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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羌活湯이 흰쥐에서 MIA로 유발된 골관절염에 미치는 항염증 및 연골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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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flammatory� and� Cartilage� Protection� Effects� of�

Daeganghwal-tang� in� MIA-induced� Osteoarthritis� at� Rats

Ju-ran Kim, Jung Hee Lee, Yun Kyu Lee, Hyun-Jong Lee, Jae Soo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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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aeganghwal-tang� on� knee� cartilage� in�

monosodium� iodoacetate(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Methods� :� Forty� SD�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s(n=8/group):� normal� group� was� SD� rats�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at� left� knee� joint� and� administrated� orally� distilled� water,� control� group� was�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distilled� water,� Indomethacin� group� was�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indomethacin� 2� mg/kg,� DGHT(L)� group� was�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1280� mg/kg� of� Daeganghwal-tang,� and� DGHT(H)�

group� was�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2560� mg/kg� of� Daeganghwal-tang.�

After� orally� administration� of� drugs� for� 4� weeks,� gross� appearance� and� histological� analysis� were� used� to� evaluate�

the� degree� of� knee� cartilage� damage.� In� addition,� pro-inflammatory� cytokines,� bone� degrade� factor� and� bone� defence�

factor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and� cartilage� protection� effects� of� Daeganghwal-tang.� Also,�

hematological� test,� biochemical� test,� and� liver� and� kidney� tissue�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safety� of�

Daeganghwal-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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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Daeganghwal-tang� inhibited� the� damage� of� the� knee� cartilage,� and� significantly� prevented� the� reduction� in�

cartilage� thickness.� In� addition,�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the� bone� degrade� factor�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 bone� defence� 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safety� assessment� of� Daeganghwal-ta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and� no� abnormal� findings� were� observed.

Conclusions� :� Daeganghwal-tang� has� anti-inflammatory� effect,� inhibits� cartilage� damage,� and� protects� cartilage� i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Key�words� :�Daeganghwal-tang,� MIA,� Osteoarthritis,� Anti-inflammatory� effect,� Cartilage� protection� effect.

Ⅰ. 서론1)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중년 또는 노년에 흔히 발

생되는 관절 질환으로1), 연골 및 연골하부의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활액막 등 주변의 연부조직에

도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이다2). 지난 수십 년

간 고령화와 비만인구의 증가에 따라 골관절염의 유병

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증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대략 2억 5천

만 명의 인구가 골관절염에 이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3,4).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

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수치인 장애생활

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5).

  골관절염은 임상적으로 관절의 만성적인 통증 및 강

직감, 부종, 염발음, 관절 변형, 운동범위의 제한,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6). 골관절

염은 손, 발 등의 소관절에도 발생하지만6), 주로 체중부

하가 많은 관절에 발생한다1). 특히 최근 발표된 ‘GBD 

2017 Disease and Injury Incidence and Prevalence 

Collaborators'에 따르면,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의 약 

87%가 무릎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현재 골관절염의 주된 치료 목적은 통증과 부종을 감

소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

사치료, 수술치료 등이 시행된다3).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권장되며, 약물치료의 경우 특히 비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를 장복하는 경우가 많다7). 그러나 NSAIDs를 

장복할 경우 위장관 질환이나 신독성 등의 부작용을 겪

을 수 있으므로8),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수술

을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혈장치료, 유전자 치

료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한의학에서 골관절염은 대개 ‘痺症’의 범주로 인식되

며, ‘歷節風’, ‘鶴膝風’, ‘脚氣’의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痺症'은 관절을 중심으로 風寒濕邪의 邪氣가 經絡으로 

침입하여 관절의 기혈이 응체되는 것으로, 병리적으로 

기혈순행이 저해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宣通'의 방식으

로 치료하게 된다6).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침구, 약

물, 약침, 매선요법, 테이핑요법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방치료가 골관절염에 있어서 

연골세포의 재생, 연골조직의 보호, 진통작용 등을 지님

이 밝혀졌다9).

  동물모델에서 골관절염에 대한 한약 연구의 경우 大
防風湯10), 三氣飮11), 疏風活血湯12), 防己黃芪湯13) 등 

다양한 처방을 이용한 연구들이 행해졌다. 그러나 골관

절염에 있어서 임상에서 빈용하는 大羌活湯14)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大羌活湯은 《東醫寶鑑》雜
病編의 風門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으로서 羌活, 獨活을 

군약으로 하여 升麻, 蒼朮, 防己, 威靈仙, 白朮, 當歸, 

赤茯苓, 澤瀉, 甘草로 이루어져 있다15). 風濕이 相搏하

여 肢節腫痛, 不可屈伸하며 팔다리 관절이 붓거나 아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祛風濕, 通經絡, 止痛하기 

위해 사용되며15,16), 관절염에 있어서 임상에서 빈용되는 

처방이다. 관절염에 있어서 大羌活湯에 대한 연구로는 

collagen17-19), carrageenan20), completed freund’s adjuvant(CFA)
21)로 유발한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하여 관절염 진행 

억제 및 진통효과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주입

하는 농도에 따라 골관절염의 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 유도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인 

monosodium iodoacetate(MIA)를 사용한 연구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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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었다22,23). 이에 본 저자는 MIA를 주입하여 골

관절염을 유발시킨 흰쥐에 대해 4주 간 大羌活湯을 경

구 투여한 후, 슬관절 연골의 육안적 관찰, 병리조직학

적 관찰 및 염증성 cytokine, 연골 손상 및 연골 손상 

방어 관련인자를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주)샘타코(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구

입한 10주령, 약 250 g 전후의 Sprague-Dawley(SD)계 

수컷 흰쥐 40마리를 사용하였다. 흰쥐는 온도(23∼24℃)

와 습도(40∼60%)가 유지되고, 12시간 명암이 자동 조

절되는 사육실에서 무균 음수와 사료를 자유롭게 공급

하여 사육하였으며,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동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진행되었다(승인번호:R2020- 

015).

2. 大羌活湯 시료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大羌活湯은 ≪東醫寶鑑≫15)에 기

재된 용량에 준하여 사용하였으며(Table 1), 사용된 약

재는 (주)나눔제약을 통해 구입하였다. 大羌活湯 5첩 

분량인 192 g을 시료 중량의 약 10배인 증류수 2 L를 

용매로 하여 round flask에 담은 후, 냉각기를 부착한 

전탕기에 2시간 동안 전탕한 다음 한약부직포를 사용하

여 여과하였다. 여과액은 1 L rotary evaporator을 이용

하여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 시켜 물추출 엑기스 23.3g

(수득률 12.1%)을 얻었다.

3. 실험동물의 골관절염 유발

  MIA를 사용하여 실험동물의 골관절염을 유발하였다. 

실험동물인 흰쥐를 diethyl ether로 마취시키고 멸균 생

리식염수에 MIA(Sigma-Aldrich, St. Louis, USA) 2 mg

을 전체 용량이 50 ㎕가 되도록 하여 29 gauge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여 좌측 슬관절강 내로 천천히 주입하

였다. MIA를 주입 한 후 1주 이내에 골관절염 유발로 

인한 보행 장애 및 통증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실험동물

은 배제하였으며, MIA를 주입한 날부터 일주일간 적응

기를 가진 후 골관절염이 유발되지 않은 흰쥐는 배제한 

후 4주간 약물을 경구 투여하였고, 그 후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4. 실험군의 분리와 약물 투여

  실험군의 분리는 흰쥐를 무작위로 8마리씩 나누어 

normal군, control군,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 다섯 군으로 분리하였다. Control군,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에는 좌측 

슬관절강 내에 MIA를 주입하여 골관절염을 유도하

였으며, normal군에는 동일한 방식과 용량으로 멸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이후 normal군, control군

에는 증류수 2 ml을 경구 투여하였고, Indomethacin군

에는 indomethacin(Sigma-Aldrich Co., St. Louis, USA)을 

2 mg/kg의 농도로 2 ml 음용수에 녹여 경구 투여하였

다.

  DGHT 투여량 결정은 60 kg 성인이 하루에 大羌活
湯 2첩(76.8 g)을 복용한다고 했을 때, 체중 비례로 환

산하면 kg당 1280 mg의 大羌活湯를 복용한 것이 된

다. 이를 흰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DGHT(L)군에는 

大羌活湯 1280 mg/kg을, 고용량 군인 DGHT(H)군에

는 2배 용량인 大羌活湯 2560 mg/kg을 각각 2 ml 음

용수에 녹여 경구 투여하였다.

  전체 실험기간 동안 물과 사료는 모든 군에서 자유롭

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골관절염 유도 후 증류수 

및 약물의 경구 투여는 4주간 1일 1회 오전 10시에 시

행되었다.

5. 체중측정

  실험기간 동안 매일 오전 약물의 경구 투여 직전에 

실험동물의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마지막 날에는 

부검 직전에 체중을 측정하였다. 

6. 슬관절 연골의 육안적 관찰

  좌측 대퇴골의 원위단과 경골의 근위단의 관절 연골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사진 촬영한 후, 관절 연골 표

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7. 슬관절 연골의 조직학적 검사

 1) Hematoxylin-Eosin 염색 관찰

  각 실험군의 실험동물로부터 채취한 경골 근위단 조

직을 중성 formalin에 고정한 후, 파라핀으로 고정하였

다. 경골 연골에 수직 방향으로 8 ㎛ 두께의 조직 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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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후 hematoxylin과 eosin을 이용하여 Hematoxylin- 

Eosin(H&E) 염색을 시행하였으며, 연골세포와 세포외

기질의 변성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하에서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2) 슬관절 연골의 두께 측정

  실험동물의 슬관절 연골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H&E 염색을 시행한 후 촬영하였다. 촬영한 영상 분석

을 통해 연골 정중앙부의 두께를 측정하여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골 두께는 골 피질선과 연골 표면의 경

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종단면에서 연골 표면에 수

직이 되는 방향으로 측정하였다.

 3) Safranin O 염색 관찰

  조직 절편은 탈파라핀 및 함수처리과정을 거친 후 

hematoxylin 용액에 약 10분간 염색한 후 세척하였다. 

이어서 0.02% fast green FCF 용액으로 5분간 염색한 

후, 0.1% acetic acid 용액에 반응시킨 다음 0.1% 

safranin O 용액에 5분간 염색하였다. 이후 충분히 세

척하여 실험동물 슬관절 연골에서의 proteoglycan 변성 

정도를 관찰하였다.

8. 슬관절 연골의 면역조직화학염색

  슬관절 연골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大羌活湯의 

항염증 효과, 연골 손상 억제 및 연골 보호 효과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大羌活湯의 항염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슬관절 연골 내의 염증 cytokine인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eukin-1β(IL-1β), interleukin

–6(IL-6)를 분석하였고, 연골 손상 억제 및 연골 보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슬관절 연골 손상 관련인자인 

matrix metalloproteinase-13(MMP-13)과 슬관절 연골 

손상 방어 관련인자인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1 

(TIMP-1), glycosaminoglycans(GAGs)를 분석하였다. 

염색법은 자유부유법(free-floating)24)을 사용하였으며, 

염색에 사용된 primary antibody는 anti-TNF-α

(AB6671,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ABcam), 

anti-IL-1β(SC52012,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Santacruz) 및 anti-IL-6(SC28343,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Santacruz), anti-MMP-13(SC-101564,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Santacruz), anti- 

GAGs(MABT819,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Sigma- Aldrich Co.), anti-TIMP-1(SC-21734,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Santacruz)을 사용하였다. 

  Phosphate buffer saline(PBS)와 Triton X-100을 혼

합한 용액으로 희석한 후 4℃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조직을 PBS로 씻어내고 abidin-biotin immunoperoxidase

의 방법(ABC Vectastain kit)25)에 따라 각각 1시간씩 

반응시켰다. 면역반응의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현미

경 하에서 동일한 일정 면적 내의 면역 양성반응 세포

수를 측정하여 수치화하였다.

9. 혈액학적 검사

  大羌活湯을 경구 투여한 후 발생하는 혈액학적 변화

를 관찰하였다. 大羌活湯을 마지막으로 투여한 다음 날 

흰쥐를 CO2로 마취시킨 후 복대정맥에서 채혈한 전혈 

일부를 EDTA로 항응고 처리한 후, 혈구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white blood cell(WBC), red blood cell(RBC), 

hemoglobin(Hb), hematocrit(HCT), platelet, mean cell 

volume(MCV), mean cell hemoglobin(MCH), mean 

cell hemoglobin concentration(MCHC)을 측정하였다.

10. 혈액생화학적 검사

  채혈한 전혈 일부를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혈청을 얻

어 혈청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total protein, albumin, 

total bilirubin, alkaline phosphatase(ALP),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TG), glucose, creatinine, 

blood urea nitrogen(BUN)를 측정하였다.

11. 간과 신장의 해부조직학적 관찰

  大羌活湯을 4주간 투여한 후 각 실험군의 흰쥐로부

터 간과 신장을 적출하여 형태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H&E 염색을 통해 병변 유무와 해부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12. 통계학적 분석

  측정된 모든 자료는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성 여

부를 확인한 뒤,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p<0.05 및 

p<0.01의 유의수준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값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

다. 통계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AS(version 9.1.3, SAS 

Institute In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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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

  4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모든 실험군에서 흰쥐의 체중

이 점차 증가하였다. 실험 개시 당일 각 군별 흰쥐의 

평균 체중은 normal군, control군, Indomethacin군, 

DGHT(L)군 및 DGHT(H)군에서 각각 259.4±4.6 g, 

260.9±2.9 g, 259.8±1.6 g, 259.5±2.1 g, 260.8±2.3 g

이었고, 4주 후 마지막으로 측정된 체중은 322.3±8.5 g, 

321.9±12.1 g, 319.5±12.9 g, 317.0±12.1 g, 319.9±18.5 g

이었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Fig. 1).

2. 슬관절 연골의 육안적 관찰

  4주간의 실험기간이 종료된 후 슬관절 연골을 육안으

로 관찰한 결과, normal군의 경우 대퇴골과 경골의 관

절 연골 표면은 윤기있고 매끈한 상태로, 연골표면 소

실이나 골극 형성 등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control군의 경우 연골 표면이 거칠게 변화되었고, 윤기

가 감소하였다. 또한 연골이 국소적으로 선상 혹은 불

규칙한 형태로 손상되어 있었으며 부위에 따라서 작은 

골극들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Indomethacin군, DGHT(L)

군, DGHT(H)군의 경우에도 연골 표면의 변화가 관찰

되었으나 control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골 손상 정도

가 적었다(Fig. 2).

3. 슬관절 연골의 조직학적 검사

 1) H&E 염색

  각 실험군에서 흰쥐의 슬관절 연골 조직을 적출한 후 

H&E 염색을 통해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연골조직과 연골세포가 정상 소견을 보였

다. 하지만 control군은 국소적인 연골 손상으로 인해 

normal군에 비해 연골 두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다.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에서는 관

절연골의 변성이 관찰되었으나, control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연골 손상 정도가 적었다(Fig. 3).

 2) 슬관절 연골의 두께 변화

  슬관절 연골의 정중앙부를 촬영한 영상분석을 통해 

연골의 평균 두께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normal군과 

control군은 각각 255.3±7.8 ㎛, 123.9±6.9 ㎛로 측정

되어 control군이 normal군에 비해 연골 두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1). 반면, Indomethacin군, DGHT(L)

군, DGHT(H)군에서 연골의 평균 두께는 각각 197.1±10.2 ㎛, 

143.3±7.1 ㎛, 162.0±12.8 ㎛로 control군에 비해 연

골 두께 감소가 유의성 있게 적었다(p<0.01). DGHT(L)군

과 DGHT(H)군에서 연골 두께는 Indomethacin군에 비

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DGHT(L)군보다 DGHT(H)

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Fig. 4).

 3) Safranin O 염색

  각 실험군에서 흰쥐의 슬관절 연골 조직을 적출한 후 

safranin O 염색을 시행하여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

한 결과, normal군에서는 연골증식영역에서 정상 소견

의 염색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고, control군에서는 관절

염이 유도된 면 중 남아있는 연골증식영역에서만 관찰

되었다.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에

서는 control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골증식영역

에서 염색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Fig. 5).

4. 슬관절 연골의 면역조직화학염색

 1) 슬관절 연골 염증성 cytokine의 발현

  (1) TNF-α의 발현

  슬관절 연골 내 TNF-α는 normal군에서는 19.9±4.0 

cells/120,000 ㎛2로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나, control군

에서는 84.7±7.4 cells/120,000 ㎛2로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은 73.8±11.8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고(p<0.05), Indomethacin군과 DGHT(H)

군 역시 각각 47.4±10.4 cells/120,000 ㎛2, 66.1± 

12.3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

성 있게 감소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

군에서 TNF-α의 발현은 Indomethacin군에서보다 유

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6A).

  (2) IL-1β의 발현

  슬관절 연골 내 IL-1β는 normal군에서는 19.8±2.9 

cells/120,000 ㎛2로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나, control군

에서는 68.3±5.7 cells/120,000 ㎛2로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은 60.6±8.0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p<0.05), Indomethacin군과 DGHT(H)

군 역시 각각 40.7±6.3 cells/120,000 ㎛2, 5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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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군에

서 IL-1β의 발현은 Indomethacin군에서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6B). 

  (3) IL-6의 발현

  슬관절 연골 내 IL-6는 normal군에서는 13.8±3.4 

cells/120,000 ㎛2로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나, control군

에서는 59.0±6.1 cells/120,000 ㎛2로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은 51.3±6.7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감소되었고(p<0.05), Indomethacin군과 DGHT(H)

군 역시 각각 34.0±6.2 cells/120,000 ㎛2, 45.3±6.7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감소되었다(p<0.01). DGHT(L)군과 DGHT(H)군에

서 IL-6의 발현은 Indomethacin군에서보다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군 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6C).

 2) 슬관절 연골 손상 관련인자의 발현

  (1) MMP-13의 발현

  슬관절 연골 내 MMP-13은 normal군에서는 17.7±3.7 

cells/120,000 ㎛2로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나, control군

에서는 71.0±7.9 cells/120,000 ㎛2로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은 62.5±6.5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고(p<0.05), Indomethacin군과 DGHT(H)

군 역시 각각 35.0±6.4 cells/120,000 ㎛2, 53.5±6.3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군에

서 MMP-13의 발현은 Indomethacin군에서보다 유의

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보다 DGHT(H)

군에서 발현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5)(Fig. 7).  

 3) 슬관절 연골 손상 방어 관련인자의 발현

  (1) TIMP-1의 발현

  슬관절 연골 내 TIMP-1은 normal군에서는 10.6±1.9 

cells/120,000 ㎛2로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나, control군

에서는 21.3±4.6 cells/120,000 ㎛2로 유의성 있게 발

현이 증가하였다(p<0.01). Indomethacin군, DGHT(L)

군, DGHT(H)군은 각각 47.5±5.8 cells/120,000 ㎛2, 

34.2±5.4 cells/120,000 ㎛2, 40.3±6.8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p<0.01). DGHT(L)군에서 TIMP-1의 발현은 Indomethacin

군에서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p<0.01), DGHT(H)

군에서 역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5). DGHT(L)

군과 DGHT(H)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8A). 

  (2) GAGs의 발현

  슬관절 연골 내 GAGs는 normal군에서는 4.7±1.1 

cells/120,000 ㎛2로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나, control군

에서는 13.8±2.5 cells/120,000 ㎛2로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은 18.4±4.1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고(p<0.05), Indomethacin군과 DGHT(H)

군 역시 각각 37.3±3.7 cells/120,000 ㎛2, 24.3±3.5 

cells/120,000 ㎛2로 control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다(p<0.01). DGHT(L)군과 DGHT(H)군에

서 MMP-13의 발현은 Indomethacin군에서보다 유의

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DGHT(L)군보다 DGHT(H)군

에서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1)(Fig. 8B). 

5. 혈액학적 검사

  혈액학적 지표들을 검사하였으나, 각 실험군들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6. 혈액생화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지표들을 검사하였으나, 각 실험군들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7. 해부조직학적 관찰

 1) 간의 해부조직학적 변화

  간을 적출한 후 H&E 염색을 통하여 간 조직을 관찰

한 결과, normal군의 간 조직에서 간문맥과 간실질이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직학적으로 정상

적 소견이 관찰되었다. Control군, Indomethacin군, 

DGHT(L)군과 DGHT(H)군의 경우에도 간 조직에서 

간세포의 괴사, 염증세포 침윤, 혹은 지방변성 등의 변

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normal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9A).

 2) 신장의 해부조직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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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실험군 모두

에서 조밀한 세포질과 함께 정상적인 사구체, 곡세뇨관 

및 상피세포가 관찰되었으며, 각 군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실험군에서 세뇨

관의 팽창, 표피박리, 혹은 세포사멸 등의 변화도 발견

되지 않았다(Fig. 9B). 

Ⅳ. 고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는 골관절염은 서서히 진

행되며26), 초기에는 통증을 제어하기 어렵지 않으나 만

성화되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

하는 중요한 질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27). 골관절염의 

이환율은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12개의 만

성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 1880만 명 중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502만 명으로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28).

  골관절염은 관절연골, 연골하골, 인대, 관절낭, 활막, 

관절 주위 근육의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환으로서29,30), 기계적 요인, 염증성 및 대사성 요인 

등에 의해 관절 조직의 회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발

생하게 되면서 유발되는 질환이다31). 병리학적인 진단

으로 관절연골의 손실이 필수적이며26), 골관절염 초기

에는 연골 표면에서만 침식이 일어나지만, 골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더 깊은 곳까지 침식이 일어나며 골극이 형

성되어 관절 간 공간이 좁아지게 된다. 또한 골관절염

의 회복 과정에서 증식된 연골세포는 인접 활막에 작용

하여 염증 전단계를 자극하는 기질분해산물과 염증 매

개체를 생성하고, 활막세포는 염증유발물질을 방출하며, 

주변 조직의 혈관분포가 증가하기도 한다32,33).

  골관절염의 주된 치료 목적은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존적 치료가 우선시된다. 최근에는 약물치료 이외에

도 신경성장인자 항체(nerve growth factor antibodies) 

주사, 골수중간엽 줄기세포(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 주사, 자가혈치료술(platelet-rich plasma, 

PRP), 지방유래세포(stromal vascular fraction) 주사 등

을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본 연구에 사용된 大羌活湯은《東醫寶鑑》雜病編의 

風門에 수록된 처방으로 羌活, 獨活을 군약으로 하여 

升麻, 蒼朮, 防己, 威靈仙, 白朮, 當歸, 赤茯苓, 澤瀉, 

甘草로 이루어져 있다. 祛風濕, 通經絡, 止痛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군약으로 쓰인 羌活과 獨活은 in vitro 

실험에서 그람 음성균의 외막성분인 lipopolysaccharide(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물질에 있어서 유의한 항염증 효과를 

지님이 밝혀졌다35-37). 그 중에서도 獨活의 경우에 MIA

로 유발한 골관절염 흰쥐 모델에 있어서 항염증, 연골

파괴 완화 및 진통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37).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MIA로 유발한 골관절염 흰쥐 모

델을 이용하여 골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임상에서 다용

되는 처방인 大羌活湯14)의 효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大羌活湯의 효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항염증효과를 가진 indomethacin을 경구 투여한 군을 양

성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Indomethacin은 

NSAIDs의 대표적인 약물로서 통증, 발열 및 염증과 관

련된 요인의 합성을 억제하여 진통 및 해열 작용을 한

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골관절염, 활액낭염이나 건염으

로 인한 급성의 어깨 통증,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증상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약물이다38).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골관절염을 유발하지 않고 증

류수를 경구 투여한 정상군(normal군)과 MIA로 골관절

염을 유발한 후 증류수를 경구 투여한 대조군(control

군),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한 후 indomethacin 2 ㎎/

㎏을 경구 투여한 양성대조군(Indomethacin군),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한 후 大羌活湯을 저농도로 투여한 군

(DGHT(L)군),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한 후 大羌活湯
을 고농도로 투여한 군(DGHT(H)군)으로 총 5개의 군

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배정받은 군에 따라 

증류수 또는 약물을 4주간 경구 투여한 후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슬관절 연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大羌活湯이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주간의 실험기간동안 매일 체중을 측정하였다. 

실험기간 동안과 실험 종료 후 모든 실험군에서 흰쥐의 

체중은 증가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골관절염을 유발시

킨 control군,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

에서 흰쥐의 체중 증가 정도는 normal군에 비해 적었

다. 이는 MIA 주입 후 실험동물의 체중이 감소하였다

는 이전 연구들39,40)과 일치하는 결과였지만, 유의성 있

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MIA를 주입하여 관절연골에 손상을 유발시킨 후, 4

주간의 실험기간이 종료된 후 슬관절을 이루는 대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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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골의 관절면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연골 표면

이 매끄러운 normal군에 비해 골관절염을 유발시킨 

control군,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

에서는 연골 표면이 거칠게 변하고 윤기가 감소했다. 

추가적으로 control군의 연골 표면에서는 국소적으로 

선상 혹은 불규칙한 형태의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골극

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Indomethacin군, DGHT(L)군, 

DGHT(H)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해 연골 표면의 변화

가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골관절염의 병리조직학적 검사는 각 실험군 흰쥐의 슬

관절 연골 조직에 대해 연골 및 활막 조직의 손상을 관찰

할 수 있는 H&E 염색과 연골에 분포하는 proteoglycan

의 농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safranin O 염색을 통

해 진행되었다41). Proteoglycan은 정상적인 관절연골에

서 세포외 기질의 주성분으로, 정상 연골세포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는 동시에 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MMPs

로 인해 파괴되기도 하여 관절 내 농도 균형을 유지하

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42).

  H&E 염색 후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normal군은 연골 조직과 연골세포가 정상 소견으로 관

찰되었다. 하지만 control군은 국소적인 연골 손상으로 

인해 normal군에 비해 연골 두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DGHT(L)군과 DGHT(H)군에서는 관절연골의 변성이 

관찰되었으나 control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고농도 군인 DGHT(H)군에서 연골이 조금 

더 보존되어 있었다. 

  Safranin O 염색 후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역시, normal군에서는 정상 소견의 연골증식영역에서 

proteoglycan이 관찰되었고, control군에서는 관절염이 

유도된 면 중 남아있는 연골증식영역에서만 proteoglycan

이 관찰되어 proteoglycan 층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DGHT(L)군과 DGHT(H)군에서는 연골증식영역

의 proteoglycan 층의 형태가 비교적 보존되어 있었으

며, control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손상된 모습이었

다. 실제 연골의 평균 두께를 측정하였을 때 역시, 동일

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大羌活湯이 

proteoglycan 층의 손상을 억제하고, 연골의 손상을 억

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골관절염에서 관절 연골에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면 

연골세포가 조직의 손상이나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데, 

이 때 염증성 cytokine과 염증성 매개인자에 의해 연골

세포의 동화, 이화작용 사이의 평형이 저해된다26). 그 

과정에서 특히 이화작용, 즉 연골 손상에 관여하는 염

증성 cytokine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TNF-α, IL-1

β, IL-6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26,43,44). 골관절염 환자

들에서 연골세포에 의해 TNF-α, IL-1β가 일차적으

로 발현되면, MMPs, iNOS, COX-2 등의 발현이 유

도되고 TIMPs 등을 억제하여 이화작용을 주도하게 된

다. 또한 TNF-α, IL-1β는 IL-8, IL-6, NO, PGE2 

등을 생산시켜 염증반응을 주도한다26).

  TNF-α는 대식세포와 단핵구에 의하여 생산되어 다

양한 세포활동에 작용하는 상위 cytokine으로서, IL-6, 

IL-8, IL-15, IL-17 및 MMPs와 같은 하위의 여러 염

증매개물질의 분비를 유발하여 염증을 확대시키고34,43), 

proteoglycan의 소실 및 재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연골의 

손상과 골관절염의 진행을 촉진시킨다34,45). IL-1β는 

연골분해를 일으키는 강력한 cytokine으로, 연골 기질의 

파괴를 촉진시키고, 통각 과민을 유발하며 일차 구심성 

신경 섬유를 자극하여 통증을 발생시킨다43,46). IL-6는 

TNF-α, IL-1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급성 조절 단

백질로서26), 활막세포의 증식 및 파골세포의 활동을 촉

진시키고 혈청에서보다 관절염으로 손상된 관절의 활액

막이나 관절 조직의 혈관에서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면

역반응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47). 본 연

구에서 관찰한 TNF-α, IL-1β, IL-6 와 같은 염증성 

cytokine들은 연골 손상에 관여하기 때문에, 골관절염을 

치료할 때 핵심요소로 여겨진다. TNF-α, IL-1β, 

IL-6의 발현은 DGHT(L)군과 DGHT(H)군 모두에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MMPs는 칼슘 및 아연 의존성 기질단백분해효소로서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거의 모든 

구성요소를 분해할 수 있으며48), 주로 조직 리모델링, 

상처치유 및 면역과 같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작용한다
49). 그 중에서도 특히 MMP-13은 일차적으로 type 2 

collagen을 표적으로 하여 콜라겐 분해를 활성화시켜 

골관절염의 진행 즉, 연골 손상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

한다49-51).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MMPs의 과다한 

발현이 염증세포의 침윤과 섬유화, 종양 등의 원인이 

되어 병리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52). 이와 같은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MMPs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조절하는 내인성 인자인 TIMP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3,54). TIMPs는 MMPs의 발현을 억제

하고, 이를 통해 MMPs에 의한 ECM의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게 된다55). 이들 TIMPs-MMPs간의 균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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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을 리모델링하여 연골세포의 동화, 이화작용을 조

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56). 특히, TIMP-1의 경우 

여러 염증반응의 병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주목받고 있다57). GAGs는 주로 탄력성과 관련하

여 관절연골에서 콜라겐을 보호하며, 관절 연골의 주요 

성분인 proteoglycan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59). 

본 연구에서 MMP-13, TIMP-1, GAGs를 분석한 결

과, MMP-13의 발현은 DGHT(L)군과 DGHT(H)군에

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한 반면, 

TIMP-1과 GAGs의 발현은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大羌活
湯이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시켜 연골 손상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MMP-13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GAGs의 분비를 증가시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 지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IMP-1 역시 증가하여 

MMPs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연골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골관절염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MMP-13, TIMP-1 이외에도 MMP-1, 2, 960), TIMP-255) 

등이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MMPs와 TIMPs에 대해 분석

하여 大羌活湯이 구체적으로 골관절염의 어떤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항염증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염증성 cytokine 

수치 외의  NO, iNOS, COX-2, PGE2 등 다른 염증

매개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보강하여 골관절염에 대한 

大羌活湯의 보다 구체적인 항염증 기전에 대한 연구 역

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大羌活湯이 MIA로 유발한 골관절염 

흰쥐 모델에 있어서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1

β, IL-6의 생성과 MMP-13의 분비를 억제하고 

TIMP-1의 발현을 촉진시켜 항염증 작용을 하며, 

proteoglycan 층의 손상을 억제하고 GAGs의 분비를 

증가시켜 연골 손상 억제 및 연골 보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모든 평가지표에서 DGHT(H)군이 

DGHT(L)군보다 유효성 있는 경향성이 관찰되었고, 특

히, 슬관절 연골의 두께변화, MMP-13 및 GAGs의 발

현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 大羌活湯을 

투여한 군이 모든 평가지표에서 Indomethacin군의 결

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大羌活湯의 효과가 

용량 의존적인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다 

높은 용량으로 大羌活湯을 투여한다면, indomethacin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더불어, 大羌

活湯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험 기간 중 시

행한 혈액학적, 혈액생화학적 검사에서 각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나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간과 신장 

조직을 실제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병적 이상 소견

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大羌活湯의 항염증 및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MIA로 골관절염을 유발시킨 흰쥐에게 

大羌活湯을 4주간 경구 투여한 후 슬관절 연골의 육안

적 및 조직학적 변화, 염증성 cytokine과 연골 손상 및 

연골 손상 방어 관련인자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大羌活湯은 슬관절 연골의 손상을 억제시키고, 연골 

두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2. 大羌活湯은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1β, 

IL-6 및 연골 손상 관련인자인 MMP-13의 발현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3. 大羌活湯은 연골 손상 방어 관련인자인 TIMP-1과 

GAGs의 발현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4. 大羌活湯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적 검사, 간과 신장 조직을 분석한 결

과, 각 실험군들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흰쥐에서 

MIA로 유발된 골관절염에 大羌活湯이 항염증 효과를 

지니며, 연골 손상 억제 및 연골 보호에 효과적인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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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and Amount of Daeganghwal-tang

Herb name Pharmacognostic name Amount(g)

羌活 Notopterygii Rhizoma 6.0

升麻 Cimicifugae Rhizoma 6.0

獨活 Angelicae Pubescentis Radix 4.0

蒼朮 Atractylodis Rhizoma 2.8

防己 Stephaniae Tetrandrae Radix 2.8

威靈仙 Clematidis Radix 2.8

白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2.8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2.8

赤茯苓 Poria Sclerotium 2.8

澤瀉 Alismatis Rhizoma 2.8

甘草 Glycyrrhizae Radix 2.8

 Total Amount 38.4

Table 2. The Hematological Values of SD Rats

Index Normal Control Indomethacin DGHT(L) DGHT(H)

WBC (103/㎕) 4.69±0.79 4.23±1.17 4.22±0.92 4.35±0.93 4.14±0.89

RBC (106/㎕) 7.51±0.41 7.62±0.95 7.93±0.82 7.64±0.61 7.86±1.03

Hemoglobin (g/dL) 9.85±0.73 9.88±0.69 9.97±0.87 10.1±0.85 10.11±0.97

HCT (%) 30.35±1.01 30.13±1.02 30.17±0.86 30.06±0.7 30.54±0.87

Platelet (103/㎕) 940.35±15.11 938.48±10.8 931.39±14.37 924.94±35.25 928.06±17.27

MCV (fl) 41.39±1.55 42.84±5.15 41.29±2.15 42.5±3.02 41.74±2.9

MCH (pg) 12.92±0.69 12.9±1.1 13.39±0.72 13.01±1.48 13.16±0.71

MCHC (g/dL) 29.26±2.18 31.36±1.38 30.02±2.38 29.17±2.65 29.35±1.2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normal, control,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SD: Sprague-Dawley, Normal: Normal SD rats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at left knee joint and 

administrated orally distilled water,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distilled 

water, Indomethacin: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indomethacin 2 mg/kg, 

DGHT(L):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1280 mg/kg of Daeganghwal-tang, 

DGHT(H):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2560 mg/kg of Daeganghwal-tang,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HCT: Hematocrit, MCV: Mean Cell Volume, MCH: Mean Cell 

Hemoglobin, MCHC: Mean Cell Hemoglob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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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erum Biochemical Values of SD Rats

Index Normal Control Indomethacin DGHT(L) DGHT(H)

Total protein (g/dL) 5.06±0.38 4.98±0.33 4.93±0.3 5.07±0.31 4.9±0.27

Albumin (g/dL) 1.55±0.09 1.48±0.07 1.5±0.1 1.5±0.06 1.44±0.11

Total Bilirubin (mg/dL) 0.16±0.04 0.14±0.03 0.13±0.02 0.16±0.02 0.16±0.03

ALP (IU/L) 39.94±3.68 38.11±5.4 41.11±5.63 38.52±3.75 41.31±3.26

AST (IU/L) 61.25±4.27 60.37±5.08 57.75±6.47 57.89±5.6 59.09±5.5

ALT (IU/L) 19.05±1.56 20.19±1.81 20.28±1.32 19.98±1.65 20.06±1.82

Cholesterol (mg/dL) 147.46±13.19 150.71±5.19 147.9±12.39 150.61±5.04 150.22±9.92

TG (mg/dL) 66.71±5.69 66.62±3.4 67.44±4.79 65.47±5.71 66.74±6.61

Glucose (mg/L) 5.07±0.3 4.97±0.26 4.94±0.45 5.15±0.33 5.02±0.4

Creatinine (mg/dL) 0.39±0.05 0.39±0.06 0.38±0.05 0.41±0.02 0.38±0.04

BUN (mg/dL) 17.09±1.16 17.5±1.64 16.22±1.54 16.33±1.3 16.89±1.46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normal, control,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SD: Sprague-Dawley, Normal: Normal SD rats group injected with normal saline at left knee joint and 

administrated orally distilled water, Control: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distilled 

water, Indomethacin: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indomethacin 2 mg/kg, 

DGHT(L):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1280 mg/kg of Daeganghwal-tang, 

DGHT(H):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group administrated orally 2560 mg/kg of Daeganghwal-tang, ALP: 

Alkaline Phosphat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G: Triglycerides,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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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ody weight changes of SD rats for 4 week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of 4 weeks, the weight of SD rats gradually increased in all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normal, control,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Fig. 2. The comparisons of gross appearance of the distal end of femur(A) and the proximal end of tibia(B)

     In the normal group, joint surface in the distal end of femur and the proximal end of tibia was normal. 

In contrast, in the control group, the distal end of femur and the proximal end of tibia showed rough 

joint surface and osteophyte formation(block arrow). In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change of joint surface was observed, but the damage to the joint surface of the distal end of 

femur and the proximal end of tibia was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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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Scale bar=200 ㎛)
Fig. 3.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articular cartilage with H&E staining 
     In the normal group, articular cartilage was normal. In contrast,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cartilage 

thickness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due to focal cartilage defect of articular surfaces. In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articular surface degeneration was observed, but the 
damage to the articular cartilage was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ig. 4.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cartilage thickness
     In the control group, cartilage thicknes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mparison to the normal group. In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the decrease in the cartilage thicknes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DGHT(L) and DGHT(H) groups, the cartilage thickness 
significantly de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Indomethacin group. The cartilage thickness in the 
DGHT(H)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DGHT(L) group.

     ## p<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1 compared with Indomethacin group by Student’s t-test
     $$ p<0.01 compared with DGHT(L) group by Student’s t-test

(×100, Scale bar=200 ㎛)
Fig. 5. The histological analysis of articular cartilage with safranin O staining 
     In the normal group, proteoglycan was stained red by safranin O in proliferation zone of cartilage. In the 

control group, only the remaining proliferation zone of cartilage among the surfaces in which 
osteoarthritis was induced by MIA was stained red by safranin O. In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red area by safranin O was more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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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n pro-inflammatory cytokine (A: TNF-α, B: 
IL-1β, C: IL-6)

     The expression level of pro-inflammatory cytokin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showed significantly 
down-regulated pro-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 in the cartilage cell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DGHT(L) and DGHT(H) groups,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 significantly in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Indomethacin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GHT(L) group and DGHT(H) group.

     ## p<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1 compared with Indomethacin group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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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n bone degrade factor (MMP-13)
     The expression level of MMP-13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showed significantly down-regulated 
MMP-13 expression in the cartilage cell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DGHT(L) and DGHT(H) groups, the expression of MMP-13 significantly in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Indomethacin group. The expression of MMP-13 in the DGHT(H)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DGHT(L) group.

     ## p<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1 compared with Indomethacin group by Student’s t-test
     $ p<0.05 compared with DGHT(L) group by Student’s t-test

Fig. 8.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n bone defence factors (A: TIMP-1, B: GAGs)
     The expression level of bone defence 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The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showed significantly up-regulated bone 
defence factors expression in the cartilage cell of MIA-induced osteoarthritis SD ra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DGHT(L) and DGHT(H) groups, the expression of bone defence factors significantly de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Indomethacin group. In the expression of TIMP-1,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GHT(L) group and DGHT(H) group. However, the expression of GAGs in 
the DGHT(H)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DGHT(L) group.

     ## p<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compared with Indomethacin group by Student’s t-test
     $$ p<0.01 compared with DGHT(L) group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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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H&E stained liver(A) and kidney(B) tissues from SD rats

     There were no abnormal findings in liver and kidney tissues in all groups. In addi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normal, control, Indomethacin, DGHT(L) and DGHT(H) grou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