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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상적인 치주조직 재생은 부착기구의 완전한 재건, 즉 신생골 형성, 신생 백악질
1)

형성과 기능적으로 배열된 치주인대 콜라겐 섬유의 삽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치조골에서 유래하는 골세포와 더불어 치주인대세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며 성공적인 치주조직 재생은 이러한 세포들의 치주조직 결손부로의 선택적인 이
2)

동과 증식, 분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치은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세포는 크기와 증식

능력, 세포외 기질 발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치주인대세포는 치주인대와 백악
질, 치조골의 생산과 유지, 개조 등의 기능을 하는 반면 치은섬유아세포는 치은의 연
조직 lamina propria의 생산과 유지의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3-7)

다.

치주조직 재생 관련 세포들의 증식과 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PDGF-BB,
IGF-1, TGF-β 등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시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의 골유도능력을 근거로 BMP를 이용하여 치
8-13)

주조직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14)

는 단백질로 처음 알려졌고,

BMP는 이소성 골형성 능력을 갖

BMP가 in vitro 상에서 다양한 세포들의 조골세포로의 분

15-24)

화를 촉진하는 연구 발표들이 있어 왔다.

현재까지 BMP가 치조제융선 결손부의 증

강이나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 결손부, 선천적, 외상성 골결손 그리고 상악동하 골결손
25-28)

부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됨이 보고된 바 있다.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들에서 bone sialoprotein이나 osteopontin, osteocalcin 같은
29-31)

비교원질성 골단백질들이 치주조직 내에서 독특한 분포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Osteopontin과 osteocalcin, bone sialoprotein은 골성 세포 분화의 각기 다른 단계에
32)

서 분비된다.

Osteocalcin은 골조직의 세포외 기질 단백질의 하나로 석회화에 있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osteopontin과 bone sialoprotein은 백악질에서 확인
30,32)

되며 백악질 형성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치주조직 내에서 경조직 형성능력을 가져 골과 백악질을 재생할 수 있는
세포들의 지표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 및 골조직 재생효과가 확인된 BMP-2 세포수준의 작용을 평가하고자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미치는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의 효과를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와
alkaline phosphatase, osteopontin, osteocalcin, bone sialoprotein 등 골형성관련
특이단백질들의 mRNA 발현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rhBMP-2의 준비
rhBMP-2(R&D Systems, USA)에 0.1% bovine serum albumin(BSA)를 포함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첨가하여 10 μg/ml 농도로 만든 후 실험에는
50ng/ml와 100ng/ml 농도군을 사용하였다.

2. 치주인대세포 및 치은섬유아세포의 배양
치주인대세포는 교정치료를 위해 발거한 제 1 소구치 치근의 중간 1/3 부위의 치주
인대를 큐렛으로 채취하여 세절한 다음, 10cm 세포배양접시에 부착시키고, penicillin,
streptomycin 및 amphotericin-B가 함유된 1% antibacterial-antifungal solution (Gibco,
USA)과 10% FBS (Gibco, USA)를 첨가한 α-MEM(Gibco, USA)을 배지로 하여, 3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환해 주면서 5계대까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양시 습

O

2

도는 95%, 온도는 37 C를 유지하면서 5% CO 를 포함한 공기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치은섬유아세포는 건강한 치은 절편을 채득하여 상피 부분을 절제한 뒤 세절하여
치주인대세포와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5계대의 밀생 상태의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를 세포 증식도 및 Alkaline
3

phosphatase 활성도 측정을 위해 각각 12 well culture plate에 well당 1x10 의 세포
를 접종하였고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을 위해서는
5

10cm 세포배양접시에 각각 5x10 의 세포를 접종하였으며, 24시간 배양한 뒤 대조군,
rh BMP-2 50ng/ml 투여군, rhBMP-2 100ng/ml 투여군으로 나누어 배양하였다.

3. 세포 증식도 및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측정
12 well culture plate에 배양한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를 배양 1주째와 2
주째에 0.25% trypsin-EDTA 용액으로 5분간 처리하여 탈리시켜 원심분리 한 뒤 광
학현미경하에서 혈구측정기로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분리된 세포들을 모아 0.5ml의
증류수를 가한 뒤 1분간 얼음 위에서 초음파분쇄하고, 0.1ml의 세포분쇄액을 0.1ml의
0.1M glycin-NaOH buffer, 0.1ml의 15mM para-nitrophenol phosphate(PNPP), 생
o

리식염수에 용해한 0.1% Triton X-100 및 0.1ml의 증류수와 혼합하고 30분간 37 C
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에 2.5ml의 0.1N NaOH를 첨가하고 얼음 위에 방치하여 반
응을 중지시키고 microplate reader로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용액
내에 생산된 para-nitrophenol(PNP)를 정량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의 단위는
단백질 양을 기본으로 하였다.
각 군별, 시간별 측정결과는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고 유의수준 0.05에
서 Tukey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4.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10cm 세포배양접시에 배양된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를 배양 1주째와 2주
째에 탈리시켜 모은 후 High Pure RNA Isolation kit(Roche, Germany)로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를 Reverse Transcriptase, RNase inhibitor 등을 포함한 AccuPowerR RT
PreMix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즉, RNA 1.0μg과 Oligo
o

dT15 primer 1.0μg을 혼합한 뒤 70 C에서 5분간 두고 얼음 위에서 식힌 뒤 증류수를
o

더해 50μl로 만들어 RT PreMix tube에 옮겼다. 이것을 cDNA 합성을 위해 42 C에서
o

60분간, Reverse transcriptase 비활성화를 위해 94 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이렇게 얻은 cDNA 4μl와 20pmole의 primer를 DNA polymerase, dNTPs 및
reaction buffer 등이 포함된 AccuPowerR PCR PreMix(Bioneer, Korea)에 넣고 증류
수를 더해 50μl로 만들어 thermal cycler(eppendorf, Germany)로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시행하였다. 사용된 primer의 염기서열과 크기, PCR 조건은 표 1,2
와 같다.
PCR 생성물은 2% agarose gel상에서 전기영동을 시행하고 0.5μg/ml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GelDoc 2000 Gel Documentation System(BIO-RAD,USA)으로
확인하였다.

표 1. Primer 염기서열과 크기
ß-actin
(321bp)
type I Collagen
(223bp)
Alkaline
phosphatase
(475bp)
BMP-2
(315bp)
Osteopontin
(430bp)
Osteocalcin
(310bp)
Bone sialoprotein
(439bp)

5′
3′
5′
3′
5′
3′
5′
3′
5′
3′
5′
3′
5′
3′

:
:
:
:
:
:
:
:
:
:
:
:
:
:

ATGAGGATCCTCACCGAGCGCGGCTACAGC
ACACCACTGTGTTGGCGTACAGGTCTTTGC
AGGGCTCCAACGAGATCGAGATCCG
TACAGGAAGCAGACAGGGCCAACGTCG
ACGTGGCTAAGAATGTCATC
CTGGTAGGCGATGTCCTTA
TTGCGGCTGCTCAGCATGTT
CATCTTGCATCTGTTCTCGGAA
TTGCTTTTGCCTCCTAGGCA
GTGAAAACTTCGGTTGCTGG
CATGAGAGCCCTCACA
AGAGCGACACCCTAGAC
GCCTGTGCTTTCTCAATG
TTCCTTCCTCTTCCTCCTC

표 2. The PCR condition used in this study
온도

시간

o

5분

Denaturation

o

94 C

1분

Annealing

*

2분

o

1분

Predenaturation

94 C

Polymerization

72 C

* Annealing temperature
o

o

o

o

ß-actin : 65 C, type I collagen : 55 C, alkaline phosphatase : 44 C, BMP-2 : 60 C,
o

o

o

osteopontin : 44 C, osteocalcin : 60 C, bone sialoprotein : 55 C

Ⅲ. 연구결과

1. 세포 증식도 측정
세포 증식도 측정 결과는 표 3,4, 그림 1,2 와 같다. 치은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세
포 모두 1주째와 2주째 모두 대조군과 rhBMP-2 투여군에서 세포 수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가지 세포간에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치은섬유아세포의 수(x104cell/well)
대조군

rhBMP-2 50ng/ml군

rhBMP-2 100ng/ml군

1주군

3.2±0.4

3.4±0.7

3.3±0.8

2주군

50.4±5.3

53.5±7.2

55.6±9.2

그림 1. 치은섬유아세포의 수(x104cell/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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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치주인대세포의 수(x104cell/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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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주인대세포의 수(x104cell/well)
대조군

rhBMP-2 50ng/ml군

rhBMP-2 100ng/ml군

1주군

3.1±0.4

3.2±0.7

3.3±0.6

2주군

49.2±7.3

54.3±8.1

52.9±6.7

2.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측정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측정 결과는 표 5,6, 그림3,4와 같다. 치은섬유아세
포와 치주인대세포 모두 1주째에 비해 2주째에 유의성 있게 활성도가 증가하며 대조

군에 비해 rhBMP-2 투여군에서 어느 정도 투여량에 비례하여 활성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보였다. 또 치주인대세포에서 치은섬유아세포에서보다 높은 활성도를 보였
다.

표 5. 치은섬유아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nmolPNP/30min/ μgprot.)
대조군

rhBMP-2 50ng/ml군

rhBMP-2 100ng/ml군

1주군

37.4±10.3

85.7±19.5

113.5±20.4

2주군

53.8±12.1

121.8±26.7

161.2±23.9

그림 3. 치은섬유아세포의 alkaline

그림 4. 치주인대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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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치주인대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nmolPNP/30min/ μgprot.)
대조군

rhBMP-2 50ng/ml군

rhBMP-2 100ng/ml군

1주군

58.9±13.3

134.2±21.6

175.3±22.7

2주군

89.3±16.8

195.3±28.3

254.7±29.2

3. RT-PCR
RT-PCR 생성물의 agarose gel 상에서의 전기영동 결과는 그림 5-11과 같다. ß-

actin, type I collagen, alkaline phosphatase, BMP-2는 모든 군에서 mRNA 발현을
보였으며 osteopontin, osteocalcin은 모든 치주인대세포군과 치은섬유아세포에서 2
주째의 rhBMP-2 투여군에서 mRNA 발현을 보였다. Bone sialoprotein은 2주째의 치
주인대세포에서 rhBMP-2 투여군에서만 mRNA 발현을 보였다.

그림 5. ß-actin

그림 6. type I Collagen

그림 7. Alkaline phosphatase

그림 8. BMP-2

그림 9. Osteopontin

그림 10. Osteocalcin

그림 11. Bone sialoprotein

Ⅳ. 총괄 및 고안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 중 BMP는 신생골 형성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P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많은 in vivo와 in vitro 연구들
이 있어 왔으나 이들 대부분이 동물 실험으로 행해진 것들이었고 인간 세포에서
BMP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촉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BMP의 임상
적용 이전에 BMP의 인간 세포에 대한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연구들이 광범위하
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MP가 치주조직 재생을 위해 적합하게 사
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치은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세포에서
rhBMP-2가 세포 증식도와 조골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BMP의 세포 증식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보
고되었는데,

각각의

18,20,23,33-35)

다.

세포

종류와

배양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이

제시되고

있

본 연구에서 rhBMP-2는 치은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세포의 증식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Zheng 등은 rhBMP-2가 사람의 조골세포에서 세포 증식에 유의
35)

성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함을 보였고 , Kobayashi 등도 역시 rhBMP-2가 치주인대세포
15)

의 증식도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또 Zaman 등도 rhBMP-2가 사람의

치주인대세포에서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는 증가시켰으나 세포 수에는 거의 영
향이 없었음을 보고하여

48)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치은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세포의 alka- line phosphatase 활성도에 미치는 rhBMP-2의 효
과에 대한 평가에서

두 가지 세포 모두에서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가 증가함

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세포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보고들과도 일치하는 것
15,17-22,24,36,37)

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rhBMP-2가 적어도 치은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

세포의 조골세포로의 초기 분화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38-41)

골성 세포분화의 단계들은 골기질 단백질의 발현을 보임이 보고되어 왔다.

Collagen과 alkaline phosphatase가 초기 골세포 분화단계에서 발현되고 후기 분화단
41)

bone

알려져

있고

계로 가면서 osteopontin, osteocalcin, bone sialoprotein 등이 발현되는데,
sialoprotein은

mineralization의

기시과정에서

역할

하는

것으로

osteocalcin은 mineralization 초기단계에서 crystal growth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Osteopontin은 bone sialoprotein이나 osteocalcin에 비해
그 기능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crystal growth의 조절과, 골생성 혹은 골흡
수 부위로의 세포 이동과 부착의 촉진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collagen과
alkaline phosphatase는 모든 군에서 그 mRNA가 발현됨을 보였고 Osteopontin,

osteocalcin은 모든 치주인대세포군과 치은섬유아세포에서 2주째의 rhBMP-2 투여군
에서, bone sialoprotein은 2주째의 치주인대세포에서 rhBMP-2 투여군에서만 mRNA
발현을 보여 두 세포 간에 골성 분화 유발정도의 차이를 가짐을 볼 수 있었다. BMP
가 다능성 간세포의 골연골 전구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고 조골세포 분화의 후기단계
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고들이

있어왔다.

여러

연구에서

rhBMP-2가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뿐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조골세포의 지표인자라 할 수 있는
24,36)

osteocalcin의 생성을 촉진함이 쥐의 간엽 전구세포,
골수

유래

21,22)

간질세포,

쥐의

근모세포

17)

등에서

20)

쥐의 조골 전구세포,
확인되었다.

Lecanda

쥐의
등은

rhBMP-2가 사람의 늑골에서 분리한 골수 간질세포와 조골세포 모두에서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와 osteocalcin 생성을 촉진하였고 좀더 분화단계가 낮은 골수
간질세포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짐을 보고하였다.

42)

본 연구에서 치주인대세포에서 치

은섬유아세포에서 보다 rhBMP-2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역시 치주인
대세포가 좀더 다양한 분화 가능성을 갖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에 Shibano 등은 rhBMP-2가 골성 간질세포에서 osteocalcin 생성에 영향을 주
43)

지 못함을 보고하였고,

Kobayashi 등도 역시 rhBMP-2가 치주인대세포의 osteocalcin과 그

mRNA의 발현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다.

15)

따라서 BMP가 in vitro 상에

서 사람의 치주인대세포와 골성세포에서의 조골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에 사용된 세포들의 추출 및
배양방법의 차이나 공여자의 나이 등과 같은 조건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BMP가 다능성 간세포의 골연골 전구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고 조골세포 분화의 후
기단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증할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며, 정상 조직에서 균일
한 세포군을 추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각기 다른 분화 성숙 단계
의 세포들에서 각 세포들을 추출하는 일관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Alkaline phosphatase mRNA는 모든 군에서 발현됨을 보였는데 비록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가

치주인대세포에서

유의성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alkaline phosphatase는 도처에 존재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조골세포의 특이형질을 나
44-47)

타내는 확실한 지표인자로 볼 수는 없고,

또 본 연구에서 시행한 RT-PCR의 방

법은 신뢰할 만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방법은 아니므로 alkaline phophatase의 발
현 유무만으로 확실한 결론을 유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steopontin, osteocalcin, bone sialoprotein은 백악질 형성과 조골세포 분화, 골광화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rhBMP-2에 의해 이러한 단백질들의 mRNA 발현이
유도되고 이러한 현상이 치은섬유아세포에서 보다 치주인대세포에서 두드러짐은

rhBMP-2가 이들 세포에서의 조골세포 형질을 유도하고, 경조직 형성 잠재능력이 치
주인대세포에서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Ⅴ. 결론

1. rhBMP-2는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 세포의 증식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치주인대세포가 치은섬유아세포에서 보다 높은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를
보였고 두 가지 세포 모두 rhBMP-2 에 의해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3. rhBMP-2 는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 아세포의 골형성관련 분화특이단백질 발현을
유도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치주인대세포와 치은 섬유아세포가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와
골형성관련

특이단백질

mRNA

발현에

있어 차이를 보여 경조직재생의

측면에서

치주인대세포가 치주조직재생에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rhBMP-2 가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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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hBMP-2 on the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gingival fibroblasts in vitro

Hyeon-Jong Kim, Sang-Mook Choi, Young Ku, In-Chul Rhyu, Chong-Pyoung
Chung, Soo-Boo Han, Yong-Moo Lee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MP can induce ectopic bone formation when implanted into sites such as rat
muscle and can greatly enhance healing of bony defects when applied
exogenously. In addition, BMP stimulated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in vitro in
various types of cell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rhBMP-2) on the proliferation
and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gingival
fibroblasts.
The cell number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were measured in 3
experimental groups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gingival fibroblasts
(control group, rhBMP-2 50ng/ml group, and rhBMP-2 100ng/ml group) at 1 and
2 weeks after culture. At the same time, total RNA of cultured cells were
extracted and reverse tra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xpression of mRNA of bone matrix protein.
RhBMP-2 had no effect on the cell proliferation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gingival fibroblasts.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was elevated
significantly by rhBMP-2 in both cells. And periodontal ligament cell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than gingival fibroblasts. ß-actin,
type I collagen, alkaline phosphatase, BMP-2 mRNA were expressed in all of the
samples. Osteopontin, osteocalcin mRNA were expressed in all periodontal
ligament cell groups, and rhBMP-2 50ng/ml group, rhBMP-2 100ng/ml group of 2

week culture period of gingival fibroblasts. Bone sialoprotein mRNA was only
expressed in rhBMP-2 50ng/ml group and rhBMP-2 100ng/ml group of 2-week
culture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rhBMP-2 stimulates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in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gingival fibroblasts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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