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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속단의 분획물이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dichloromethane

분화에 미치는 영향

치주 치료의 목적은 치주질환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치주조직의 기능적 심미적 재건에 있다 이러한 치주 재생 치료에는, .

치은 박리 소파술등의 기계적인 처치 골이식술 조직 유도 재생술 성장인자와, , ,

를 이용한 유도성 조직 재생술 등이 있다BMP .

이번 실험의 목적은 속단의 분획물 이 마우스 두개dichloromethane (DFPR)

골 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장차 치주조직의 재생에 적용가능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실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염색과. ALP ALP

의 발현정도를 의 농도를 로 달리 처mRNA DFPR 10 g/ml ,1 g/ml , 100ng/mlμ μ

리하였다 을 실험 농도로 사용하였다 조골배양액만을 사용한 군을 대. 10 g/ml .μ

조군 실험 군은 실험 군은 실험 군은, 1 10nM dexamethasone, 2 10 g/ml DFPR, 3μ

로 처리한 군으로 설정하였다10nM dexamethasone 10 g/ml DFPR . MTTμ＋

를 이용하여 세포활성도를 일에 을 이용하여test 8, 12, 16 , RT-PCR ALP,

의 의 발현을 일Osteocalcin, Osteopontin, Collagen type-1 mRNA 4, 8, 12, 16

에 측정하였다 광화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에 을. 16 Von Kossa staining

시행하여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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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단계를 나타내는 들의 발현의 관찰에서 분화의 촉진은 관찰1. marker

되지 않았다.

세포외기질의 생산 및 골결절 형성의 감소가 관찰되었다2. .

이러한 결과로 은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분화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DFPR

으며 세포외 기질생산의 감소 골결절 형성의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의 치주조직재생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DFPR

것이다.

핵심되는 말 속단 마우스 두개골 세포: , , Alkaline phosphatase, Osteocalcin,

형 교원질Osteopontin, Ⅰ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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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단의 분획물이 마우dichloromethane 스 두개골 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 교수< 최 성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동 진

서 론I.

치주질환은 치태내 치주병원균에 의한 만성질환으로서 치아주위조직의 염

증과 부착상실 치조골과 결합조직의 상실을 동반한 치주낭 형성등의 치주조직,

파괴가 수반된다 따라서 치주치료의 목적은(Caton JG & Quinones CR. 1991).

치주 질환을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치주 조직을 재생시키고,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있다(Forum SJ & Gomez C. 1993).

이러한 재생 술식으로는 치은 박리 소파술 등의 기계적인 치주치료 차폐막,

을 사용하는 조직 재생 유도술 골대체 물질의 이식 성장인자와, , bone

을 이용한 유도성 조직 재생술 등이 있다morphogenetic protein .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세포의 증식 분화 이주를 조절하는 성장, ,

인자를 조직재생에 응용하기에 이르렀다 등(Clark RAF . 1988). platelet

와 의 혼합 사용derived growth factor(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IGF)

시 치주조직이 재생됨을 보고 되었고 등(Lynch . 1989), transforming growth

가 쥐의 장골 파절 부위에서 골형성을 유도함을 보고하였다factor- (TGF- )β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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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년 가 를 처음 소개한 이후 많은 연구에서(Joyce . 1990). 1965 Urist BMP

가 골조직의 치유 및 재생 효과를 지님을 보고 하였다 등BMP (Urist . 1965,

등 등 등1999, Mizutani . 1982, Sigurdsson TJ . 1995, Wang EA . 1990,

등 등 최근까지도 성장인자의 임상 적용을 위Wikesjo . 1999, Wozney . 1995).

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나 그 투여 용량과 적당한 매개체가 아직 결

정되지 않았다.

성장인자의 이런 제한점에 반해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 사용 경구 투여가, ,

가능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진 여러 가지 생약제제들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홍화씨 후박 황금 대조 황백 죽염 황련 은행엽 옥수수. , , , , , , , , ,

추출물 등이 치주염에 효과적인 생약제제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생약교수협의(

회 이 중 몇몇 제제는 실험실 및 생체실험에서 골재생을 유도함이 보. 1995),

고 되었다 김 등 송 등 유 등 이 등 최 등 특( . 1991, . 1996, . 1996, . 1997, . 1989).

히 홍화씨는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여러 in vitro 및 in vivo에서 치주

조직 재생에 대한 가능성이 재시 되어 있다 허 등 김 등 정 등( . 2001, . 200, .

2001).

최근에 속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속단. (Phlomidis Radix 은)

꿀풀과 의 뿌리줄기 및 뿌리로써 처Phlomis umbrosa Turczaninow( Labiatae)

방용명에는 속단 천단 천단육 천속단 등으로 사( ), ( ), ( ). ( )續斷 川斷 川斷肉 川續斷

용된다 속단은 통증을 제거하고 새살이 돋게하며 근골 을 이어주는 작용. ( )筋骨

이 있어 붙인 이름으로 관절이 퇴행성으로 변화된 상태에 풍습사기( )風濕邪氣

가 침입했을 때 두충 과 같이 사용할 경우 상승효과가 나타나 강근골( ) (杜冲 强

하며 활혈 의 특징이 있다 속단은 강근건골 하며 혈맥을) ( ) . ( )筋骨 活血 强筋健骨

통리 하는 효능이 있으며 질타손상 근골절상 에는 속( ) ( ), ( )通利 跌打損傷 筋骨折傷

근 하고 접골 하는 효능이 있다 한국생약교수협의회 그 외에( ) ( ) ( 2002).續筋 接骨

전남본초 에 의하면 속단은 새 혈 을 생성하고 어혈을 없애며 사( ) ( )南本草 血滇



- 3 -

태 를 내려오게 하고 적백변탁 소변백탁 혈뇨 을 치료하는 효( ) ( , , )死胎 赤白便濁

과가 있다고 한다 년 이등은 속단의 분획물이 골의 형성. 2003 dichloromethane

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등 이에 본 연구는 속단의( . 2003).

분획물이 조골모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dichloromethan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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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및 연구 방법II.

가 연구 재료.

속단의 분획물1. Dichloromethane (Dichloromethane fraction of

Phlomidis Radix 의 조제, DFPR)

건조하여 세절한 속단 을 메탄올 로 시간 동안 회 가열하여 추(1.2Kg) (5L) 2 2

출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감압농축하였다 얻어진 메탄올 엑스 는. (196g) 60%

수성메탄올에 용해시키고 과 으로 순차적으로 분배n-hexane dichloromethane

하였다 수성메탄올층은 다시 감압농축한 후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60%

로 분배하였다 각 용매분획은 감압농축기로 용매를 제거하였으며buthanol . ,

및 분획물이 각각 얻n-hexane, dichloromethane buthanol 4.5g, 6.7g, 56.0g

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분획물 분획물 을 사용하였다. dichloromethane (d- ) .

마우스 두개골 세포 배양2.

마우스 두개골 세포는 생후 일된 마우스에서 분리하여 배양하였다1-2 ICR .

나 연구 방법.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분리 및 배양1.

생후 일된 마우스를 에탄올 용액에 담가 희생시킨 후 핀셋을 이용1-2 ICR

하여 두피를 벗기고 마우스 두개골에서 자 봉합을 확인하여 포함되게 적출, Y

하였다 적출된 두개골을 에서 씻은 후 효소 용액. washing solution , 10ml (0.2%

와 가 함유된 에 넣었다 에collagenase 0.1% dispase -MEM) . 37 water bath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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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간 을 하는데 첫 번째 상층액은 버리고 이를 회 반복하여 두20 shaking , 3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층액을 모아 총 를 만들었다 이를 에서, , 30ml . 1500rpm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여기에 을 첨가하. 10% FBS -MEM 10mlα

여 이를 37 , 5% CO℃ 2에서 배양하고 일마다 배지를 바꿔주었다2-3 .

실험군 설정2.

에-minimum essential medium ( -MEM) 10% Fetal bovine serumα α

(FBS), 를 기본배양액10mM -glycerophosphate, 50 g/ml ascorbic acidβ μ

조골배양액 으로 하여 대조군은 조골배양액 실험 군은(osteogenic medium, ) , 1 10

을 첨가한 군 실험 군은 을 첨가한 군 실험 군은nM dexamethasone , 2 DFPR , 3 10

과 을 첨가한 군 이상 네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nM dexamethasone DFPR .

실험 농도의 결정3.

세포독성실험1)

의 배양접시에 세포를96well 1×104개씩 분주하고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구분

하여 동일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일후 각각 배양접시에서 배양액을 제. 3

거하고 대조군에는 새로운 가 함유된 배양액 를 실험10% FBS -MEM 200 ,α ㎕

군에는 각각 의 을 첨가하였다 일간 배양한10 g/ml, 1 g/ml, 100ng/ml DFPR . 3μ μ

뒤 각각의 에서 배지를 제거하고 으로 배지를 교체하고, plate 10%FBS -MEMα

생리식염수로 용해한 3-(4,5-dimethylthiozole-2-yl)-2,5-diphenyl tetrazolium

용액 를 각 에 첨가한 후 시간동안 방치하였다 반응bromide(MTT) 50 well 4 .㎕

액을 제거한 후 의 를 첨가하여 형성된200 Dimethyl sulfoxide(DMSO)㎕

결정을 용해시키고 배양접시를 잘 흔든 후 로 파장formazan ELISA reader

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570nm M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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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P staining

에 마우스 두개골 세포를24well plate 0.3 × 104/cm2개씩 분주한 후 속단의

농도를 로 각각 달리하여서 일간 배양한 뒤10 g/ml, 1 g/ml, 100 ng/ml 5 ,μ μ

를 이용하여 염색하고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ALP staining kit .

발현의 측정3) ALP mRNA (RT-PCR)

분리 및 농도확인(1) RNA .

에 마우스 두개골 세포를6well plate 0.3 × 104/cm2개씩 분주한 후 대조

군과 실험 군의 의 농도를 로 각각2 DFPR 10 g/ml, 1 g/ml, 100 ng/mlμ μ

달리하여서 일간 배양한 뒤 배양액을 제거하고 의 을 첨가하5 1 ml TRIzol

여 각 군의 탈리된 세포를 에 수집하였다1.5ml eppendorf tube . 0.2ml

을 첨가하여 를 용해시킨 후 에서 분간 원심chloroform RNA 4 , 12,000g 15℃

분리하였다 상층액만을 취한 후 을 첨가하여. 0.5ml isoprophylalcohol RNA

를 침전시키고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4 , 12,000g 10℃

다 을 첨가한 후 에서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 70% ethanol 4 , 7,500g℃

한 뒤 공기 중에 분간 방치한 후5 0.1% diethyl pyrocarbornate(DEPC)-

를 첨가하고 후 에서 분간 정treated distilled water 50 l vortexing 55 10μ ℃

치하였다.

의 농도는 를 사용하여 에서 흡광도를 측RNA spectrophotometer 260nm

정하였다.

(2) Reverse transcription -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은RT-PCR AccupowerⓇ 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RT/PCR premix . RNA

가 이 되도록 정량한 뒤 해당 부피에 을 첨가하고1 g reverse primer 20 pmoleμ

분간 유지한 뒤 얼음에 정치시킨다 과70 5 . forward primer 20 pmol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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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로 채운 뒤 시킨 뒤DEPC treated distilled water 50 l vortexingμ

을 분간 시행하고 분간Reverse trascription 42 , 60 94 , 5 reverse℃ ℃

를 불활성화시켰다transcriptase . glyceraldehydede-3-phosphatase(GAPDH),

에 대하여 초 초Alkaline phosphatase denturing 94 30 , annealing 56 30 ,℃ ℃

초 로 시행하였다extension 72 30 , 34 cycle .℃

증폭된 를 취하여RT-PCR product 10 l 2% agarose ethidium bromideμ

에 에서 분간 하여 분석하였다gel 50V 90 running .

세포활성도 측정4.

에 마우스 두개골 세포를96well plate 0.3 × 104/cm2개씩 분주한 후 대조

군과 실험 군에 을 실험 군에 을 첨1 10nM Dexamethasone 2, 3 DFPR 10 g/mlμ

가하였다 일간 배양한 뒤 각각의 에서 배지를 제거하고. 8, 12, 16 , plate

으로 배지를 교체하고 생리식염수로 용해한10%FBS -MEM 3 - (4,5-α

용액dimethylthiozole-2-yl) - 2, 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50

를 각 에 첨가한 후 시간동안 방치하였다 반응액을 제거한 후well 4 . 200㎕ ㎕

의 를 첨가하여 형성된 결정을 용해시Dimethyl sulfoxide(DMSO) formazan

키고 배양접시를 잘 흔든 후 로 파장 로 흡광도를 측정ELISA reader 570nm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MTT .

5. Reverse transcription -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은 속단 농도결정단계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RT-PCR .

는marker glyceraldehydede-3-phosphatase(GAPDH), Alkaline phosphatase

을 사용(ALP), Osteocalcin(OCN), Osteopontin(OPN), Collagen type- (COL)Ⅰ

하였다 배양 일에서의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Table 1). 4, 8, 12, 16 mar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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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 초GAPDH, ALP, OCN denturing 94 30 , annealing 56 30 ,℃ ℃

초 로 시행하였고 은extension 72 30 , 34 cycle , osteopontin denturing 94 30℃ ℃

초 초 초 로 시행하였으며, annealing 58 30 , extension 72 30 , 34 cycle COL℃ ℃

은 초 초 분 로denturing 94 30 , annealing 60 30 , extension 72 1 30 cycle℃ ℃ ℃

시행하였다.

증폭된 를 취하여RT-PCR product 10 l 2% agarose ethidium bromide gelμ

에 에서 분간 하여 분석하였다50V 90 running .

Table 1. Synthetic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RT-PCR

* Yoshiko et al. 2003
** Paik et al. 2004
§ Uchida et al. 2000

Target
gene

Primer sequence
Length of PCR
product

(base pairs)

ALP*
Forward: 5'-TTAAGGGCCAGCTACACCAC-3'

401
Reverse: 5'-GATAGGCGATGTCCTTGCAG-3'

OPN*
Forward: 5'-AGAGGAGAAGGCGCATTACA-3'

497
Reverse: 5'-GCAACTGGGATGACCTTGAT-3'

OCN*
Forward: 5'-AGAGGAGAAGGCGCATTACA-3'

274
Reverse: 5'-GCAACTGGGATGACCTTGAT-3'

COL**
Forward: 5'-AACGATGGTGCCAAGGGTGAT-3'

1077
Reverse: 5'-ATTCTTGCCAGCAGGACCAAC-3'

GAPDH§
Forward: 5'-TGAAGGTCGGTGTGAACGGATTTGGC-3'

983
Reverse: 5'-CATGTAGGCCATGAGGTCCACC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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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on Kossa staining

일간 배양한 에 배양한 대조군 실험 군을16 6well , 1, 2, 3 Phosphate buffered

으로 회 세척 후 로 고정한 후saline 2 10% neutral formaldehyde , 5% silver

용액으로 분간 처리하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 검은색 석회화 결절이nitrate 30

형성되면 용액을 제거하고 건조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군 간의 차이를 관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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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III.

실험농도의 결정1.

세포독성실험1)

의 농도를 로 변화를 주어 일간 배양후DFPR 10 g/ml, 1 g/ml, 100ng/ml 3μ μ

를 시행한 결과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MTT test

해당농도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ANOVA test) (Table 2, Fig 1).

Table 2. Cytotoxic test at 3 day.

group Control 10 g/mlμ 1 g/mlμ 100ng/ml

O.D. 1.46±0.07 1.44±0.08 1.39±0.06 1.40±0.05

*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Figure 1. Cytotoxic test at 3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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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kaline phosphatase staining

의 농도를 로 각각 달리하여서 일간DFPR 10 g/ml, 1 g/ml, 100 ng/ml 5μ μ

배양후 염색후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한 결과 농도가 증가할 수록 염색된

부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발현3) Alkaline phosphatase mRNA (RT-PCR)

의 농도를 로 각각 달리하여서 일간DFPR 10 g/ml, 1 g/ml, 100 ng/ml 5μ μ

배양한 후 를 분리하여 의 발현을 을 통하여 비교해 본mRNA ALP RT-PCR

결과 에서 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10 g/ml ALP mRNAμ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속단의 농도를 로 정하였다(Fig. 3). 10 g/ml .μ

B.

Figure 3. Effect of variation in concentration of DFPR on

expression ALP mRNA.

A: RT-PCR
B: Densitometric analysis

A. control 10 g/mlμ 1 /mlμ 100 ng/ml

GAPDH

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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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활성도측정2.

각 군에 대하여 일에 를 통하여 세포활성도를 측정하였8, 12, 16 MTT test

다 각 군 간에 세포활성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Fig. 4). .

Table 3. cellular acitivity of rat calvarial cell at 8, 12, 16 days

O.D.

group control EXP1 EXP2 EXP3

Dex - + - +

DFPR - - + +

8 day 1.154±0.379 1.239±0.253 1.379±0.236 1.144±0.135

12 day 1.764±0.464 1.490±0.393 1.820±0.382 1.867±0.284

16 day 2.184±0.326 1.927±0.397 2.397±0.543 2.295±0.427

Figure 4. cellular acitivity of rat calvarial cell at 8, 12, 1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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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3. Alkaline phosphatase, osteocalcin, osteopontin, collagen type-Ⅰ

발현의 측정mRNA (RT-PCR)

전체적으로 들의 발현시기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marker

었다 와 은 대조군이 가장 많은 양의 발. Alkaline phosphatse collagen type 1

현을 나타내었고 실험 군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실험 군과 실험 군은 유사한1 . 2 3

양상을 나타내었다 은 대조군에서 가장 많은 발현을 나타내었고. osteocalcin

특이적으로 일에서 많은 양의 발현을 나타내었다 실험 군은 서로 유사4 . 1, 2, 3

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은 일에서 대조군이 많은 양을 나타내. osteopontin 4, 16

었지만 전체적으로 군간에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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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4 day 8 day 12 day 16 day

Group CON EXP1 EXP2 EXP3 CON EXP1 EXP2 EXP3 CON EXP1 EXP2 EXP3 CON EXP1 EXP2 EXP3

B.

Figure. 5

A. Expression of GAPDH, OCN OPN and COL at different time points of
rat calvarial cells. The total RNA was isolated from culture at indicated
time points and subjected to RT-PCR.

B. Densitometric analysis normalized by GAPDH on ALP, OCN, OPN and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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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on Kossa staining

후 육안으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조골배양액만을 사용von Kossa staining

한 대조군에서 가장 많은 석회화 결절이 관찰되었고 다음으로 dexamethasone

을 첨가한 실험 군과 과 을 동시에 첨가한 실험 군이 유1 dexamethasone DFPR 3

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만을 첨가한 실험 군에서 가장 적은 석회화 결절, DFPR 2

이 관찰되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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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찰IV.

생약제재를 이용한 동양의학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와 함께 생약제재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최근까지 연구된 대표적인 생약제재로는 홍화씨가 강 등 신 등( . 1998, .

허 등 김 등 서 등 김 등 있다 합성된 성장인자1998, . 2001, . 1998, . 2000, . 2000) .

들보다 전신 투여시의 위험성 장기간 투여시 합병증 등이 검증되어 있으므로,

많은 생약제들이 파괴된 치주조직의 재생에 적용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가 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중 속단의 근골절상 에 속근 하고 접골( ) ( )筋骨折傷 續筋

하는 작용을 고려하여 그 영향을 관찰하였다( ) .接骨

본 연구에 사용된 의 농도는DFPR 이전의 연구 이 등 에서 의( . 2003) DFPR

실험농도를 을 사용하였으나 사용된 세포가 태아골모세포주로10 g/ml (hFOB1μ

로 본 연구의 세포1.19 ;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와는 달라 실험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로 달리하10 g/ml, 1 g/ml, 100ng/mlμ μ

여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로 독성을 검사하여 모든 농도에서. MTT test

독성이 없음을 나타내었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는marker Alkaine

의 발현을 사용하였다 의 발현이 대조군에서phosphatase(ALP) . ALP mRNA

가장 많이 발현되기는 하였으나 과 의 의 발현이, ALP staining ALP mRNA 10μ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실험농도를 으로 설정하였다g/ml 10 g/ml .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는 마우스 두개골 세포 로(rat calvarial cell)

을 가지고 있지만 전구 조골세포로의 특성을 가지고heterogenous population

있다 전구조골세포를 조골세포로 분화시키는 능력있는 조골배양액. (osteo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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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고 그 조성은 에medium) -minimum essential medium ( -MEM)α α

10% Fetal bovine serum (FBS), 10mM -glycerophosphate, 50 g/mlβ μ

를 이다ascorbic acid .

세포의 분주는 0.3 × 104/cm2로 시행하였다 이는. 한 조건으로subconfluent

이는 조골세포의 분화단계에서 증식기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조골세.

포의 분화단계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활성에 따라서 증식기 세포외기질 성숙,

기 기질광화의 단계로 구분되며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Lian and Stein.

1992).

초기에 은 증식능이 매우 높고osteoprogenitor cell collagen type ,Ⅰ

가 가장 많이 발현되며 세포외기질fibronectin,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성숙기에는 세포가 단층에서 복층으로 변화하면서 증식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며 등alkaline phosphatase (Owen . 1990, Turksen and

등 기질광화단계에서는 결절형태의 세포들이 세Aubin, 1991, Malaval . 1994),

포외기질을 광화시키기 시작하고 과 의 발현이 증osteocalcin bone sialoprotein

가하게되며 등 등 의발현(Owen 1990, Pockwinse . 1992) alkaline phosphatase

이 감소하게 된다 등 참조(Turksen and Aubin, 1991, Malaval . 1994)( Fig. 7).

본 연구에서는 의 전구조골세포의 초기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DFPR

기 위하여 조골세포의 분화과정 중에 나타나는 인marker Collagen type-

을1(COL), Alkaline phosphatase(ALP), Osteopontin(OPN), Osteocalcin (OCN)

이용하였다 은 골의 기본적인 기질로 골의 유기질중 이상을 차지하. COL 90%

는 물질로 단계에서 발현되며 는 분화초기에 발현되며 분pre-osteoblast , ALP

화단계중에서는 에서 나타나며 다른 이외의 골기질들pre-osteoblast collagen

이 발현되기 전에 발현된다 은 단계에서 발(Osteocalcin) . OPN pre-osteoblast

현되기 시작하며 완전히 분화된 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단계의 발현osteoblast 2

형태를 가진다 은 완전히 분화된 에서 발현된다 분화단계중 가. OCN osteobl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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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늦게 발현되는 로 단계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후기marker pre-osteoblast .

의 광화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을 사용하였다Von Kossa staining .

본 연구에서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양성대조군으로DFPR 10 nM

을 사용하였다 는 합성된 로dexamethasone . dexamethasone glucocorticoid in

상에서 의 조골세포로의 분화를vitro bone marrow stromal stem cell(BMSCs)

유도시키며 등 등 등(Maniatopoulos . 1988, Cheng . 1994, Peter . 1998, Atmani

등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의 활성을 증가시키. 2002), alkaline phosphatse

고 등 등 등(Maniatopoulos . 1988, Cheng . 1994, Rickard . 1994), osteocalcin,

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등 등bone sialoprotein (Kasugai . 1991, Leboy . 1991,

등 기질의 광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Rickard . 1994, Aubin. 1999),

있어 등 등 등(Maniatopoulos . 1988, Cheng . 1994, Aubin. 1999, Dieudonne .

의 첨가가 널리 골결절의 형성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널1999) dexamethasone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이 사용된 세포 배양액의 조건 세포의 분화단계 용량 처리기dexamethasone , , , ,

간에 따라서 조골세포의 분화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등 등 등 그러(Taira M . 2003, Jane B . 1997, Shalhoub . 1998).

므로 의 증식과 분화에 대한 의 효과는 처osteoprogenitor cell dexamethasone

리 용량과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등(Beresford . 1992,

등 본 연구에서의 실험의 조건이Aubin, 1999, Atmani . 2002). dexamethasone

의 처치 시에 세포의 분화단계가 의 발현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marker

다.

실험군은조골배양액만을가한대조군과양성대조군으로10 nM dexamethasone

을 첨가한 실험 군과 을 첨가한 실험 군과(Dex) 1 DFPR 10 g/ml 2 10 nMμ

과 을 첨가하였을 때 상합효과가 있는 지를 평가dexamethasone DFPR 10 g/ml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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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실험 군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3 .

세포활성도 측정은 를 통하여 일에 시행하였다 실험군MTT test 8, 12, 16 .

간에 유의성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의 전구조골세포의 분화 촉진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DFPR

세포는 이다 으로 가primary rat calvarial cell . heterogenous population ALP

발현된 군과 발현되지 않은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heterogenous population

을 고려해볼 때 등 일의 발현양상에서 초기의 와 후기의(John . 1996) 4 marker

가 혼재되는 발현 형태 로 실험에 사용된 은marker mRNA (Fig. 5) population

와 의 혼합된 양상임을 알 수 있다pre-osteoblast mature osteoblast .

의 발현과 의 발현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대조군에서 가COL ALP

장 높은 발현을 보였고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PN

의 발현은 실험 군 일에서만 다른 군에 비하여 높은 발현을 나타내며 대1 4, 16

조군 실험 군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 의 발현은 대조군에서 가장, 2, 3 . OCN

높은 발현을 유지하며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있다 이런 결과로.

실험군간에 분화의 속도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조군에서.

의 의 발현도 다른 군보다 높은 정도를 유지하므로ALP, COL mRNA Von

에서 대조군에서 가장 많은 골결절을 형성한 것과 일치한다Kossa staining .

이상의 결과로 은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분화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DFPR

로 추정되며 대조군과의 비교시에 골기질단백질의 의 발현을 감소시키mRNA

므로 단백질의 생산도 감소되고 골결절의 형성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는 이전의 연구 이 등 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다른 결과( . 2003) .

를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연구에 사용된 세포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전의 연구 이 등 에서 사용된 세포는 으로 태아골모세포주( . 2003) cell line

로 이고 본(hFOB1 1.19 ;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는 이다 세포 분화의 특성상primary rat calvarial c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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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골모세포주 보다 은 분화가 더 진행된 세포이primary rat calvarial cell

다 이러한 세포의 분화의 단계의 차이로 의 자극이 가해진 시기의 차. DFPR

이로 인하여 에 의한 효과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며 조DFPR ,

골세포의 분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모델인in vitro primary rat calvarial cell

과 의 차이점으로 가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서는 발현되지MC3T3-E1 BMP-3b

만 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었다 등MC3T3-E1 (Hino , 1999). hFOB

에서 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이점은 실험결과의 차이를 설명BMP-3b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이 등 나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 2003) 10 nM 를dexamethasone

처치한 양성대조군과 을 처치한 군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DFPR .

이 조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와 유사한 양상을 지니는DFPR dexamethasone

거나 중에 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DFPR dexamethasone .

의 조골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DFPR

조골세포의 분화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세포와 배지의 조건을 달리한 in vitro

실험이 필요하며 in vivo에서 골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critical size rat

을 이용한 연구가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calvarial defect .

혈관형성은 골의 성장을 유지 파절부위의 치유 골의 재형성에 필수적인 과정, ,

이고 골의 신형성을 위해서는 전구세포의 분화와 골형성 능력이외에도 혈관형

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은 한의학 문헌상에서. DFPR 활혈 혈맥을 통리( ),活血

하는 효능 혈 의생성 어혈제거의 효능도 보고 되므로( ) , ( ) , ,通利 血 골형성을 촉진

하는 것 이외에도 혈류를 증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는 등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혈관신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DFPR in vitro

실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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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속단의 분획물 의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분화에 미Dichloromethane (DFPR)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활성도와 세포외기질의

발현의 관찰 골형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을 시mRNA , Von Kossa staining

행하였다.

은 의 농도에서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세포외기질의 발현1. DFPR 10 g/mlμ

이 감소하였다.

은 의 농도에서 골결절의 형성이 감소하였다2. DFPR 10 g/ml .μ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은 은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분화, DFPR 10 g/mlμ

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골형성은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의 골재. DFPR

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In vitro 실험과 in vivo 실험을 시행해

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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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

Figure 1. cytotoxic test at 3 day.

Figure 2. Alkaline phosphatse staining result at 5 day of culture.

(A) Control, (B) DFPR 10 g/ml, (C) DFPR 1 g/ml, (D) DFPR 100ng/mlμ μ

Figure 3. Effect of changes in concentration of DFPR on expression ALP

mRNA.

Figure 4. cellular acitivity of Rat calvarial cell at 8, 12, 16 day

Figure. 5

A. Expression of GAPDH, OCN OPN and COL at different time points

개of rat calvarial cells. The total RNA was isolated f m culture at

indicated time points and subjected to RT-PCR.

B. Densitometric analysis on ALP. OCN, OPN and COL

Figure 6. Von Kossa staining result at 16 day of culture

(A) Ostegenic medium only

(B) Osteogenic medium + 10 nM Dexamethasone

(C) Osteogenic medium + DFPR 10 g/mlμ

(D) Osteogenic medium + DFPR 10 g/ml + 10 nM Dexamethasoneμ

Figure 7. Reciprocal and functionally coupled relationship between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related gene expression. (Adopted from John

et al. Principles of Bone biology 1996. p71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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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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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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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periodontal treatment is not only to arrest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but also to promote the functional, esthetic regeneration of

the periodontium. Flap operation, bone graft, guided tissue regeneration,

growth factors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 have been used for thi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FPR on

differentiation of mouse calvarial cell in vitro, to examine the possibility for

periodontal regeneration. Experimental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by

ALP staining and expression of ALP mRNA treated by 10 g/ml, 1 g/ml,μ μ

100ng/ml of DFPR. 10 g/ml of DFPR was used as experimentalμ

concentration. osteogenic medium only was assigned as control,

Experimental 1 was supplemented with 10nM dexamethasone, Experimental

2 with 10 g/ml DFPR and Experimental 3 with 10nM dexamethasone + 10μ μ

g/ml DFPR. cellular activity was evaluated by MTT method at 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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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expression of mRNA of ALP, osteopontin, osteocalcin, collagen

type-1 was detected by RT-PCR method at 4, 8, 12, 16 days of culture.

extent of mineralization was observed by Von Kossa staining at 16 day of

cul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ny acceleration of differentiation was not observed at expression of

differentiation marker.

2. Decrease in expression of extracelluar matrix and in bone nodule

formation was observ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DFPR has negative effect on the rate of

differentiation on rat calvarial cell, decrease extracelluar matrix formation

,decrease bone nodule formation. Ongoing stud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effect of DFPR on periodontal regeneration.

Key words: DFPR, mouse calvarial cell, Alkaline phosphatase, Osteoponin,

Osteocalcin, Collagen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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