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치의과학석사 학위논문  

 

식이열량 조절에 따른 뼈 변화에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신호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분자유전학 전공  

 

황효린 



식이열량 조절에 따른 뼈 변화에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신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백 정 화  

이 논문을 치의과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분자유전학 전공  

황 효 린 

황효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식이열량 조절에 따른 뼈 변화에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신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분자유전학 전공 

(지도교수 백정화) 

황 효 린 

 

근래 에너지 대사 및 교감신경 활성과 뼈 대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뼈에는 교감신경 섬유가 분포하고 

있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로 인해 베타 2-아드레날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조골세포 분화 저해 및 파골세포 분화의 증가로 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열량 식이나 저열량 식이에 의해 

교감신경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식이 변화에 따른 

뼈 대사 변화에 교감신경 활성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생쥐에서 고열량 식이와 저열량 식이가 

뼈의 질적, 양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통한 교감신경 활성이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6 주령의 수컷 C57BL/6 생쥐를 60 마리를 준비하고 정상 식이 

(Rodent diet with 10 kcal % fat), 고열량 식이 (Rodent diet with 60 

kcal % fat), 저열량 식이 (Rodent diet with 30 kcal % restriction) 

그룹으로 20 마리씩 나눈 후, 각 식이 그룹에서 10 마리는 증류수를 주고, 

나머지 10 마리는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저해제인 propranolol 

(0.05%)을 증류수에 섞어 투여하였다. 총 12 주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매주 체중 변화를 확인하였고, 희생 전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를 이용하여 체지방 제외 조직량 과 체지방량 변화를 

확인하였고, 희생 후 대퇴골과 척추를 분리하여 X-ray microcomputed 

tomography 를 이용, 골밀도를 포함한 양적, 질적 골지표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상 식이와 비교하여 고열량 식이는 성장기 생쥐의 체중, 

체지방 증가 및 체지방 제외 조직량 감소를 유도하였고, 저열량 식이는 

체중, 체지방 감소 및 체지방 제외 조직량 증가를 유도하였다. 

Propranolol 투여는 정상 식이와 저열량 식이 생쥐에서 체중, 체지방, 

체지방 제외 조직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열량 식이에 

의한 체중과 체지방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고열량 식이는 정상 

식이에 비해 대퇴골 해면골의 골밀도와 골조직/전체조직 비율(BV/TV)을 

감소시켰으나 척추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열량 식이는 

대퇴골과 척추 모두에서 정상 식이에 비해 해면골의 골밀도와 BV/TV 를 

모두 감소시켰다. Propranolol 투여는 정상 식이 생쥐에서는 골밀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열량 식이에 의한 대퇴골 골밀도 



감소를 완화시켰다. 저열량 식이 생쥐에서는 propranolol 투여가 

대퇴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척추의 골밀도, BV/TV 

감소는 완화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장기에 고열량 식이에 

의한 비만이나 저열량 식이에 의한 체중 감소는 모두 골밀도 감소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성화가 부분적으로 

관여하지만, 식이 변화의 종류나 교감신경 활성에 대한 뼈의 반응은 

부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고열량 식이, 저열량 식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propranolol, 

골밀도 

학번: 2010-22030 



목 차 
 

Figure 목차 ---------------------------------- i 

Table 목차 ---------------------------------- ii 

제1장. 서론 ---------------------------------- 1 

제2장. 실험 재료 및 방법  ---------------------------------- 4 

제3장. 실험 결과 ---------------------------------- 9 

제4장. 고 찰  ---------------------------------- 15 

참고 문헌 ---------------------------------- 21 

Figures ---------------------------------- 24 

Tables ---------------------------------- 29 

ABSTRACT ---------------------------------- 34 

 

 



i 

 

Figure 목 차 

 

Figure 1. Body weight and whole body DEXA scan results 24 

Figure 2.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proximal femur trabecular bone  25 

Figure 3. Two-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femur mid-shaft cortical bone 26 

Figure 4. Osteogenic marker gene expression in tibia and bone marrow cells 27 

Figure 5.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the second lumbar vertabrae 28 

  

 

 

 

 

 

 

 

 

 

 

 

 

 



ii 

 

Table 목 차 

 

Table 1. Composition of rodent diets used for the experiment 29 

Table 2. Primers for quantitative real-time PCR 30 

Table 3. Daily calorie intake 31 

Table 4. Daily water intake 31 

Table 5. Daily propranolol intake 31 

Table 6.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distal femur trabecular bone 32 

Table 7. Two-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femur mid-shaft cortical bone 33 

Table 8.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the second lumbar vertebrae 33 

 

 

 

 

 

 

 

 



1 

 

제 1 장. 서 론 

 

체중 감소를 위한 저열량 식이 또는 거식증(anorexia nervosa)과 

체중 증가를 수반하는 비만(obesity)이 골 대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Shapses and Sukumar, 2012).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엉덩이 뼈와 전체 척추 뼈의 골밀도 

감소가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Riedt et al., 2005), 

남성 노인에서도 체중 감소에 의해 엉덩이 뼈 골밀도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Ensrud et al., 2005). 동물실험에서도 3 주령 C57B/L6 

생쥐를 3주와 9주 동안 30% 칼로리 제한 식이를 먹인 경우 정상 

식이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감소하고, 뼈 형성 지표의 감소와 뼈 흡수 

지표의 증가가 관찰되어 성장기 동안의 칼로리 제한 식이는 해면골과 

피질 골의 골량과 구조적 형성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evlin 

et al., 2010). 반면 비만이 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보고들이 있어왔다(Cao, 2011). 정상 체중 여성과 비교하여 비만 

여성에서 골반 뼈의 골절률은 낮으나, 몸 중심부 쪽 대퇴골의 골절률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Prieto-Alhambra et al., 2012). 

Leptin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는 지방의 축적으로 인해 체중 증가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골밀도 증가가 나타남이 보고된 바 있다(Ducy et al., 

2000). 성장기 C57B/L6 생쥐에 고열량 식이를 먹여 비만을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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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감소와 골수 지방세포의 증가 

및 혈장 leptin 증가가 나타남이 보고된 바 있다(Fujita et al., 2012). 또 

다른 보고에서는 6주령 C57B/L6 생쥐에 14주 동안 45% 지방 함량의 

고열량 식이를 먹인 경우 정상 식이그룹에 비해 경골(tibia)의 

해면골(trabecular bone) 용적 감소 및 골흡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뼈 

조직의 receptor activator of NF-kappaB ligand(RANKL) mRNA 발현, 

RANKL과 osteoprotegerin(OPG)의 발현 비율(RANKL/OPG) 및 혈장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수준이 모두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Ducy, 2011). 

체중 감소나 금식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유리를 증가시킨다(Kumar et al., 

2010). 정확한 요인과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체중 증가와 비만의 

경우에도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wartz et al., 1996). 뼈에도 교감신경 섬유가 분포하고 있으며 

조골세포와 간질세포에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ogari, 2002; Togari and Arai, 2008). 이들 세포에서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RANKL 발현과 RANKL/OPG의 발현 

비율이 증가되고, interleukin-6, prostaglandin E2의 분비가 증가되어 

파골세포 생성을 촉진하며 반면 조골세포 분화는 저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nnet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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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생쥐에 저열량 식이와 고열량 식이를 

투여하여 체중감소와 체중증가를 유도하고 그 과정 중에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BB)를 투여함을 통해 성장기 체중감소와 

체중증가가 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 중에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신호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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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시약 구입 및 식이그룹별 사료 준비 

 BB로 사용한 (±)–propranolol hydrochloride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정상 식이그룹(Rodent diet with 10% 

Kcal% fat), 저열량 식이그룹(Rodent diet with 30% calorie restriction), 

고열량 식이그룹(Rodent diet with 60% Kcal% fat) 조제 사료는 

Dyets사(Bethlehem, P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조성은 Table 1과 

같다. 

 

2.2. 동물 사육 및 관리 

6주령 C57B/L6 수컷 생쥐 60마리를 오리엔트사(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7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무작위적으로 각 

20마리씩을 나누어 정상 식이(CON), 저열량 식이(LOW), 고열량 

식이(HIGH) 그룹으로 배정하고, 각 식이 그룹을 다시 10 마리씩 나누어 

증류수(VEH)를 섭취시키는 그룹과 증류수에 녹인 BB(0.05% 

propranolol)를 섭취시키는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한 cage를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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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각 구획마다 한 마리씩 넣은 후 총 12주간 사육하였다. CON 

그룹과 HIGH 그룹은 이틀에 한 번 10 g씩 사료를 주고 섭취량을 

측정했고, LOW 그룹은 CON 그룹에 비해 열량 섭취를 30% 제한하고자 

CON 그룹의 섭취량 X 0.735 g에 해당하는 양의 먹이를 매일 주었다. 

증류수와 BB의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체중 변화를 

확인하였다. 위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 동물 자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2.3.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전신 스캔 

졸레틸(50 mg/ml)과 럼푼(23.32 mg/ml)을 1:3의 비율로 섞고 

생리식염수로 10배 희석한 마취제를 50 μl/g씩 복강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등이 위쪽으로 오도록 생쥐를 놓고 Stratec DEXA(Norland사, Fort 

Atkinson, WI, USA)를 이용하여 코 끝부터 꼬리 시작부분까지 전신 스캔 

하여 체지방 제외 조직량(lean body mass)과 체지방량(body fat mass) 

그리고 몸길이(body length)를 측정하였다. 이 후 쥐를 희생하고 

대퇴골(femur), 경골, 척추(vertebrae)를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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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X-ray microcomputed tomopraphy (microCT) 

X-ray microtomopraphy(Skyscan 1172, Micro 

Photonic사; Antwerpen, Belgium)를 이용하여 대퇴골과 척추의 골밀도, 

골 질적 지표 및 골 구조적 지표를 분석하였다. 대퇴골은 70 kV, 141 μA, 

이미지 픽셀크기 7 μm의 조건으로 촬영하였고, 척추는 70 kV, 141 μA, 

이미지 픽셀크기 6 μm의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동일 조건에서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을 촬영하여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대퇴골은 

몸 중심에서 먼쪽 말단을 이용하였고, 척추는 제2 요추를 이용하였다. 

Skyscan 1172에 제공된 NRecon, NReconser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퇴골은 644X644 픽셀, 척추는 900X900 픽셀 크기로 이미지를 

재건하였으며, CT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질골(cortical bone)의 

2차원적 분석, 해면골의 골밀도 및 골 질적 • 구조적 지표의 분석을 

시행하였고 CTv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면골의 3차원 형태를 

시각화하였다. microCT 이미지로 분석한 각종 지표의 종류는 Table 6, 7 

및 8에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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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otal RNA 추출과 정량적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경골과 경골 골수의 total RNA 추출을 위해 easy-BLUETM Total RNA 

extraction 용액(iNtRON biotechnology; 성남, 한국)을 사용하였다. 

연조직이 깨끗이 제거된 경골을 멸균된 막자와 막자 사발로 액체 질소와 

함께 갈아서 분말로 만든 후 total RNA를 추출하였고, 골수는 경골 양쪽 

끝을 가위로 잘라낸 후, 3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RNAlaterTM RNA 

stabilization reagent(QIAGEN, Hilden, Germany)를 흘려 보내 수집한 후 

total RNA 추출에 사용하였다. Total RNA로 부터 AccuPower® RT 

PreMix(BIONEER, 대전, 한국)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Real-time 

PCR은 SYBR Primex Ex TaqTM(TAKARA; Otsu, Japan)과 7500 Real-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대상 유전자와 primer 서열은 Table 2와 같다. 

 

2.6. 통계처리 

microCT와 DEXA를 통한 지표들과 유전자 발현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two-way ANOVA와 Duncan post-hoc tests을 

이용하였다. Two-way ANOVA를 통해 각 식이 그룹과 BB 처리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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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하였고, Duncan post-hoc tests을 통해 각 식이 그룹 내에서 

BB에 의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각 수치는 오차와 함께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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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3.1. 식이 별 칼로리 섭취량과 BB 섭취량  

12주간 각 그룹이 섭취한 일일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Table 3과 

같았다. CON VEH 그룹의 일일 평균 열량 섭취량(3.57±0.07 g/day)을 

100%로 했을 때, LOW VEH 그룹은 69.8%(2.63±0.00 g/day), HIGH VEH 

그룹은 121.4%(3.17±0.93 g/day)의 열량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BB의 투여는 일일 평균 열량 섭취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일 평균 물 섭취량을 비교해 본 결과, LOW 그룹에서는 CON 

그룹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 결과 각 

식이 그룹별 BB의 일일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CON과 HIGH 그룹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LOW 그룹의 경우 전체 실험기간 동안 CON 그룹에 

비해 1.5~2.8 배 많은 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2. 식이변화와 BB에 의한 체중 변화와 체내 성분 변화  

각 식이를 12주간 섭취하게 한 후 각 그룹 쥐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CON VEH그룹에 비해 LOW VEH 그룹은 체중이 30.83%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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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VEH 그룹은 32.84% 높게 나타났다(Figure 1B). 체지방량의 경우 

CON VEH그룹에 비해 LOW VEH 그룹은 72.83% 낮았고, HIGH VEH 

그룹은 78.79% 높게 나타났다 (Figure 1C). 반면 체지방 제외 조직량의 

경우 CON VEH그룹에 비해 LOW VEH 그룹은 25.89% 높게 나타났고, 

HIGH VEH 그룹은 23.21% 낮게 나타났다(Figure 1D). 몸길이의 경우 각 

식이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1E). 

BB를 투여한 경우 CON과 LOW 그룹에서는 체중과 체지방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HIGH 그룹의 경우 체중 증가가 BB에 

의해 21.27% 정도 완화되었고 체지방량 증가도 44.74%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B, 1C). 반면 체지방 제외 조직량은 BB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Figure 1D). 몸길이의 경우 LOW 그룹에서만 

BB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Figure 1E). 

 

3.3. 식이변화와 BB 투여가 대퇴골 해면골에 미치는 영향 

대퇴골 성장판 1 mm 아래 지점에서 시작하여 골간(diaphysis) 

방향으로 3 mm 길이에 포함된 해면골의 microCT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식이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CON VEH 

그룹에 비해 LOW VEH 그룹에서는 21.21%, HIGH VEH 그룹에서는 

16.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B). 골조직/전체 조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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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TV, Percent bone volume)의 경우 CON VEH 그룹에 비해 LOW VEH 

그룹에서는 54.66%, HIGH VEH 그룹에서는 17.84% 감소하였다(Figure 

2C). 해면골 수(Tb.N, trabecular number)는 LOW VEH 그룹에서 58.92% 

감소하였고, 해면골 분리 정도(Tb.Sp, trabecular separation)와 전체 

다공성 비율(total porosity)은 LOW VEH 그룹에서 각각 34.66%, 3.24% 

증가하였다(Figure 2D, 2E, 2F). HIGH VEH 그룹은 CON VEH 그룹과 

유사한 정도의 Tb.N, Tb.Sp, total porosity 값을 보였다. 

CON 그룹과 LOW 그룹에서는 BB가 해면골 분석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HIGH 그룹에서는 해면골 골밀도 감소가 

BB에 의해 15.54% 완화되었다(Figure 2B). 그러나 BV/TV, Tb.N, Tb.Sp, 

total porosity에 대해서는 B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유도하지 

못하였다(Figure 2). 

 

3.4. 식이변화와 BB 투여가 대퇴골 골간 피질골에 미치는 영향 

대퇴골 성장판에서 골간 방향으로 7 mm 지점부터 시작하여 성장판 

방향으로 1 mm 부위에 해당하는 골간 피질골에 대해 microCT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에 있다. 피질골 골밀도, 피질골 둘레(T.Pm, 

Periosteal perimeter), 횡단면 피질골 지름(CD, Cross-sectional diameter), 

횡단면 피질골 면적(B.Ar, Cross-sectional bone area), 횡단면 피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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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Cs.Th, Cross-sectional thickness) 및 타성 능력(MMI, Moment of 

inertia)을 분석하였다. 먼저 식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LOW VEH와 

HIGH VEH 그룹 모두 피질골 골밀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LOW VEH 그룹의 경우 CON VEH 그룹과 비교하여 

T.Pm(3.64%)과 CD(41.85%)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B.Ar(14.25%), 

Cs.Th(12.71%), MMI(16.37%)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ure 3). HIGH VEH 

경우 T.Pm이 3.93%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표는 CON VEH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B를 투여한 경우 CON 그룹과 HIGH 그룹에서는 피질골 분석 

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LOW 그룹에서는 BB 투여가 

증가된 T.Pm을 CON VEH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Figure 3). 

 

3.5. 식이변화와 BB 투여가 대퇴골 및 골수세포의 조골세포 

분화표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식이변화와 BB 투여에 의해 대퇴골에서 나타난 골지표의 변화와 

조골세포 분화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골 조직과 경골 

골수세포에서 total RNA를 준비하여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 runt-

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runx2), osterix, osteocalcin 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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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골세포 분화표지 유전자 발현 정도를 real-time PCR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골조직의 경우 LOW VEH 그룹은 CON VEH 그룹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HIGH VEH 그룹의 경우 alp와 runx2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osteocalcin의 발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4, 좌측). 골수세포의 경우 HIGH VEH 그룹에서는 

경골조직 결과와 유사하게 alp, runx2, osterix의 발현은 CON VEH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osteocalcin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우측). 또한 LOW VEH 그룹의 골수세포에서도 runx2, osterix의 발현은 

CON VEH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osteocalcin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4, 우측). 

경골조직에서는 BB 투여가 CON과 LOW 그룹에는 유전자 발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HIGH BB 그룹에서는 HIGH VEH와 

비교하여 alp, runx2, osteocalcin의 발현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Figure 4, 

좌측). 골수세포에서도 HIGH BB 그룹에서는 HIGH VEH와 비교하여 alp, 

runx2, osterix, osteocalcin의 발현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Figure 4, 우측). 

반면 LOW 그룹 골수세포의 경우 BB 투여가 runx2, osterix의 발현은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 osteocalcin의 발현은 감소시켜 LOW VEH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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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식이변화와 BB 투여가 척추에 미치는 효과 

 식이변화와 BB 투여의 효과가 척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2 요추의 몸체(vertebral body)의 시작 부분의 0.7 mm 아래 

지점부터 아래쪽으로 1 mm만큼 분석하였다. 척추에서는 피질골과 

해면골의 구분이 어려워 골밀도는 한꺼번에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해면골 골지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LOW VEH의 경우 CON VEH과 비교하여 골밀도(12.37%), BV/TV(10.08%), 

Tb.Th(7.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otal porosity의 경우 4.84% 

증가하였다(Figure 5). 그러나 HIGH VEH의 경우 대퇴골 반응과는 다르게 

골밀도, BV/TV, total porosity에는 CON VEH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b.Th는 오히려 CON VEH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BB 투여는 CON과 HIGH 그룹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LOW 그룹의 경우 LOW VEH에 의한 골밀도, BV/TV, Tb.Th 

감소와 total porosity 증가를 모두 차단하여 CON VEH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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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식이 열량 변화에 따른 뼈의 양적, 질적 변화와 이 

때 나타나는 변화를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저해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식이 열량에 따른 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열량 식이는 대퇴골과 척추의 골밀도 감소를 유도하며, 그 외 

여러 가지 양적, 질적 지표의 악화를 유도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면골 뿐 아니라 피질골에서도 나타나, 피질골 두께가 

얇아지고 외부 충격에 버티는 기계적 강도 지표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체중 감소 및 금식 상태에서 교감신경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propranolol 투여로 이러한 골조직 변화가 

차단되는지 확인한 결과 대퇴골에는 별다른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척추에서는 저열량 식이에 의한 지표변화가 모두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열량 식이는 척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대퇴골에서도 피질골보다는 주로 해면골에 양적, 질적 지표 악화를 

유도하였고 propranolol이 이러한 변화를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체중 여성과 비교하여 비만 

여성에서 골반 뼈의 골절률은 낮으나 대퇴골의 골절률은 높다는 기존의 

보고와 같이 식이 변화에 의한 뼈의 양적, 질적 변화가 뼈 부위 

특이적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골 지표 변화에 대한 교감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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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의 역할도 뼈 부위 특이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한다(Prieto-Alhambra et al., 2012).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장이 끝난 흰쥐에서 칼로리 제한식이에 

의한 대퇴골 해면골 감소가 propranolol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k and Bloomfield, 2012). 본 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동안 저열량 식이를 

먹인 것이 다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척추에 대한 저열량 식이의 효과가 propranolol에 의해 

차단되었고, 경골 골수세포를 이용한 조골세포 유전자 발현 결과에서도 

propranolol이 부분적으로 차단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저열량 

식이에 의해 활성화된 교감신경 활성이 전신적인 골밀도 감소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고열량 식이를 투여한 경우 경골 조직과 경골 골수세포에서 모두 

조골세포 분화표지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열량 식이를 투여한 경우 조골세포 분화 저해가 대퇴골 해면골의 

질적, 양적 지표 악화에 관여함을 시사한다. 또한 propranolol을 

투여하면 고열량 식이에 의한 이들 유전자 발현 변화가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골세포, 간질세포에 존재하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화가 고열량 식이에 의한 대퇴골 지표 악화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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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따르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인 isoproterenol를 

생쥐에 투여하면 골량 감소가 야기되나, osteopontin 유전자가 결핍된 

생쥐에서는 isoproterenol에 의한 골량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ao et al., 2011). Osteopontin은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cAMP 생성과 CREB 인산화를 강화하여 교감신경 

활성화에 따른 골량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열량 식이를 먹인 군에서 혈장 및 골조직의 osteopontin 단백질 양이 

증가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향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교감신경 활성화와 뼈 대사 조절 관련한 기존 보고에서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본 실험에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인 propranolol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뿐 아니라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도 뼈 세포에 

분포하고 있고 일부 작용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저열량 식이나 고열량 식이에 의한 교감신경 활성화가 뼈에 

미치는 영향을 propranolol에 의해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Bonnet et al., 2008). 따라서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통한 

신호도 동시에 차단하였을 때 저열량 식이와 고열량 식이에 의한 뼈 

조절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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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열량 식이 섭취 생쥐의 경우 전체적인 체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제외 조직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고열량 섭취 생쥐에서 체중 증가에 비례하여 근육관련 세포 

내 신호 전달이 방해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감소된다는 기존의 

보고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고열량 식이에 의한 근육 단백질 

합성 감소가 체지방 제외 조직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이라 

추측된다(Sitnick et al., 2009). 골격근 수축으로 뼈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은 골밀도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hwartz et al., 

2012), 본 연구에서 고열량 식이에 의해 근육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척추보다 대퇴골에서 해면골의 질적, 양적 지표 악화가 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하는데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고열량 식이에 의한 체중과 체지방량 

증가가 propranolol에 의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보고들은 

비만이 만성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세포에서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같은 염증성 시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Hotamisligil, 2006). TNF-α같은 염증성 시토카인은 파골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조골세포 분화를 저해하여 골밀도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propranolol에 의한 체지방 감소가 이들 

시토카인의 분비를 줄여 간접적으로 골지표 개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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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10; Zhang et al., 2001). 따라서 식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골조직의 변화 양상을 해석하는 데는 지방, 근육 

등 다른 조직의 관련성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골 조직과 경골의 골수세포에서 조골세포 분화표지 유전자 

발현을 관찰한 본 연구결과에서 alp, runx2, osterix 유전자의 발현은 

고열량 식이에 의해 감소한 보인 반면 osteocalcin 유전자의 발현은 

오히려 정상 식이를 먹인 생쥐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퇴골 해면골에서 나타나는 질적, 양적 골 지표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osteocalcin의 발현 증가는 의외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osteocalcin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만이 포도당불내성(glucose intolerance) 또는 당뇨 

발생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열량 식이에 의한 osteocalcin 

유전자의 발현 증가는 조골세포 분화와는 별개로 당대사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Berger et al., 1976; Mayer et al., 1951; 

Ferron et al., 2008, 2012).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고열량 식이가 혈장 

osteocalcin 수준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성장기에 급격한 다이어트를 위한 저열량 식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교감 신경이 활성화 되며, 이 때 활성화된 교감 신경이 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고열량 식이로 야기된 골밀도 감소도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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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저열량 식이와 고열량 식이로 인해 활성화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신호를 통한 골조직의 조절이 뼈 부위 특이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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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ody weight and whole body DEXA scan results. (A) 

Photograph of mice before sacrifice. CON, control diet; LOW, low calorie 

diet; HIGH, high calorie diet; VEH, vehicle; BB, 0.05% propranolol 

dissolved in drinking water. (B) Body weights over 12 weeks of 

experiment. (C~E) Body fat mass (C), body lean mass (D) and body 

length (E) of mice before sacrifice. Data represent mean ± S.D. (n=10-11).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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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distal femur 

trabecular bone. (A) Representative 3-dimensional models of distal 

femur trabecular bone. (B) Trabecular bone mineral density (BMD). (C) 

Bone volume/tissue volume (BV/TV). (D) Trabecular number (Tb.N). (E) 

Trabecular separation (Tb.Sp). (F) Total porosity. Data represent mean ± 

S.D. (n=10-11).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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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wo-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femur mid-shaft 

cortical bone. (A) Periosteal perimeter (T.Pm). (B) Cross-sectional 

diameter (CD). (C) Cross-sectional bone area (B.Ar). (D) Cross-sectional 

thickness (Cs.Th). (E) Moment of inertia (MMI). Data represent mean ± 

S.D. (n=10-11).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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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steogenic marker gene expression in tibia and bone 

marrow cells. Total RNA was prepared from tibia (left panels) and bone 

marrow cells from tibia (right panels), and quantitative real-time PCR was 

performed. For quantitation, glyceraldehydes-3-phosphate 

dehydrogenase was used as the reference for the normalization of each 

sample. Data represent mean ± S.E. (*p<0.05 vs CON,  #p<0.05 vs. VEH). 

alp, alkaline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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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the second lumbar 

vertebrae. (A) Representative 3-dimensional models of analyzed 

vertebral region (top-down view). (B) Total bone mineral density (BMD). 

(C) Bone volume/tissue volume (BV/TV). (D) Trabecular thickness (Tb.th). 

(E) Total porosity. Data represent mean ± S.D. (n=10-11).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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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rodent diets used for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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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ers for quantitative real-time PCR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alp, alkaline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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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calorie intake 

 

 

Table 4. Daily water intake 

 

 

Table 5. Daily propranolol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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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distal femur 

trabecular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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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wo-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femur mid-shaft 

cortical bone 

 

 

Table 8. Three-dimensional microCT analysis of the second lumbar 

verteb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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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ta-adrenergic receptor activation is involved in diet 

calorie change-induced bone loss in growing mice 
 

Hwang, Hyo Rin  

Department of Molecular Gen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eong-Hwa Baek, D.D.S., Ph.D.)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showing that metabolism and 

sympathetic nervous system activity modulates bone. Bone is innervated 

by sympathetic nerves. Activation of beta2-adrenergic receptors on bone 

cells reduces osteoblast differentiation and enhances osteoclast 

differentiation, resulting in bone loss. 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known to be activated by high calorie or low calorie diet, indicating that 

sympathetic activity may mediate the diet calorie change-induced bone 

modu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high calorie diet or low calorie diet on growing mice bone phenotype 

and to determine whether beta-adrenergic receptor activation is involved 

in those bone phenotype changes. Sixty 6-week-old C57BL/6 mic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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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ly assinged into 3 groups (20 mice each): ad-lib fed control diet 

group (CON; rodent diet with 10 kcal% fat), high calorie diet group 

(HIGH; rodent diet with 60 kcal% fat), and low calorie diet group (LOW; 

rodent diet with 30% kcal restriction vs. CON). In each diet group, 10 

mice were treated with vehicle (VEH) and the other 10 mice were treated 

with propranolol, a β-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BB; 0.05% in 

drinking water). During the 12 weeks of experimental period, daily 

food/water intake and weekly body weight was measured. In vivo 

assessment of lean body mass and fat mass was performed with dual-

energy X-ray absortiometry. Ex vivo assessment of volumetric bone 

mineral density (BMD), bone quality, and bony architecture in femur and 

lumbar vertebrae was performed using X-ray microcomputed 

tomography (microCT). HIGH VEH mice showed body weight/fat mass 

increase and lean body mass decrease vs. CON VEH mice. LOW VEH 

showed body weight/fat mass decrease and lean body mass increase vs. 

CON VEH mice. BB treatment did not affect body weight, fat mass and 

lean body mass of CON VEH and LOW VEH mice, whereas significanlty 

mitigated increase of body weight and fat mass seen in HIGH VEH mice. 

Compared to CON VEH mice, femoral trabecular bone BMD and bone 

volume/tissue volume (BV/TV) was diminished in HIGH VEH and LOW 

VEH mice. BB treatment attenuated the reduction of trabecular fe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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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D with high calorie diet whereas BB did not show significant blocking 

effect on low calorie diet-induced BMD change. No significant change in 

any microCT variables of lumbar vertebrae was observed in HIGH VEH 

mice but BMD and BV/TV were diminished in LOW VEH mice. BB 

alleviated this decrease in BMD and BV/TV of lumbar vertebrae in calorie 

restricted mice. Taken together, it is concluded that high calorie diet-

induced overweight and low calorie diet-induced underweight induce 

bone loss in growing mice. It is also suggested that beta-adrenergic 

activation is partially involved in this diet induced bone loss and that the 

responses of bone to different energy status and beta-adrenergic 

activation vary site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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