. Lubberts E, Koenders MI, van den Berg WB. The role of T-cell 

interleukin-17 in conducting destructive arthritis: lessons from animal 

models. Arthritis Research & Therapy. 2005;7(1):29-37. 

 

75. Park-Min KH, Ji JD, Antoniv T, Reid AC, Silver RB, Humphrey 

MB, et al. IL-10 suppresses calcium-mediated costimulation of 

receptor activator NF-kappa B signaling during human osteoclast 

differentiation by inhibiting TREM-2 expression. Journal of Immunology. 

2009;183(4):2444-55. 



 

44 

 

 

76. Shinohara M, Takayanagi H. Novel osteoclast signaling 

mechanisms. Current Osteoporosis Reports. 2007;5(2):67-72. 

 

77. Kohara H, Kitaura H, Fujimura Y, Yoshimatsu M, Morita Y, 

Eguchi T, et al. IFN-gamma directly inhibits TNF-alpha-induced 

osteoclastogenesis in vitro and in vivo and induces apoptosis mediated 

by Fas/Fas ligand interactions. Immunology Letters. 2011;137(1-2):53-

61. 

 

78. Vermeire K, Heremans H, Vandeputte M, Huang S, Billiau A, 

Matthys P. Accelerated collagen-induced arthritis in IFN-gamma 

receptor-deficient mice. Journal of Immunology. 1997;158(11):5507-13. 

 

79. Hatae N, Sugimoto Y, Ichikawa A. Prostaglandin receptors: 

advances in the study of EP3 receptor signaling. Journal of 

Biochemistry. 2002;131(6):781-4. 

 

80. Ohnishi A, Shimamoto C, Katsu K, Ito S, Imai Y, Nakahari T. 

EP1 and EP4 receptors mediate exocytosis evoked by prostaglandin 

E(2) in guinea-pig antral mucous cells. Experimental Physiology. 

2001;86(4):451-60. 

 

81. Wei X, Zhang X, Zuscik MJ, Drissi MH, Schwarz EM, O'Keefe 

RJ. Fibroblasts express RANKL and support osteoclastogenesis in a 

COX-2-dependent manner after stimulation with titanium particles.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5;20(7):1136-48. 

 

82. Li X, Okada Y, Pilbeam CC, Lorenzo JA, Kennedy CR, Breyer 

RM, et al. Knockout of the murine prostaglandin EP2 receptor impairs 

osteoclastogenesis in vitro. Endocrinology. 2000;141(6):2054-61. 

 

83. Ono K, Akatsu T, Murakami T, Nishikawa M, Yamamoto M, 

Kugai N, et al. Important role of EP4, a subtype of prostaglandin (PG) E 

receptor, in osteoclast-like cell formation from mouse bone marrow 

cells induced by PGE2. The Journal of Endocrinology. 1998;158(3):R1-

5. 

 

84. Lader CS, Flanagan AM. Prostaglandin E2, interleukin 1alpha, 

and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crease human osteoclast formation 

and bone resorption in vitro. Endocrinology. 1998;139(7):3157-64. 

 

85. Kaji H, Sugimoto T, Kanatani M, Fukase M, Kumegawa M, 

Chihara K. Prostaglandin E2 stimulates osteoclast-like cell formation 

and bone-resorbing activity via osteoblasts: role of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1996;11(1):62-



 

45 

 

71. 

 

86. Omori K, Wada S, Maruyama Y, Hattori A, Kitamura K, Sato Y, 

et al. Prostaglandin E(2) increases both osteoblastic and osteoclastic 

activity in the scales and participates in calcium metabolism in goldfish. 

Zoological Science. 2012;29(8):499-504. 

 

87. Nefussi JR, Baron R. PGE2 stimulates both resorption and 

formation of bone in vitro: differential responses of the periosteum and 

the endosteum in fetal rat long bone cultures. The Anatomical Record. 

1985;211(1):9-16. 

 

88. Manolagas SC, Kousteni S, Jilka RL. Sex steroids and bone. 

Recent Progress in Hormone Research. 2002;57:385-409. 

 

89. Krege JH, Hodgin JB, Couse JF, Enmark E, Warner M, Mahler 

JF, et al. Generation and reproductive phenotypes of mice lacking 

estrogen receptor bet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8;95(26):15677-82. 

 

90. Mangelsdorf DJ, Thummel C, Beato M, Herrlich P, Schutz G, 

Umesono K, et al. The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the second 

decade. Cell. 1995;83(6):835-9. 

 

91. Imai Y, Kondoh S, Kouzmenko A, Kato S. Minireview: 

osteoprotective action of estrogens is mediated by osteoclastic 

estrogen receptor-alpha. Molecular Endocrinology. 2010;24(5):877-85. 

 

92. Nakamura T, Imai Y, Matsumoto T, Sato S, Takeuchi K, 

Igarashi K, et al. Estrogen prevents bone loss via estrogen receptor 

alpha and induction of Fas ligand in osteoclasts. Cell. 2007;130(5):811-

23. 

 

93. Martin-Millan M, Almeida M, Ambrogini E, Han L, Zhao H, 

Weinstein RS, et al. The estrogen receptor-alpha in osteoclasts 

mediates the protective effects of estrogens on cancellous but not 

cortical bone. Molecular Endocrinology. 2010;24(2):323-34. 

 

94. Bartell SM, Han L, Kim HN, Kim SH, Katzenellenbogen JA, 

Katzenellenbogen BS, et al. Non-nuclear-initiated actions of the 

estrogen receptor protect cortical bone mass. Molecular Endocrinology. 

2013;27(4):649-56. 

 

95. Lu NZ, Wardell SE, Burnstein KL, Defranco D, Fuller PJ, 

Giguere V, et al. International Union of Pharmacology. LXV. The 

pharmacology and classification of the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46 

 

glucocorticoid, mineralocorticoid, progesterone, and androgen 

receptors. Pharmacological Reviews. 2006;58(4):782-97. 

 

96. Kim HJ, Zhao H, Kitaura H, Bhattacharyya S, Brewer JA, 

Muglia LJ, et al. Glucocorticoids and the osteoclas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7;1116:335-9. 

 

97. Hofbauer LC, Rauner M. Minireview: live and let die: molecular 

effects of glucocorticoids on bone cells. Molecular Endocrinology. 

2009;23(10):1525-31. 

 

98. Brabnikova Maresova K, Pavelka K, Stepan JJ. Acute effects of 

glucocorticoids on serum markers of osteoclasts, osteoblasts, and 

osteocytes. Calcified Tissue International. 2013;92(4):354-61. 

 

99. Canalis E, Mazziotti G, Giustina A, Bilezikian JP.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pathophysiology and therapy. 

Osteoporosis International. 2007;18(10):1319-28. 

 

100. Silverman SL, Lane NE.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Current Osteoporosis Reports. 2009;7(1):23-6. 

 

101. Jia D, O'Brien CA, Stewart SA, Manolagas SC, Weinstein RS. 

Glucocorticoids act directly on osteoclasts to increase their life span 

and reduce bone density. Endocrinology. 2006;147(12):5592-9. 

 

102. Dempster DW, Moonga BS, Stein LS, Horbert WR, Antakly T. 

Glucocorticoids inhibit bone resorption by isolated rat osteoclasts by 

enhancing apoptosis. The Journal of Endocrinology. 1997;154(3):397-

406. 

 

103. Yao W, Cheng Z, Busse C, Pham A, Nakamura MC, Lane NE. 

Glucocorticoid excess in mice results in early activation of 

osteoclastogenesis and adipogenesis and prolonged suppression of 

osteogenesis: a longitudinal study of gene expression in bone tissue 

from glucocorticoid-treated mice. Arthritis and Rheumatism. 

2008;58(6):1674-86. 

 

104. Soe K, Delaisse JM. Glucocorticoids maintain human 

osteoclasts in the active mode of their resorption cycl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0;25(10):2184-92. 

 

105. Dalle Carbonare L, Arlot ME, Chavassieux PM, Roux JP, 

Portero NR, Meunier PJ. Comparison of trabecular bone 

microarchitecture and remodeling in glucocorticoid-induced and 

postmenopausal osteoporosis.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47 

 

2001;16(1):97-103. 

 

106. Weinstein RS.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Reviews in 

Endocrine & Metabolic Disorders. 2001;2(1):65-73. 

 

107. Henneicke H, Herrmann M, Kalak R, Brennan-Speranza TC, 

Heinevetter U, Bertollo N, et al. Corticosterone selectively targets 

endo-cortical surfaces by an osteoblast-dependent mechanism. Bone. 

2011;49(4):733-42. 

 

108. Van Staa TP, Leufkens HG, Abenhaim L, Zhang B, Cooper C. 

Use of oral corticosteroids and risk of fractures.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0;15(6):993-1000. 

 

109. Sakamoto T, Fujimoto M, Andot M. Fishy tales of prolactin-

releasing peptide. International Review of Cytology. 2003;225:91-130. 

 

110. Harris J, Stanford PM, Oakes SR, Ormandy CJ. Prolactin and 

the prolactin receptor: new targets of an old hormone. Annals of 

Medicine. 2004;36(6):414-25. 

 

111. Jung DU, Conley RR, Kelly DL, Kim DW, Yoon SH, Jang JH, et 

al. Prevalence of bone mineral density loss in Korea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 cross-sectional study.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2006;67(9):1391-6. 

 

112. Haddad PM, Wieck A. Antipsychotic-induced 

hyperprolactinaemia: mechanisms, clinical features and management. 

Drugs. 2004;64(20):2291-314. 

 

113. Ritchie LD, Fung EB, Halloran BP, Turnlund JR, Van Loan MD, 

Cann CE, et al. A longitudinal study of calcium homeostasis during 

human pregnancy and lactation and after resumption of menses.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998;67(4):693-701. 

 

114. Goffin V, Kelly PA. Prolactin and growth hormone receptors. 

Clinical Endocrinology. 1996;45(3):247-55. 

 

115. Goffin V, Binart N, Touraine P, Kelly PA. Prolactin: the new 

biology of an old hormone. Annual Review of Physiology. 2002;64:47-

67. 

 

116. Clement-Lacroix P, Ormandy C, Lepescheux L, Ammann P, 

Damotte D, Goffin V, et al. Osteoblasts are a new target for prolactin: 

analysis of bone formation in prolactin receptor knockout mice. 

Endocrinology. 1999;140(1):96-105. 



 

48 

 

 

117. Seriwatanachai D, Thongchote K, Charoenphandhu N, 

Pandaranandaka J, Tudpor K, Teerapornpuntakit J, et al. Prolactin 

directly enhances bone turnover by raising osteoblast-expressed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osteoprotegerin ratio. 

Bone. 2008;42(3):535-46. 

 

118. Mannstadt M, Juppner H, Gardella TJ. Receptors for PTH and 

PTHrP: their biological importance and functional properties. The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1999;277(5 Pt 2):F665-75. 

 

119. Offermanns S, Iida-Klein A, Segre GV, Simon MI. G alpha q 

family members couple parathyroid hormone (PTH)/PTH-related 

peptide and calcitonin receptors to phospholipase C in COS-7 cells. 

Molecular Endocrinology. 1996;10(5):566-74. 

 

120. Juppner H, Abou-Samra AB, Freeman M, Kong XF, Schipani E, 

Richards J, et al. A G protein-linked receptor for parathyroid hormone 

and parathyroid hormone-related peptide. Science. 

1991;254(5034):1024-6. 

 

121. Gesty-Palmer D, Luttrell LM. 'Biasing' the parathyroid 

hormone receptor: a novel anabolic approach to increasing bone mass?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2011;164(1):59-67. 

 

122. Grey A, Mitnick MA, Masiukiewicz U, Sun BH, Rudikoff S, Jilka 

RL, et al. A role for interleukin-6 in parathyroid hormone-induced bone 

resorption in vivo. Endocrinology. 1999;140(10):4683-90. 

 

123. Adams GB, Martin RP, Alley IR, Chabner KT, Cohen KS, Calvi 

LM, et al. Therapeutic targeting of a stem cell niche. Nature 

Biotechnology. 2007;25(2):238-43. 

 

124. Jacome-Galarza CE, Lee SK, Lorenzo JA, Aguila HL. 

Parathyroid hormone regulates the distribution and osteoclastogenic 

potential of hematopoietic progenitors in the bone marrow.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1;26(6):1207-16. 

 

125. Wang YH, Liu Y, Buhl K, Rowe DW. Comparison of the action 

of transient and continuous PTH on primary osteoblast cultures 

expressing differentiation stage-specific GFP.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5;20(1):5-14. 

 

126. Luiz de Freitas PH, Li M, Ninomiya T, Nakamura M, Ubaidus S, 

Oda K, et al. Intermittent PTH administration stimulates pre-

osteoblastic proliferation without leading to enhanced bone formation in 



 

49 

 

osteoclast-less c-fos(-/-) mic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9;24(9):1586-97. 

 

127. Holick MF. High prevalence of vitamin D inadequacy and 

implications for health. Mayo Clinic Proceedings Mayo Clinic. 

2006;81(3):353-73. 

 

128. Cranney A, Horsley T, O'Donnell S, Weiler H, Puil L, Ooi D, et 

al. Effectiveness and safety of vitamin D in relation to bone health. 

Evidence Report/Technology Assessment. 2007(158):1-235. 

 

129. Holick MF. Sunlight and vitamin D for bone health and 

prevention of autoimmune diseases, cance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4;80(6 

Suppl):1678S-88S. 

 

130. Lee SK, Kalinowski J, Jastrzebski S, Lorenzo JA. 1,25(OH)2 

vitamin D3-stimulated osteoclast formation in spleen-osteoblast 

cocultures is mediated in part by enhanced IL-1 alpha and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 B ligand production in osteoblasts. Journal of 

Immunology. 2002;169(5):2374-80. 

 

131. Kido S, Inoue D, Hiura K, Javier W, Ito Y, Matsumoto T. 

Expression of RANK is dependent upon differentiation into the 

macrophage/osteoclast lineage: induction by 1alpha,25-

dihydroxyvitamin D3 and TPA in a human myelomonocytic cell line, 

HL60. Bone. 2003;32(6):621-9. 

 

132. Kogawa M, Anderson PH, Findlay DM, Morris HA, Atkins GJ. 

The metabolism of 25-(OH)vitamin D3 by osteoclasts and their 

precursors regulates the differentiation of osteoclasts. The Journal of 

Steroid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2010;121(1-2):277-80. 

 

133. Anderson PH, Atkins GJ. The skeleton as an intracrine organ 

for vitamin D metabolism. Molecular Aspects of Medicine. 

2008;29(6):397-406. 

 

134. Orimo H, Shiraki M, Hayashi Y, Hoshino T, Onaya T, Miyazaki 

S, et al. Effects of 1 alpha-hydroxyvitamin D3 on lumbar bone mineral 

density and vertebral fractures in patients with postmenopausal 

osteoporosis. Calcified Tissue International. 1994;54(5):370-6. 

 

135. Zaidi M, Inzerillo AM, Moonga BS, Bevis PJ, Huang CL. Forty 

years of calcitonin--where are we now? A tribute to the work of Iain 

Macintyre, FRS. Bone. 2002;30(5):655-63. 

 



 

50 

 

136. Sexton PM, Findlay DM, Martin TJ. Calcitonin. Current 

Medicinal Chemistry. 1999;6(11):1067-93. 

 

137. Goldring SR, Gorn AH, Yamin M, Krane SM, Wang JT. 

Characterization of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cloned 

calcitonin receptor cDNAs. Hormone and Metabolic Research. 

1993;25(9):477-80. 

 

138. Wimalawansa SJ.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and its 

receptors: molecular genetics, physiology, pathophysiology, and 

therapeutic potentials. Endocrine Reviews. 1996;17(5):533-85. 

 

139. Inoue D, Shih C, Galson DL, Goldring SR, Horne WC, Baron R. 

Calcitonin-dependent down-regulation of the mouse C1a calcitonin 

receptor in cells of the osteoclast lineage involves a transcriptional 

mechanism. Endocrinology. 1999;140(3):1060-8. 

 

140. Inzerillo AM, Zaidi M, Huang CL. Calcitonin: physiological 

ac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Endocrinology & 

Metabolism. 2004;17(7):931-40. 

 

141. Zaidi M, Moonga BS, Huang CL. Calcium sensing and cell 

signaling processes in the local regulation of osteoclastic bone 

resorption. Biological Review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2004;79(1):79-100. 

 

142. Alam AS, Moonga BS, Bevis PJ, Huang CL, Zaidi M. Amylin 

inhibits bone resorption by a direct effect on the motility of rat 

osteoclasts. Experimental Physiology. 1993;78(2):183-96. 

 

143. Alam AS, Moonga BS, Bevis PJ, Huang CL, Zaidi M. Selective 

antagonism of calcitonin-induced osteoclastic quiescence (Q effect) by 

human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Val8Phe37).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1991;179(1):134-9. 

 

144. Chabre O, Conklin BR, Lin HY, Lodish HF, Wilson E, Ives HE, 

et al. A recombinant calcitonin receptor independently stimulates 3',5'-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and Ca2+/inositol phosphate signaling 

pathways. Molecular Endocrinology. 1992;6(4):551-6. 

 

145. Chen Y, Shyu JF, Santhanagopal A, Inoue D, David JP, Dixon SJ, 

et al. The calcitonin receptor stimulates Shc tyrosine phosphorylation 

and Erk1/2 activation. Involvement of Gi, protein kinase C, and calcium.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998;273(31):19809-16. 

 

146. Zhang Z, Baron R, Horne WC. Integrin engagement, the actin 



 

51 

 

cytoskeleton, and c-Src are required for the calcitonin-induced 

tyrosine phosphorylation of paxillin and HEF1, but not for calcitonin-

induced Erk1/2 phosphorylation.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0;275(47):37219-23. 

 

147. Moonga BS, Moss DW, Patchell A, Zaidi M. Intracellular 

regulation of enzyme secretion from rat osteoclasts and evidence for a 

functional role in bone resorption. The Journal of Physiology. 

1990;429:29-45. 

 

148. Mancini L, Moradi-Bidhendi N, Brandi ML, Perretti M, 

MacIntyre I. Modulation of the effects of osteoprotegerin (OPG) ligand 

in a human leukemic cell line by OPG and calcitonin.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0;279(2):391-7. 

 

149. Levine JP. Pharmacologic and nonpharmacologic management 

of osteoporosis. Clinical Cornerstone. 2006;8(1):40-53. 

 

150. Singer FR, Fredericks RS, Minkin C. Salmon calcitonin therapy 

for Paget's disease of bone. The problem of acquired clinical resistance. 

Arthritis and Rheumatism. 1980;23(10):1148-54. 

 

151. Marx RE, Sawatari Y, Fortin M, Broumand V. Bisphosphonate-

induced exposed bone (osteonecrosis/osteopetrosis) of the jaws: risk 

factors, recogni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05;63(11):1567-75. 

 

152. Langdahl B, Binkley N, Bone H, Gilchrist N, Resch H, 

Rodriguez Portales J, et al. Odanacatib in the treatment of 

postmenopausal women with low bone mineral density: five years of 

continued therapy in a phase 2 study.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2;27(11):2251-8. 

 

153. Sánchez GA, Miozza VA, Delgado A, Busch L. Salivary IL-1β 

and PGE2 as biomarkers of periodontal status, before and after 

periodontal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2013;40(12):1112-1117. 

 

154. Yang JS, Kim J, Park S, Jeon J, Shin YE, Kim S. Spatial and 

functional organization of mitochondrial protein network. Scientific 

Reports. 2013;3:1403. 

 

  



 

52 

 

Abstract 
 

Ligands associated with 
osteoclastogenesis and 

activation 
 

Hong Daegon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one is a dynamic hard tissue that repeated formation and 

resorption termed remodeling, in which osteoblast and 

osteoclast are involved. After M-CSF, RANKL, IL-1, TNFα 

act on osteoclast precursor, NFATc1 is activated through each 
signaling pathway. This factor enters the nucleus and alters 
expression patterns of osteoclast specific genes. MMP-9, 
MMP-14 are related with osteoclast migration. Cathepsin K 
participates in degradation of type I collagen and non-collagen. 
Integrin induces rearrangement of the cytoskeleton and effects 
on osteoclasts survival. TRAP affects matrix degradation and 
osteoclast adhesion capacity. CXC12/CXCR4, CXCL2/CXCR2 
and sphingosine-1-phosphate are associated with osteoclast 
migration. LIF and IL-6 is linked with bone resorption induced 
by inflammatory diseases or malignant tumors. Although 
oncostatin M can stimulate to make fusion of multinucleated cell, 
osteoclast-specific genes expression does not occur. IL-4, 
IL-7, IL-10 and IL-13 can inhibit both osteoclast formation 
and bone resorption. Estrogen and calcitonin affecting directly 
osteoclasts can induce apoptosis or decrease osteoclast activity. 
Prolactin hormone and parathyroid hormone can acts on 
osteoblasts to indirectly stimulate osteoclastogenesis. 
Glucocorticoids and vit D can promote osteoclast formation 
through osteoblasts or osteoclast precursors. The research of 
ligands, involved in the constructing a network of overal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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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deling process, elucidates the mechanism of bone-related 
diseases.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study can help 
researcher to develop a diagnostic method, to prevent disease 
and to suggest a safer and more efficient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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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remodeling, osteoclast, osteoclastogenesis,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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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골은 일생 동안 형성과 흡수가 반복되며 리모델링되는 

역동적인 경조직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파골세포와 골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CSF, RANKL, IL-1, TNFα 등과 

같은 인자가 파골전구세포에 작용하여 각각의 신호전달계를 거쳐 

파골세포가 형성된다. MMP-9, MMP-14 는 파골세포 이주에 

관련이 있고 Cathepsin K 는 Type I 교원질과 비교원질 기질을 

분해하는데 참여한다. 인테그린은 세포 골격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파골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TRAP 는 기질분해 및 

파골세포의 부착능에 영향을 미친다. CXCL12/CXCR4, 

CXCL2/CXCR2 과 인지질인 Sphingosine-1-phosphate 은 파골 

세포의 이주현상과 관련이 있다. IL-6 과 LIF 는 골 흡수를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ncostatin M 은 다핵세포 형성은 촉진하나 파골세포-유전자 

발현은 일어나지 않는다. IL-4, IL-7, IL-10, IL-13 은 모두 

파골세포형성을 억제하여 골 흡수를 감소시켰다. 에스트로겐과 

칼시토닌은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각각 파골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거나 파골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프로락틴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파골세포에 영향을 끼친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비타민 D 는 

골모세포 및 파골전구세포에 작용하여 파골세포형성을 촉진한다. 골 

리모델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리간드들의 연구는 골 관련 질환의 기전을 이해하고 진단 

검사법의 개발, 질환의 예방 및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의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
주요어 : 리모델링, 파골세포, 파골세포형성, 사이토카인, 호르몬 
학  번 : 201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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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골조직은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장기 및 골수를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조혈 기능과 체내 무기질 항상성에 

관련되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골 조직은 

발생과정을 거쳐 처음 형성된 후에도 일생 동안 생성과 흡수를 

통해 리모델링 되며 조절되는 기관이다. 골의 미세구조는 유기체의 

생리학적인 요구에 따라 패턴화 되어있다. 골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또한 골의 대사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골 조직과 관련된 세포에는 골모세포(osteoblast), 

파골세포(osteoclast), 골세포(osteocyte) 등이 있다.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로부터 분화된 골모세포는 

골 기질을 형성하고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로부터 

분화된 파골세포는 골 기질을 흡수하는 역할은 한다. 수많은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들이 골모세포와 

파골세포 작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아직 

그 상세한 기전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골 리모델링의 불균형은 골격 구조의 불안함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병적 상태로 이행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파골세포로 

균형점이 옮겨져 골 흡수 활성이 과다해지면 대표적으로 

골다공증(osteoporosis)같은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골모세포로 

균형점이 옮겨져 골 생성 활성이 과다해지면 대표적으로 

골화석증(osteopetrosis)같은 질환이 나타난다. 골 리모델링 과정의 

불균형으로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골다공증, 

치주염(periodontitis), 류마티스성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전이성 악성 종양(meta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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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s), 신장성 골형성장애(renal osteodystrophy), Paget’s 

disease, 골화석증, 구루병(rickets) 등이 있다(1, 2).  

이러한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세포 중 하나인 

파골세포는 매우 크고 이동성이 있는 세포로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골수 유래 세포들이 파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 

융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이는 특징이다. 파골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분화하면서 골 흡수가 일어날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은 

특이적으로 분비되는 교원질 분해효소나 cathepsin K과 같은 

단백질 덕분이다. 활성화 과정을 통해 파골세포의 형태는 변하게 

되는데 활성화된 파골세포는 골 기질에 대한 표면이 불규칙적으로 

접혀 있으며 이것을 ruffled border라 부른다. Ruffled border의 

형성은 파골세포의 활성과 관계가 있다. ruffled border의 

주변으로는 액틴 필라멘트가 풍부하며 이는 골 기질에 부착하는 

지역이다. 부착으로 인해 골 기질과 파골세포로 둘러싸이게 되는 

영역이 생기고 이곳으로 파골세포가 양성자를 내보내어 

산성화시키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질분해효소가 분비된다.  

파골세포의 분화와 골 흡수의 활성은 수 많은 국소적 신호인자 

및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리간드가 있는 반면 골모세포에 영향을 끼쳐 간접적으로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리간드도 존재한다. 또한 파골 

전구세포 혹은 성숙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활성을 

조절하거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골 흡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agonist, antagonist, 억제자(inhibitor), 

항체(antibody) 등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골 관련 질환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파골세포형성(osteoclastogenesis) 및 

활성화(activation) 과정에 관한 현재까지 발표된 실험 논문 및 

리뷰 논문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NCBI 웹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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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에서 “osteoclast"와 각 리간드를 조합하여 검색어를 

구성하여 각 리간드 별로 파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논문 및 리뷰 논문들을 찾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골 조직의 대사 및 리모델링 과정을 이해도를 한층 

증진시키고 연관되어 나타나는 질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각도로 고찰하여 향후 새로운 치료법, 기존 치료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임상 치의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파골세포의 형성 

 

 

제 1 절 파골전구세포의 분화: M-CSF 

 

    골 흡수는 조혈세포에서 분화된 파골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며 

파골전구세포로부터 파골세포로의 분화, 증식, 성숙된 파골세포의 

활성도 등에 의하여 골 흡수의 정도가 결정된다. 골 표면에 

위치하는 조혈세포계통(hematopoietic lineage)인 

단핵세포(monocyte)와 대식세포(macrophage)가 파골세포로 

분화하는데 이 때, RANK-RANKL 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확인되면서 기질세포(stromal cell)과 골수세포(bone marrow 

cell)간의 접촉이 분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질에서 

유래한 인자들이 이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이 

과정에서 파골전구세포의 분화에 필요한 두 인자는 기질세포나 

골모세포에서 분비되는 M-CSF(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와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κB 

ligand)이며 이들은 파골전구세포의 RANK(Receptor Activa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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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actor κ B)의 활성으로 유발되는 세포 내 신호전달에도 

필수적이다(4). 

골모세포에서 생성된 M-CSF는 파골세포 전구체로의 분화와 

증식에 필수적인 사이토카인이고 tumor necrosis factor(TNF) 

cytokine 군에 속하는 RANKL 폴리펩티드는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모세포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type II 막관통 단백질이다(5). M-CSF가 골모세포에서 생성되어 

분비되면 파골전구세포의 c-Fms(Colony stimulating factor 1 

receptor) 와 결합하고 파골세포의 표면에 type I 막 단백질인 

RANK의 발현을 유도한다. 호르몬과 사이토카인 같은 다양한 골 

흡수 유발 인자들이 골 기질세포에서 RANKL를 발현하도록 하고 

골모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발현된 RANKL은 파골전구세포에 

존재하는 RANK를 세포간 접촉을 통해 인식한다. RANKL로 인해 

활성화된 RANK가 세포 내부로 신호전달을 개시하여 분화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파골전구세포는 파골세포로 

분화한다. 파골세포의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에는 

TRAP(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CATK(cathepsin 

K), calcitonin receptor, 인테그린(ανβ3-인테그린) 등이 

있다(6). 분화된 파골세포는 다른 파골세포와 융합되어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성숙한 다핵 파골세포로 성장한다.  

성숙한 다핵 파골세포는 골 리모델링(bone remodeling)을 

시작으로 이끄는 신호에 의해 활성화 된다.  RANK를 발현하는 

파골세포는 RANKL에 반응하여 액틴 세포체 골격의 재구성, 골 

표면과 세포막사이의 밀착 연접의 형성과 같은 세포 내부의 변화를 

거쳐 세포체는 극성으로 형태변화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본격적으로 골 흡수를 개시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7, 8) 

    활성화된 파골세포는 인테그린을 이용하여 골 표면에 

부착해있는데 ATP6i 복합체를 통해 침식시킬 골 주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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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화시킨다. ATP6i를 결핍시킨 쥐는 파골세포의 세포외부 환경 

산성화에 실패하여 골 흡수 능력이 저해된 골화석증을 보였다(9). 

흡수가 일어나는 지점으로의 효소 TRAP와 pro-CATK의 

세포외분비가 계속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으로 파골세포가 골 

표면을 침식시킨다. 교원질 조각이나 칼슘 및 인과 같은 분해 

산물은 순환계로 방출된다. 

 

 

제 2 절 RANKL과 OPG의 균형 

 

    골 흡수를 유발하는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의 수용기가 

파골세포에는 없고 골모세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파골세포의 분화에 골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0). 시험관 내(in-vitro) 실험에서 

파골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골수세포(bone marrow 

cell)와 기질세포(stromal cell) 혼합 배양 시스템은 파골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수용성 인자의 효과를 테스트하기에 적절했다. 

테스트한 용해성 단백질 인자 중 osteoprotegerin(OPG) 덕분에 

파골세포의 분화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많은 부분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11). 이외에도 혼합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비타민D, 부갑상선 호르몬, Interleukin-6 등과 같은 여러 

리간드가 파골세포가 아닌 주로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파골세포의 

형성과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골모세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골세포 형성과정에 참여한다. 

첫 번째는 M-CSF(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의 

생성이고 두 번째는 RANKL의 발현이다. M-CSF의 생산은 골 

흡수 유발 인자가 필요하지 않아도 일어나지만 RANKL은 이러한 

요소에 의존하여 생성된다(12, 13). M-CSF와 RANKL의 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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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골세포의 형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OPG가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참여하게 된다. 

골모세포에서 생산되는 OPG라는 RANKL의 유도 수용체(decoy 

receptor)는 RANKL에 결합하여 RANKL과 RANK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4). TGF-β(전환성장인자), 골 형태 형성 단백질(BMP), 

에스트로겐과 같은 물질에 의하여 생성이 촉진되는 OPG는 시험관 

내에서는 파골세포 형성을 차단하고 생체 내에서는 골 흡수를 

차단하여 골 밀도와 골 량을 조절한다(14).  

사람의 OPG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돌연변이시켜 

기능을 상실시키면 많은 경우에서 유년형 Paget’s disease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15). Paget’s disease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파골세포와 골모세포의 과활성으로 불량한 골이 

형성되는 질환이다. OPG를 전신에 투여하면 병적인 골 흡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골 관절염(osteoarthritis)과 

같은 질환에 OPG를 표적 물질로 이용하여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6, 17). 

RANKL과 OPG는 골 대사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담당하는 

결정적인 인자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골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OPG의 역할은 RANKL의 활성을 제어함으로써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것이다. 다양한 골 흡수 유발 

인자들에 의하여 결정된 RANKL과 OPG의 비율이 파골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얼마나 분화될지 결정하게 되고 이는 골 흡수량 및 골 

밀도의 조절로 이어진다.  

 

 

제 3 절 신호전달계 : RANKL, IL-1, T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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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L, IL-1, TNF는 파골전구세포에 존재하는 수용기에 

각각 결합하여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형성에 관여한다. 각 

리간드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된 신호전달 경로는 여러 단계에서 

조절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파골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다.  

RANKL-RANK 신호전달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정은 

TNFR-associated cytoplasmic factors(TRAFs)가 RANK의 

세포질영역 부위에 결합하는 과정이다(18). 그 중 TRAF6에 

결합하는 어댑터 단백질인 TAB2와 TAK1이 IKK1/2와 JNK1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IKK경로에서는 IKK1, IKK2를 통해 JNK 

경로에서는 MAPK 연관 인산화효소인 MKK7의 활성화를 통해 

신호전달이 시작된다 (19-21). 한 시험관내 실험에서는 IKK/JKL 

경로를 통해 CXCL2가 유도되어 파골전구세포의 증식, 부착, 

이주현상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22). 그 외에도 p38 경로,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ERK) 경로, Src 경로 등이 존재하는데 각각 

MKK6, MEK1, lipid kinase phosphatidylinositol 3-OH 

kinase(PI(3)K)와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AKT가 

참여한다(3, 23-25). 위 경로들의 활성화는 파골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 mi/Mitf 전사 조절자 활성, 이동능력부여, 

세포골격의 재배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25-27). 

IL-1(Interleukin-1)은 활성화된 단핵 포식세포에 의해 

생산되어 주로 선천면역의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이다. 

간접적으로 RANKL 유도, 골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자극하는 

능력을 가져 염증 상태에서 골 흡수를 유발할 수 있다(28). 막 

수용기는 IL-1RI, IL-1RII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하나의 막관통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IL-1RI을 통해 세포로 신호전달을 

개시한다. 이 때 IL-1R-associated kinase(IRAK)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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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IRAKs는 Myd88(myeloid differentiation 

factor 88)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29). IL-1이 

IL-1RI에 결합을 하면 IL-1RI이 동형이합체를 형성하고 

형태변화를 통해 MyD88, IRAKs, TAK1, TAB1, TAB2, TRAF6를 

포함하는 신호 분자의 활성을 유도한다(30). IL-1은 RANKL이 

RANK를 활성화시킨 신호전달경로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게다가 IL-1R1 수용기 혹은 c-fos를 

과발현시켜 IL-1만으로도 파골세포의 형성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31).  

TNF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 골용해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NF의 

세포막 수용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TNFR1(p55), TNFR2(p75)라 

부르고 TNF가 결합하면 NF-κB와 MAPK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신호전달이 이루어진다. TNF는 

골모세포와 간질세포를 자극하여 RANKL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파골전구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32). 그러나 TNF는 RANKL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RANKL만큼 효율적으로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33). 한편, 쥐의 실험에서 DNA 결합 단백질 

RBP-J는 생리적인 골 리모델링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TNF로 유도되는 파골세포 형성과 염증성 골 흡수 과정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RANKL, TNFα, IL-1 으로부터의 시작된 신호는 최종적으로 

파골전구세포의 분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 물질인 

NFATc1(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을 활성화시킨다.  

NFATc1은 TRAP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cathepsin K, DC-STAMP (dendritic cell-specific 

transmembrane protein), αvβ3 인테그린과 같은 파골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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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유전자들의 발현을 이끈다. 그리고 파골전구세포는 점차 

파골세포로 분화되며 다핵세포를 형성하게 된다(6). 

 

 

제 3 장 파골세포의 특징적 생성물: MMP, 

cathepsin K, TRAP, 인테그린 

 

 

성숙한 파골세포는 수산화인회석, type I 교원질과 같은 골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 다양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생성하고 수소 

이온을 분비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효소는 

cathepsin K와 matrix metalloproteinase(MMP)가 속하는 

그룹이다. MMP는 세포외기질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세포막 

수용기 분해나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리간드의 방출,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의 활성 및 불활성을 일으킨다(35). MMP는 또한 세포 

증식, 이주, 분화, 세포자멸사 등과 같은 과정에도 참여한다. 

파골세포형성 촉진인자인 IL-1, TNF-α, PGE2는 MMP의 발현을 

유도하며 파골세포 형성억제 및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IFN-γ는 

MMP의 발현을 억제한다. MMP-9와 MMP-14를 결핍시킨 

실험에서 파골세포의 이동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종류의 MMP 중 MMP-9와 MMP-14가 파골세포의 이주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36). MMP-9는 분비되는 형태로 MMP-14는 

파골세포의 세포막에 위치한 형태로 교원질 분해 활성을 나타내어 

파골세포가 교원질 섬유의 그물망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37). 

파골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Cathepsin K는 CTSK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는 효소이다. 파골세포가 골흡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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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형태로 변하고 ruffled border가 형성되면 골 흡수가 일어나는 

지점으로 cathepsin K를 세포내 소포를 통해 분비시킨다. 이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 최적의 효소 활성을 보이며 type I 교원질과 

다른 비교원질 단백질의 분해한다. 다양한 염증 상황에서 IL-17A, 

IL-1a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Cathepsin K의 발현이 

자극 받는다(38, 39).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MP 억제자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Cathepsin K 유전자를 무력화시키거나 

억제자를 이용한 경우에 파골세포의 활성이 강하게 억제되었다 (40, 

41).  

인테그린은 세포와 세포 혹은 그 주변환경과의 신호를 

매개하는 세포표면 수용기군이다. 인테그린이 매개할 수 있는 

신호전달에는 세포 성장 및 분열, 세포 생존, 세포 분화,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신호들이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테그린에 

속하는 수용기는 α1β1, α2β1, α3β1, α4β1, α5β1, α6β1, 

α7β1, αLβ2, αMβ2, αIIbβ3, αVβ1, αVβ3, αVβ5, αVβ6, 

αVβ8, α6β4가 있으며 그 중 파골세포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인테그린은 αVβ3이다(42). αVβ3은 막관통 수용기로써 1985년 

Pytela 연구진이 태반으로부터 처음 정제한 것으로 

이형이합체(heterodimeric)이다. 처음에는 vitronectin receptor로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αVβ3에 결합하는 리간드 중에 가장 먼저 

발견 된 것이 vitronectin이었기 때문이다(43).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vitronectin은 αVβ3뿐 아니라 αⅡbβ3, αVβ5, αVβ1 

등 다른 인테그린에도 결합을 할 수 있고 αVβ3 역시 osteopontin, 

fibrinogen, fibronectin, laminin, thrombospondin, von willebrand 

factor 등 다양한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형이합체 

세포막 당단백인 αVβ3는 1018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중쇄 αV 

subunit과 762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경쇄 β3 subunit으로 

이루어져 있다(44). 파골전구세포에서는 αVβ5가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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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나 파골세포로 분화하면서부터는 αVβ3로 교체된다(45). 

αVβ3 는 osteopontin 같은 기질 단백질에 존재하는 

RGD(Arg-Gly-Asp) 부착 모티프를 인식하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outside-in signaling’으로 이끄는 인테그린 수용기의 형태 

변화를 이끈다. 이러한 신호전달로 인해 파골세포 내부에서 

세포골격 재구조화가 시작된다(46). 세포는 극성 형태로 바뀌고 

인테그린에 의해서 침식시킬 골 표면에 부착된다. 성공적으로 

분화한 파골세포가 골 기질을 제대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골 흡수가 

일어날 지역에 이주를 한 후 그 부위의 골 표면에 제대로 부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골세포가 형성하기 까지 수많은 조절 인자가 

있었지만 인테그린수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골 표면의 

부착에 실패해서 골 흡수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인테그린이 골 흡수를 위한 파골세포의 세포골격을  

재배열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47). 

게다가 vitronectin , osteopontin 과 같은 리간드와 결합하지 않은 

인테그린 수용기는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인테그린이 파골세포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48).  

TRAP(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는 

metallophosphatase 로 파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며 골 흡수를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어 기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49). 단백질 분해 처리과정을 통해 활성화된 

TRAP 는 OPN(osteopontin)과 같은 골 기질 단백질을 탈인산화 

시키는 원리로 생물학적 활성을 조절한다(50). 인산화된 RGD-

motif 가 파골세포의 부착능과 이동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TRAP 역시 OPN 인산화 여부에 영향을 주어 파골세포의 부착능을 

조절시킬 수 있었다(51). 종합하면 파골세포가 이동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TRAP 의 분비는 인산화된 OPN 의 농도기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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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이것은 인테그린의 부착능 차이를 야기하여 파골세포의 

이주가 일어나는 것 같다. 

 

 

제 4 장 Chemotactic ligand 

 

 

제 1 절 CXCL12/CXCR4, CXCL2/CXCR2 

 

SDF-1(Stromal cell Derived Factor-1)이라고도 불리는 

CXCL12(Chemokine ligand12)는 기질세포, 골모세포, 파골세포 

등 여러 세포에서 방출되는 리간드다. 그것의 수용기인 CXCR4는 

7개의 막관통 G단백질이 연계된 수용기로 조혈모세포와 파골세포에 

발현된다(52). CXCL12는 그것의 수용기인 CXCR4에 결합하여 

파골전구세포를 소집하여 화학주성을 자극하여 골수에 머물러 있게 

한다(53).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하고 골 흡수 활성을 높이는 

작용으로 인해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많은 염증성 질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54). CXCL12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자가분비 혹은 인접분비 방식으로 자극하고 골과 관련된 악성종양, 

골에 전이된 종양의 골 용해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55). 하지만 CXCR4의 유전자를 파괴시킨 경우 

파골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5). CXCR-

CXCL의 복잡한 기전은 세포주변환경에 따라 조혈모세포주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 같다.  

    CXCL2(chemokine ligand 2)는 CXC chemokine 군에 속하는 

사이토카인으로 단핵구나 대식세포에서 분비되어 조혈줄기세포의 

화학주성을 담당한다(56). 파골전구세포의 RANK가 RANKL로부터 

활성화되면 JNK와 NF-kB 신호전달경로에 의존하여 CXCL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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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된다. 이것의 수용기인 CXCR2는 파골전구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데 이것으로 CXCL2는 자가분비 혹은 인접분비의 방식으로 

파골전구세포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시험관내 실험에서 

CXCL2가 파골전구세포의 부착, 이주의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에 더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서는 CXCL2가 골 침식을 유도함을 확인했다(22).  

 

 

 

제 2 절 Sphingosine-1-phosphate 

 

    Sphingosine-1-phosphate는 세포막에서 발현하는 G단백질과 

연관된 수용체와 반응하여 혈관생성, 혈관투과 및 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sphingolipid이다(57). 

Sphingolipid는 serine 상단 부(head group)와 1 또는 2개의 

지방산꼬리로 구성된 세포막 구성성분이다. 그들은 쉽게 대사되어 

sphingosine으로 변환되는데 대부분의 세포에서 sphingosine은 

sphingosine kinases 1 and 2에 의해 ATP에 의존하여 인산화될 

수 있다. 다양한 성장인자, 호르몬, 사이토카인에 의해 조절되는 

sphingosine kinases는 S1P의 급성 반응성 생성과 순환계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것의 합성 직후에 자유 S1P는 세포내의 S1P 

lyase에 의해 분해되거나 S1P phosphatases에 의해 탈 인산화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골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S1P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다. 대조적으로 혈장에서는 많은 양의 S1P가 

계속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특히 적혈구와 혈소판 때문이다. 

그래서 혈장과 조직간의 S1P 농도 차이가 유지될 수 있다.  

    파골전구세포는 S1PR1, S1PR2 두 가지 종류의 수용기를 

발현한다. 두 수용기에서 시작된 신호는 각각 다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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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데 S1PR1의 활성은 파골전구세포를 골수에서 혈관으로 

이동시키고 S1PR2의 활성은 혈관에서 다시 골수로 돌아오게 

한다(58). S1PR2가 아닌 S1PR에만 agonist 역할을 하는 리간드를 

처리했을 때 난소를 적출한 쥐에서 유도되는 골 흡수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대조적으로 S1PR1을 무력화시킨 쥐에서는 골 표면에 

더욱 많은 파골전구세포가 부착해 있었으며 증가된 파골세포의 

형성과 골 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58). 파골세포 또한 S1P를 

발현하는데 이는 파골전구세포를 유인하여 융합을 유도하고 

골모전구세포의 분화를 이끌어 골 형성 활성을 증가시킨다(59). 

성숙한 파골세포에서 생성되는 Cathepsin K는 S1P의 발현을 

감소시키는데(40) 이것은 cathepsin K 억제자가 골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9).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장과 골수의 S1P 농도와 S1PR1의 발현 

수준이 낮다면 골다공증을 비롯한 골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S1P를 이용한 파골전구세포의 

이동양상의 조절은 골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나 생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만큼 특이적으로 

파골전구세포에만 작용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제 5 장 Cytokine 

 

 

제 1 절 GP130 signaling: IL-6, oncostatin M, LIF 

 

IL-6, IL-11, LIF(leukemia inhibitory factor), oncost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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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M), ciliary neurotrophic factor(CNTF), cardiotrophin-

1(CT-1)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IL-6 

군의 수용기복합체는 모두 신호전달에 중요한 요소로 gp130을 

공유한다(60). Gp130으로부터 시작된 신호는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세포의 유전자발현을 조절한다.  

IL-6는 단핵구, 섬유모세포, 연골세포, 골수기질세포, 골세포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발현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상승된 IL-6의 생성이 관찰되었고 실제로 질환의 

활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경우에 생성되는 IL-6이 골의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L-6의 혈장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좀 더 병기가 진행된 

상태를 나타낸다(61).  

다양한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간질세포나 골모세포로부터 

생성된 IL-6가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했다는 결과들이 있다. 

골모세포, 파골세포 모두 IL-6 수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IL-6는 

soluble IL-6 수용기와 결합한 후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RANKL의 

발현을 유도하고 파골전구세포의 RANKL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62). 또한 파골전구세포의 RANK 발현을 증가시키고 

OPG를 억제시켜 파골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자극한다(63).  GP80, GP130 두 개의 당단백으로 구성된 세포막 

수용기를 통해 신호전달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JAKs가 

활성화되고 GP130의 세포질 영역이 인산화되어 STAT(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factor 1, 3의 결합을 

위한 부위가 형성된다. 이어서 STATs 또한 인산화되어 동형이합체 

또는 이형이합체를 형성하여 핵 내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NFATc1과 OSCAR(Osteoclast associated receptor)와 같은 

파골세포로 특성 짓는 유전자들의 전사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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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시험관 내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IL-6의 효과는 

파골세포의 형성 촉진 인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생체 내 실험 

결과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생체 내에서는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는 골모세포의 활성도를 비롯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IL-6 과발현시킨 생쥐의 경우 

성장기의 경우 증가된 파골세포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성체에서는 골모세포 활성이 손상을 받아 파골세포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다(64). 이것은 IL-6가 골의 교체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파골세포의 수용기에 직접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골세포의 형성이 억제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65). Fumio 

연구진은 STAT3 유전자를 억제시킨 실험을 통해 IL-6는 

파골전구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JNK와 IκB 분해 

신호전달경로를 억제시켜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억제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66). 이러한 억제효과는 TRAP, cathepsin K, 칼시토닌 

수용기 발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골의 종양과 관련하여 IL-6가 항암작용을 할 수도 있으나 골 

흡수와 종양 성장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정확한 역할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67). 결론적으로 골모세포를 통한 간접적인 

파골세포 분화과정을 촉진하면서 파골전구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억제하는 역할을 나타내듯이 생체 내의 그 결과가 다소 

복잡하나 염증성 상황이나 종양으로 인한 골 흡수 작용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 분명하다. 이러한 질환의 기전과 

치료를 위해서도 IL-6의 역할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IL-6와 밀접한 사이토카인인 oncostatin M은 골모세포나 

골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역시 GP130 단백질을 공유한다. 

Oncostatin M은 융합을 통해 다핵세포 형성을 촉진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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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은 파골세포 표지자를 발현하지는 않는다(68). 즉 

oncostatin M은 파골세포 형성과 골 흡수의 억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쥐에서 gp130 당단백을 소실시킨 후 oncostatin M을 

처리한 경우 파골세포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69). 

LIF는 간엽줄기세포, 간질세포주, 골수 기질 세포주 등 

골모전구세포의 분화가 가능한 세포주에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골세포에서는 LIF 활성이나 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 

LIF의 효과는 다소 복잡한데 그 이유는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다른 

종류의 세포가 파골세포 형성인자에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70). 

대표적으로 골모세포에서 RANKL의 발현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간접적으로 파골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파골세포 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사이토카인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 같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LIF는 

RANKL유도를 통한 파골세포 형성에는 불충분하지만 골 성장에 

필요한 연골파괴세포의 형성을 자극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리고 

관절염, 전이성 유방암, 흑색종과 같은 질환에서 나타나는 골 용해 

현상에 필요한 파골세포의 형성은 자극할 수 있는 것 같다(71) . 

 

제 2 절 IL-4, IL-7, IL-10 

 

IL-4는 활성화된 T 도움세포(TH2)와 비만세포에 의해 주로 

분비되는 면역조절 사이토카인으로 대식세포가 IL-1이나 TNF-α,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하는 것을 억제함으로 항 

염증작용을 할 수 있다. IL-4가 파골세포의 형성과정을 억제 할 수 

있음이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STAT6-의존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에 발현되는 RANK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그 뿐 아니라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OPG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RANKL의 생성을 

감소시킨다(72). RANKL 유도-파골세포분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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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골세포를 다핵거대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s)로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쥐의 두개골과 사람의 치은 섬유모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IL-4는 IL-1과 TNF-α에 의해 유도되는 

B1, B2 키닌 수용기의 mRNA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또한 

STAT6를 결핍시킨 쥐에서 IL-4의 이러한 효과가 감소됨이 관찰 

되었다. 즉, IL-4는 STAT6-의존 경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과 TNF-α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73). 

골수기질세포에서 분비된 IL-7은 미성숙 B림프구나 

T림프구의 전구세포의 생존과 팽창을 촉진한다. 많은 논문이 IL-

7은 파골세포 및 골모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골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74). 시험관내 연구에서는 IL-7이 M-

CSF와 RANKL을 처리한 쥐의 골수 단핵세포 배양에서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4). 

IL-10은 염증억제 사이토카인으로 감염과 염증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개시된 염증작용의 완화를 유도하고 

파골전구세포에서 TREM-2의 전사를 억제하여 RANK의 

칼슘신호전달 경로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RANK활성화로 시작된 CaMK-MEK-ERK경로를 억제시켜 

NFATc1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파골세포의 형성을 

제한한다(75).  

 

 

제 3 절 Interferon- γ(IFN-γ) 

 

IFN-γ는 타입 1-T 도움세포, 세포독성 T세포, 수지상 세포, 

자연세포독성세포(natural killer cell)에 의해 분비되며 T세포 

매개로 일어나는 면역반응에 참여한다. 또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O를 생성하게 하고 주조직적합복합체의 제시를 이끌어낸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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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 관련하여 IFN-γ은 성숙 파골세포가 아닌 파골전구세포의 

ubiquitin/proteasome system을 활성화시켜 RANKL 신호전달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TRAF6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76). 결과적으로 RANK 신호전달이 억제되어 

파골세포 형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는 염증성 상황에서 과한 

골 흡수 환경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체 실험에서 TNF-

α를 처리하여 유도된 파골세포형성은 IFN-γ에 의하여 

감소되었고(77).  IFN-γ를 결핍시킨 쥐의 실험에서는 과도한 골 

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78).  

 

 

제 4 절 Prostaglandin E2 (PGE2) 

 

프로스타글란딘은 핵을 가진 거의 모든 세포에서 생성된다. 

그들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일반적인 

호르몬과는 달리 국소적으로 인접세포 혹은 자가세포에 작용하여 

염증성 반응, 혈압의 조절, 출산 등과 같은 과정에 관여한다. 

중간체인 아라키도닉산이 cyclooxygenase pathway나 

lipoxygenase pathway를 택하여 prostaglandin과 thromboxane 

혹은 leukotriene으로 각각 변환될 수 있다. Cyclooxygenase 

경로를 통해 thromboxane, prostacyclin, prostaglandin D, E 

그리고 F 등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prostaglandin E2가 

골모세포에 영향을 주어 파골세포의 골 흡수 작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곱 흡수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골 형성도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중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중심으로 파골세포 및 골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볼 것이다. 

Prostaglandin E2는 G단백질-연계 수용기인 EP1, EP2,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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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에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유발한다(79). EP1은 IP3 

신호와 연결되어 Gq/p를 통해 phospholipiase C 활성화가 일어나 

세포내의 칼슘이동이 일어난다(80). EP2와 EP4는 모두 adenylyl 

cylase와 cAMP/PKA 신호 경로를 자극한다. EP3는 EP2와 EP4의 

효과와는 반대로 Gi를 활성화하여 adenylyl cyclase를 

억제한다(79). 그러나 어떤 PGE2 수용기가 PGE2-매개로 

일어나는 RANKL의 유도를 유발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활액의 섬유모세포에서는 EP4가 4가지 

타입 중에 가장 많이 발현되는 타입인데(81) EP4를 무력화시킨 

생쥐 실험에서 염증성 반응이 감소하였고 더 적은 파골세포가 

관찰되고 골모세포에서 RANKL이 발현되는 것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82). 또한 K Ono 연구진은 쥐의 골수 배양에서 EP4가 

PGE2에 의한 파골세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83). 즉 PGE2가 섬유모세포에 작용하는 경우는 EP4를 

통해 골모세포의 RANKL발현을 증가시켜 파골세포의 분화 및 

증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EP2를 삭제한 경우에서도 EP4의 

경우와 비슷하게 골모세포의 유전자 발현과 기능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강도는 EP4에 비해 덜 하였다(82).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EP4가 PGE2로 유발되는 파골세포 

형성과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용기 인 것 같다. 

C.S Lader 연구진은 최초로 in-vitro human system에서 

PGE2가 파골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것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cyclooxygenase 1과 2의 비선택적 억제제인 indomethacin을 M-

CSF 배지에 첨가한 결과 파골세포 특성을 띠는 세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다(84). 즉, cyclooxygenase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이 파골세포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골모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비장 세포를 배양하였을 때는 

PGE2로 인한 파골세포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골모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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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쥐의 골 세포 배양에서는 PGE2로 인해 성숙 파골세포의 골 

흡수 활성이 증가됨이 관찰되었다(85). 위 실험으로 미루어 볼 때 

PGE2는 파골세포에 직접적인 활성을 일으키기보다는 골모세포를 

통해 파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 같다.  

    칼슘 저장고로서 파골세포와 골모세포가 활발히 작용하는 

금붕어의 비늘은 포유류의 골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 in-vivo 

실험에 용이하게 이용되는데 금붕어의 비늘에서 PGE2가 

골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더욱이 PGE2를 처리한 비늘에서 파골세포의 표지자인 TRAP와 

cathepsin K의 mRNA 발현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86).  

골모세포에 의해 생성된 PGE2는 골 흡수뿐 아니라 골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Jean연구진의 in-vitro실험에 

따르면 PGE2는 골막에서 골 흡수와 골 형성을 모두 촉진하고 골 

내막에서는 골 흡수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들의 

작용을 합한 최종적인 결과는 골 흡수가 더 두드러졌다(87). 

그래서 그 동안은 PGE2가 파골세포 형성의 촉진제로서만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PGE2가 골 흡수뿐 아니라 골 형성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염증상태의 질환 중 골 파괴를 일으키는 치주염이나 

골다공증의 치료제로서 EP4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이 시도될 

수 있을 것 같다. PGE2가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자로서 

치주염과 같은 염증성 골 파괴 질환의 진행 정도를 알아내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Hor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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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기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골수의 간질세포나 골모세포, 

T-림프구, 윤활 섬유모세포, 가지돌기세포에서 RANKL 발현을 

유도하여 골 밀도와 체내 칼슘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calciotropic hormones는 골모세포주의 RANKL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Anabolic 및 anti-resorptive factor는 OPG발현을 

증가시키거나 RANKL발현을 감소시켜 RANK의 활성을 줄이고 골 

흡수를 억제한다. 호르몬이 파골세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In-vitro 연구와 In-vivo 연구사이의 상충되는 결과도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는 골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파골세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에스트로겐(estrogen) 

 

에스트로겐은 신체 내에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 및 여성의 생식 

기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골 리모델링에 

참여하여 남성, 여성 모두에서 간접적으로 골의 보호작용을 할 수 

있다. FSH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하여 골 부피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순환하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뇌하수체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FSH생성이 억제된다.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촉진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증가하게 된다. 활성화된 T 세포에서 

생성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파골세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길항작용을 함으로써 

골 흡수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칼슘 농도를 올리게 된다.  

에스트로겐 수용기는 세포내 수용기로써 에스트로겐에 의하여 

활성화가 되면 세포의 핵 내로 이동하여 DNA에 결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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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한다. 파골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수용기의 발현 

수준은 골모세포에서와 유사하지만 생식기관의 세포보다는 최소한 

10배 이상 낮다(88). 에스트로겐 수용기는 α,β 두 종류가 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기 α,β 모두 특이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인식하며 

homodimer 혹은 heterodimer형태로 목표 유전자의 프로모터로 

작용한다(89, 90). 에스트로겐 수용기 α의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은 생쥐를 실험에 이용하면서부터 에스트로겐-에스트로겐 

수용기의 작용이 파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에스트로겐 수용기 α, β, αβ모두를 선택적으로 

knock-out시킨 생쥐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에스트로겐 

수용기 α가 에스트로겐의 표적 기관에 일으키는 생리학적 반응을 

매개하는 더 큰 역할을 하는 수용기로 보인다(91, 92). 

에스트로겐은 성숙한 파골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기 α를 

통해서 파골세포의 활성을 약화시키고 파골세포의 Fas ligand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자멸사를 유발한다(92). 이러한 골 보호 

작용은 피질 골 보다는 해면 골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93). 

한편 세포질수용체가 세포핵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non-

nuclear-개시 작용으로는 내부 피질 골 소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94).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직접적으로 성숙 파골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기 α에 결합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발하고 이는 파골세포의 

수명을 조절하여 골의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s) 

 

    신장의 위쪽에 위치한 부신은 두 개의 내분비선이 존재하는데 

내부에 위치하는 부신 수질은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등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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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을 분비하고 부신 피질 주변은 콜레스테롤의 유도체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성호르몬으로 구분된다.  

α,β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기(GR)는 

핵 수용기 군에  속하며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결합하면 골모세포 

및 파골세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세포에서 발달, 대사, 면역 반응에 

관계된 유전자의 전사 수준 조절이 일어난다(95, 96). 비 결합 

상태에서는 세포의 세포질 내에 위치하다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 내로 들어가 수용기와 

결합하게 되면 복합체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해 다음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하나는 항 염증단백질(anti-inflammatory 

protein) 발현을 핵 내에서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pro-inflammatory protein)의 발현을 세포질 

내에서 억제하는 것이다.  

먼저 골모세포에서는  OPG 수준을 감소시키고 M-CSF와 

RANKL 발현을 증가시켜 파골세포형성을 촉진시킨다(97). 게다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Wnt/β-catenin 신호전달경로를 억제하고 

골수기질세포를 골모세포계열보다는 지방세포계열로 분화를 

강화하고 골모세포의 분화, 생존, 기능, 증식능에 급속한 손상을 

준다(98). 이러한 결과로 골 형성 속도의 감소 및 골모세포 생존에 

영향을 끼쳐 여러 가지 골 관련 합병증이 나타나게 된다(99).  

골모세포에 끼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파골세포에도 즉각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파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GRβ와 약하게 발현되는 GRα를 확인하면서 현재 

연구자들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골모세포 뿐 아니라 적어도 약물 

치료 개시 초반부에는 파골 세포의 골 흡수를 증가하는 작용을 

한다는 부분에 합의하고 있다(100). 하지만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에는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한다. 파골세포의 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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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생존 시간을 연장하여 골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101)가 있는 반면에 파골세포의 생존은 감소 하거나 

유의할만한 변화는 없다고 보고한 연구(102)도 있다.  

생리적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파골세포의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유전자와 골 기질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의 과발현을 유도한다(103). 또한 골 침식이 일어날 때도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골 흡수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파골세포와 골 기질간의 접촉이 연장되어 더욱 

긴 거리의 골 표면에서 침식이 일어나게 된다(104). 

고코르티솔증은 종양과 같은 병적 상태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인해 생길 수 있고 골 관절염, 만성 및 급성 염증 상황, 암, 

조직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높은 농도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골대사의 변화를 유발해 골 리모델링을 억제하고 해면 골을 더욱 

얇게 하고(105) 골 흡수,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106). 그 중에서도 급속한 골 흡수는 내부 피질 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107). 치료 목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시 처음 6개월간은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투여 용량과 상관관계가 있다(108). 합성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 prednisolone 23±12.7 mg/day를 경구 

투여한 17명의 환자에서 골모세포, 파골세포, 골세포와 관련된 

생체화학 표지자를 분석한 실험에서는 골모세포, 골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PINP(amino-terminal propeptide of type I 

procollagen), OC(osteocalcin), OPG(osteoprotegerin), 

sclerostin의 즉각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 골 흡수를 나타내는 

표지자 βCTX(type I collagen cross-linked C-telopeptide)는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골모세포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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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나타나는 골모세포의 성장 억제 및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 

그리고 파골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어 골 

흡수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 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부터 유도된 골 

흡수의 생물학적 기전을 잘 이해하여야만 골다공증, 골절 등의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프로락틴(prolactin) 

 

프로락틴(prolactin)은 PRL 유전자에 암호화 되어있는 분자량 

22000의 198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티드 호르몬으로 

뇌화수체 전엽의 프로락틴 분비세포(lactotroph)에서 생성 및 

분비가 된다. 이러한 프로락틴은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분만, 

수유의 유지, 생식, 삼투 조절, 면역조절, 혈관형성 등 다양한 

작용을 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이다(109, 110). 

고프로락틴혈증(hyperprolactinemia)은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정상 

생리학적 반응(~200-350 ng/mL)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프로락틴분비종양(prolactioma)이나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가 

복용하는 도파민관련 항정신약물의 만성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병리적 상태(~1000ng/mL)와 관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111, 

112). 정상보다 지연된 수유 시 일시적인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고프로락틴혈증은 골 교체율을 가속화시키고 

대량으로 칼슘 손실을 발생시켜 골연화증 또는 골다공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113).  

사이토카인 과(superfamily)에 속하는 프로락틴 수용기는 

하나의 막 관통영역을 가지며 활성화되면 동종 이합체를 

형성한다(114).  프로락틴 수용기는 거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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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며 다양한 동형 단백질의 발현수준은 발정주기나 임신, 

수유와 같은 기능적인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115). 골 

세포에서 프로락틴 수용기의 발현은 파골세포가 아닌 골모세포에서 

발현되며(116) 프로락틴 수용기를 무력화시킨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골의 형성이 느려지고 골 부피의 감소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115, 116). 성체 쥐에서 고프로락틴혈증시 높은 골 

교체율과 골 소실이 관찰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결핍되게끔 자궁을 

적출한 쥐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현저하지 않고 에스트로겐 

결핍시의 관찰되는 골 패턴과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되는 다른 

양상을 보여 프로락틴이 에스트로겐과는 독립적으로 골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117). 그리고 골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프로락틴은 골모세포 활성의표지자라고 할 수 있는 

osteocalcin의 발현과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대신 RANKL/OPG 비율을 

증가시킨다(117). 이 관찰 결과로 증가된 RANKL/OPG가 골 

흡수를 증진시키며 고프로락틴혈증으로부터 유도된 높은 골 

교체율과 골연화증을 설명할 수 있다(117).  

 

 

제 4 절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갑상선 내측에 위치하는 네 개의 원형 모양을 한 

부갑상선기관은 주세포가 있어 그곳에서 8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티드인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칼슘은 신체 

전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범위의 

농도를 유지될 필요가 있다. 부갑상선 세포에 있는 calcium-

sensing 수용기가 혈장 칼슘농도에 반응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된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신장, 위장관, 골 조직에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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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골에 작용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생물학적 기전은 다소 복잡하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기는 부갑상선 호르몬 1 

수용기(PTH1R)과 부갑상선 호르몬 2 수용기(PTH2R)이 있는데 

여기에 부갑상선 호르몬과 막관통 단백질의 GPCR 군에 속하는 

단백질들이 결합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나 췌장, 고환, 태반에 주로 

발현되는 타입인 PTH2R과는 달리 PTH1R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수용기로써 골, 신장 등에서 높게 발현되는데 

adenylate cyclase와 phospholipase C의 활성화를 통해 혈장 칼슘 

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118, 119). PTH1R은 

파골세포보다는 골모세포나 골모세포 전구체에서 발현한다. 표적 

세포의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기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부갑상선 

호르몬 연관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 된다(120). 

세포적 수준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골세포가 아니라 

골모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세포의 숫자 및 활성도를 

증가시켜 새로운 골 기질을 축적하고 결정화 속도를 

증가시킨다(121). 그와 동시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모세포의 

RANKL 발현과 IL-6의 분비를 늘려 파골전구세포의 소집 및 

분화를 촉진시키고(121-123) 증식과 융합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큰 크기의 파골세포가 형성되어 골 흡수 활성이 증가된다(124). 즉,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에 대한 동화작용 및 이화작용 모두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효과는 수용기의 역동학적 활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더욱이 생체에 부갑상선 호르몬의 주입시 투여 

빈도에 따라 골 대사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갑상선 호르몬의 

지속적인 주입은 골에 이화 작용을 유발하고 골 흡수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간헐적인 부갑상선 호르몬의 주입은 동화작용 즉, 골의 

형성을 촉진시켰다(125, 126).  

미국 식품의약국은 골다공증을 위한 치료제로서 인간 부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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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의 하루에 1회 투여에 대해 승인한 상태이다. 골다공증, 골절, 

치주염 등과 같은 골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나 기존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골의 여러 

세포타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 5 절 비타민 D(Vitamin D) 

 

지용성 비타민에 속하는 비타민D는 소장에서 칼슘 및 인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에서 가장 풍부한 비타민D는 

비타민D3(cholecalciferol)이며(127) 음식물에 의해 흡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7-dehydrocholesteol 상태로 흡수되어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D3가 된다. 비타민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외선 

하에 합성이 가능하므로 엄밀히 말해 필수 비타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이 연해지는 

골연화증(osteomalacia)이 나타나는데 낮은 수준의 혈장 

비타민D는 골 밀도 저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128). 골 

건강에 있어서 비타민D는 필수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골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골을 위해서는 비타민D가 파골세포, 골모세포, 

골세포에 어떤 영향을 어떤 기전으로 끼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로부터 흡수되거나 자외선 아래서 합성된 비타민D는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운반되는데 그 후 25(OH)D3(calcidiol)로 

변환된다. 다시 순환계를 통해 25(OH)D3은 신장에서 

1,25(OH)2D3 (calcitriol)로 전환되어 비타민D의 생물학적 활성 

형태가 된다. calcitriol은 혈장 속의 비타민D-결합단백질에 

결합하여 혈류를 통해 다양한 표적기관으로 수송된다.  

활성화 형태의 비타민D 대사산물은 표적 세포의 핵에 위치하는 

비타민D 수용기(vitamin D receptor, VDR)에 결합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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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매개한다. 비타민D 수용기는 스테로이드/갑상선 호르몬 

수용기의 핵 수용기 군에 속하고 많은 기관에서 발현된다. 소장, 골, 

신장, 부갑상선 세포에서 활성화된 비타민D 수용기는 혈장의 

칼슘과 인의 농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9). 소장 

상피세포와 골모세포가 VDR이 발현되는 주요 지점이며 소장 

상피세포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골모세포에서 골의 

리모델링을 담당한다. 즉 비타민D는 신체 내의 칼슘 총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골 성장 및 골 리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5(OH)2D3 는 골모세포에서 RANKL 과 IL-1 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OPG 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파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한다(130). 또한 파골전구세포의 초기과정에 VDR 이 발현되고 

VitD3 와 TPA 를 처리하면 RANK 의 mRNA 와 단백질 발현이 

증가한다 (131). 증가된 RANK 는 골모세포에서 생성되는 

RANKL 과 결합하여 파골세포 분화과정이 촉진될 것이다. 

단핵세포계열이 25(OH)D3 를 대사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골세포 혹은 파골전구세포는 25(OH)D3 를 

1,25(OH)2D3 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대사의 능력은 성숙한 

파골세포가 파골전구세포에 비해 더욱 뛰어났다(132). 위의 

비타민 D 대사과정은 TRAP 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수의 

다핵세포의 형성을 유도하였다(132). 이 사실에 비추어 혈장 내 

순환 중인 25(OH)D3 농도의 변화로 골 세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파골세포의 형성 정도를 조절 할 수 있을 것이다(133).  

하지만 비타민D3가 시험관내 실험에서 RANKL을 강하게 

유도하여 파골세포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D3와 비타민D3의 전구약물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생체에서 골 흡수를 억제하여 골의 교체율을 낮추고 

골 밀도를 높여 골절의 빈도를 낮추기 때문이다(134). 이러한 in-



 

31 

 

vitro와 in-vivo의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제 6 절 칼시토닌(Calcitonin) 

         

칼시토닌은 갑상선의 소포곁세포(parafollicular cell)에서 

분비되며 3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칼시토닌의 역할은 골 흡수를 억제하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 

감소 및 칼슘 분비를 증가시켜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신장에서 25-hydroxvitaminD3를 1,25-

dihydroxyvitamin D3로 변환하는 것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데 기여한다(135, 136).  

PTH/PTHrP/adrenomedullin/secretin 수용기 군에 속하는 

칼시토닌 수용기는 7개의 막 관통영역을 포함한 G단백질연계 

세포막수용기이며 파골세포, 신장세포, 신경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칼시토닌 수용기에 높은 친화도로 결합하는 칼시토닌을 

제외하고도 낮은 친화도로 amylin, adrenomedullin, 

CGRP(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가 결합할 수 있다(137, 

138). 파골세포의 칼시토닌 수용기 발현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 촉진되고 칼시토닌 그 자체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9). G단백질과 연계된 파골세포의 칼시토닌 수용기는 

파골세포의 이동성 반응과 수축반응에 관계가 있다. 콜레라 독소에 

민감한 Gs 단백질은 C-AMP 의존 파골세포의 이동성 반응을 

매개하고 백일해 독소에 민감한 Gq 단백질은 세포질내 칼슘농도의 

증가에 의존한 수축 반응을 매개한다(140, 141). 이동성과 관련된 

반응은 amylin이나 CGRP와 같은 리간드에 의해서도 활성화가 

가능한 반면에 세포 수축 효과는 칼시토닌에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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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이다(142-144). Gq 단백질을 통한 신호전달은 단백질 

kinase C 활성화를 유발하고 세포내 칼슘이온의 유입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세포 골격이 재배열되고 세포 수축이 유도된다(145). 

칼시토닌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phospholipase D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생리학적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다(146).  

칼시토닌이 칼시토닌 수용기에 결합하면 세포내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의 ruffled border를 잃게 하고 세포 이동능 

활성을 떨어뜨린다. 뒤이어 세포 수축이 일어나서 골 흡수 능력이 

감소된다. 이 반응의 반감기는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파골세포 세포막에 위치한 인테그린에 영향을 주고 세포골격 

재배열, c-Src 활성화를 통해 파골세포의 부착기능을 

조절한다(146). 또한 수용기로부터의 신호가 파골세포의 이온 

수송기 분포를 바꾸고 골 흡수와 관련된 효소의 활성을 

손상시킨다(147). 게다가 골모세포에서 발현되는 파골세포 활성화 

인자인 RANKL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148).  

칼시토닌이 골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호르몬이 

성장, 임신, 수유와 같은 칼슘 스트레스 상황 동안 골격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칼시토닌의 강력한 골 흡수 

억제효과를 이용하여 Paget’s disease, 골다공증, 고칼슘혈증을 

위한 치료제로 쓰인다. 장기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복용 환자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칼시토닌을 second line therapy로 

고려하고 있으나 예방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149). 그리고 

칼시토닌의 치료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시토닌의 장기간 

복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체의 형성으로 인하여 

칼시토닌이 파골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성효과 

때문이다(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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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고    찰 

 

 

골다공증, Paget’s disease, 전이성 암종, 다발성 골수종, 악성 

종양에서 나타나는 고칼슘혈증을 가진 환자에서 널리 처방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은 형태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골 

조직을 변화시킨다. 감소된 파골세포의 활성과 골 리모델링의 

저하는 미세골절의 누적으로 골의 괴사에 대한 소인을 

증가시킨다(151). 골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로겐, 부갑상선호르몬, 칼시토닌 등이 있는데 치료제로 

사용되는 에스트로겐의 경우 추가적인 뼈의 소실은 방지할 수 

있지만 소실된 뼈를 회복시키진 못한다. 게다가 자궁내막암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혈전색전장애, 

고혈압, 방광 질환, 메스꺼움, 구토, 유방 통증, 부종, 편두통)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치료제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최근 파골세포 분화과정의 이주 

과정을 조절하는 S1P의 발견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수용기의 종류에 따라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S1PR1과 S1PR2의 특이적인 리간드를 이용하여 골 흡수 활성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RANKL의 

항체, αVβ3의 항체, cathepsin K 억제자 등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에 작용하는 물질이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 RANKL antagonist인 denosumab의 경우 2010년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위한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로 골에 전이된 고형 종양의 예방약, 골의 거대세포종양의 

치료제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 같은 질환에 

관해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Cathepsin K 억제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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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위한 치료제로 임상시험단계에 있으며 

2013년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152). 

골 리모델링 과정은 파골세포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모세포가 함께 작용하고 각 세포에 작용하는 리간드, 두 세포에 

같이 작용하는 리간드가 다양하여 그 과정이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골 흡수 및 형성과 관련하여 

파골세포와 골모세포의 반대되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파골세포의 

분화가 골모세포에 달려있다는 점이 실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인자는 크게 파골세포분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인자로 나뉠 수 있는데 두 작용 모두 일으키는 인자(IL-6)도 있고 

농도에 따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인자(PGE2) 그리고 작용 

간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인자(PTH, GC)도 있다. 이런 

복잡한 리간드들의 작용 관계 때문에 파골세포의 형성 조절이 

명확히 이해되기 힘들고 시험관 실험과 생체 실험 사이에서 모순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본 논문은 많은 수의 리간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각 리간드에 대한 여러 실험결과를 모으고 실험 환경, 

농도 비교, 여러 리간드의 복합 적용 등 실험방법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RANKL로 개시되는 신호전달경로가 파골세포의 분화에 있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IL-1, 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IL-4와 같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파골전구세포나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단핵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와 같은 

기원임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고 조직학적으로 

골세포로 분류된 파골세포를 염증세포로서의 접근을 하여 

Interleukin을 이용한 염증성 골질환, 골의 악성종양에서의 

파골세포의 작동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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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에 기능이 결손된 치아에 수복된 보철물 주변으로 

치조골이 국소적으로 소실되는데 이는 조직과 임플란트 계면에 

축적된 보철물의 마모 잔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골 흡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RANKL의 발현이 증가되어 파골세포의 생성과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에는 PGE2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 그리고 치조골의 파괴가 일어나는 치주염의 치료 

시 원인 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 

이용하는데 항생제 요법에 더하여 파골세포 형성 및 활성화를 

억제하는 리간드를 국소적으로 송달하여 치조골의 소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치주염 환자의 치은 열구액 PGE2 

수준은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여기에 

착안하여 Sanchez 연구진은 타액의 PGE2를 통해 치주질환의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진단 검사법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53). 이처럼 PGE2와 같은 인자를 활용하여 치조골 

소실 속도를 억제하거나 질환의 진단 검사법 둥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할 것이다. 

 발달하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생물학 분야에도 컴퓨터 

시스템이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생물 

정보학(Bioinformatics)라 한다. 9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은 

자료를 Network position기법으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공간적,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단백질 기능의 

상호작용을 좀 더 이해하고 새로운 질병-연관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4). 마찬가지로 

이를 파골세포에 적용하여 관련 단백질들의 공간적,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파골세포와 관련된 질병-연관 유전자를 발견하기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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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구축된 네트워크는 리간드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예측하여 

실제 실험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형태로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좀 더 

완전한 메커니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골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각 리간드마다 혈장 농도 등을 수집하여 진단 

검사법의 개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해당 질환의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파골세포의 형성 및 활성화 과정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밝혀졌으나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골 리모델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리간드들의 연구는 골 관련 질환의 기전을 

이해하고 진단 검사법의 개발, 질환의 예방 및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의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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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is a dynamic hard tissue that repeated formation and 

resorption termed remodeling, in which osteoblast and 

osteoclast are involved. After M-CSF, RANKL, IL-1, TNFα 

act on osteoclast precursor, NFATc1 is activated through each 
signaling pathway. This factor enters the nucleus and alters 
expression patterns of osteoclast specific genes. MMP-9, 
MMP-14 are related with osteoclast migration. Cathepsin K 
participates in degradation of type I collagen and non-collagen. 
Integrin induces rearrangement of the cytoskeleton and effects 
on osteoclasts survival. TRAP affects matrix degradation and 
osteoclast adhesion capacity. CXC12/CXCR4, CXCL2/CXCR2 
and sphingosine-1-phosphate are associated with osteoclast 
migration. LIF and IL-6 is linked with bone resorption induced 
by inflammatory diseases or malignant tumors. Although 
oncostatin M can stimulate to make fusion of multinucleated cell, 
osteoclast-specific genes expression does not occur. IL-4, 
IL-7, IL-10 and IL-13 can inhibit both osteoclast formation 
and bone resorption. Estrogen and calcitonin affecting directly 
osteoclasts can induce apoptosis or decrease osteoclast activity. 
Prolactin hormone and parathyroid hormone can acts on 
osteoblasts to indirectly stimulate osteoclastogenesis. 
Glucocorticoids and vit D can promote osteoclast formation 
through osteoblasts or osteoclast precursors. The research of 
ligands, involved in the constructing a network of overal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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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deling process, elucidates the mechanism of bone-related 
diseases.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study can help 
researcher to develop a diagnostic method, to prevent disease 
and to suggest a safer and more efficient medical treatment. 
 

······················································································ 

Keyword : remodeling, osteoclast, osteoclastogenesis, cytokine, 
hor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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