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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관관관절절절 연연연골골골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nnnttteeegggrrriiinnn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계계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TTTGGGFFF---ββββ111
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계계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분분분석석석

관절 연골세포의 증식 및 생존을 위해서 인테그린과 제 2형 교원질
과 같은 세포외 기질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그러나
아직까지 제 2형 교원질과 특이적인 인테그린 신호전달경로의 상호작
용의 기능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TGF-β1은 연골세포의 특
성을 유지하고 증식 및 세포외기질 합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연골세포에서 TGF-β1신호전달경로는 다른 성장인자의 신
호전달경로와 신호교차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따라
서 관절 연골세포에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의 자극을 각각 또는
동시에 가한 후,이로 인한 세포내 신호전달 단백의 활성화 변화를
분석함으로써,인테그린 신호전달경로와 TGF-β1신호전달경로의 신
호교차반응의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
외부자극에 의한 인테그린과 TGF-β1의 하위 신호전달경로를 분석
하기 위해 제 2형 교원질을 세포 배양 용기에 코팅하였고,TGF-β1은
세포 배양액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했으며,각 자극 또는 두 가지
자극을 함께 처리한 조건에서 연골세포를 배양하였다.세포내 총 단
백질을 추출하여 westernblot기법을 이용하여 신호전달 단백의 활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제 2형 교원질 자극을 가한 군에서의 세포부착
이 제 2형 교원질 자극을 가하지 않은 군에 비해 빨리 이루어졌으며,
제 2형 교원질 자극을 가한 군에서 SMAD 2와 SMAD 3의 발현이
관찰되었다.특히 두 자극을 동시에 가한 군에서는 SMAD 2와
SMAD 3의 활성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관찰하였다.TGF-β1처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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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FAK의 타이로신 925번째 부위의 인산화가 확인 되었고,동시
자극군에서 시너지효과를 확인하였다.FAK의 하위 신호전달경로인
extracellularsignal-regulatedproteinkinase1/2(ERK 1/2)와 p38의
활성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따라서 관절 연골세포에서 두 경로
사이의 신호교차반응이 존재하며 이에,SMAD 2와 SMAD 3및
FAK (Y925)가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관절연골세포,신호교차반응,제2형교원질,TGF-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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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관절절절 연연연골골골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nnnttteeegggrrriiinnn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계계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TTTGGGFFF---ββββ111
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계계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분분분석석석

<지도교수 이이이 진진진 우우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박박박 민민민 성성성

Ⅰ.서론

관절연골은 매우 풍부한 세포외 기질로 구성된 조직이며,연골 세포
와 세포외 기질간의 결합은 세포 고유의 생물학적 기전 유지에 필수
적이다.세포와 세포외 기질과의 결합은 세포 표면의 인테그린에 의
해 이루어지며,이는 세포내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외부 신호를 핵 내
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제 2형 교원질은 연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백질이다.정상적인 연골의 재생을 위해서는 제 2형 교원
질의 생성이 이루어져야 하며,여러 가지 관절연골 질환에서 변성된
세포외 기질은 세포와 세포외 기질간의 비정상적인 결합을 유도하게
된다.지금까지 연골세포의 대사 조절에서 미세 환경 즉 세포 주위의
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이는 연골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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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외 기질로서 제 2형 교원질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관절연골의 정상적인 표현형 유지 및 대사와 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
지의 사이토카인과 세포외 기질,그리고 생 역학적 자극 등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특히,transforminggrowthfactor-beta1(TGF-β1)
과 같은 사이토카인과 제 2형 교원질 등이 관절연골의 대사조절에 가
장 중요하다고 보고되어 왔다.TGF-β1은 연골세포의 기질 형성을 촉
진하는 가장 강력한 성장인자로 알려져 있다.TGF-β1의 신호교차반
응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세포골격의 재편성과 자극,억제
를 포함하는 조절 기작들에 의한 다양한 신호전달경로의 활성화를 유
발한다.수년전까지 신호전달경로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분자에
의해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일차원적인 경로로만 생각되어져 왔
으나,최근에 각각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신호조절인자들에서 일어나
는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영향을 주며,서로 다른 신호전달경로가 복
잡하게 얽혀있는 신호교차반응 (signalcross-talk)이 일어난다고 밝혀
졌다1.세포외부에 존재하는 TGF-β ligand는 typeII수용체에 결합
되고,이 수용체는 typeI수용체를 유입해서 이종4량체 복합체를 만
들게 된다2(그림 1).TypeII수용체에 의해 활성화된 typeI수용체
COOH기 말단에서 SMAD 단백질들에 신호를 전달하고,인산화 된
SMAD 2및 SMAD 3단백들은 SMAD 4와의 결합을 유도해 핵 안
으로 이동하여 전사 개시 복합체로서 작용한다2.Franck등3은 연골세
포에 TGF-β를 가하여 배양한 결과 세포외 기질생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Qiao등4이 연골세포에서 TGF-β1에 의한 제 2형
교원질의 합성이 증가되며,이는 transforminggrowthfactor-beta-a-
ctivatedkinase(TAK)-1에 의해 조절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인테
그린 (integrin)은 연골세포와 세포외 기질간의 부착을 조절하는 이형
이량체 막투과 수용체의 한 종류로써,연골세포의 교원질 수용체에
인테그린 α2β1이량체 (dimer)가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으며5,관절 연
골의 골격 기능과 세포외 기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골세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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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TGF-β 신호전달 모식도.

식,분화와 사멸 등과 관련된 외부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연골세포들은 그들의 분자적 성질과 물리적 특징들을 결정하는 세포
외 기질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구성하며,이에 대해 세포와 세포외
기질 사이의 부착은 세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6.또한 세포막에 걸쳐
있고,plaque단백들과 결합하는 세포질 부위를 가지며 focaladhesion
과 연관된 단백들은 인테그린을 통해 받는 세포증식,분화,사멸을 조
절하는 신호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다7.즉,세포외 기질과 세포사이에
서 기능적이고 양쪽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자적 수준에서 이들 부착에 의한 신호는 인테그린 수용체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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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cytoskeleton의 조직화,focaladhesion을 유도하는 효소들의 집
합에 의해 이루어 진다7,8.세포외 기질과 세포의 부착으로 인해 세포
내부에서는 actin cytoskeleton과 부착이 일어난다. 최초 focal
complexes와 같은 작은 점으로 시작하여 ovalfocaladhesion으로 진
행되고 더 나아가서 beadedfibrillaradhesions까지 발전한다.시작단
계는 focalcomplexes라 하며,다양한 신호들을 개시할 수 있는 인테
그린 분자들이 paxillin,vinculin,talin,focal adhesion kinases
(FAK),그리고 인산화된 tyrosinekinase단백들과 결합한다 (그림
2).

그림 2.인테그린과 세포외 기질의 결합.

이를 통해 미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세포에 제공한다.Ronziere등9은
쥐의 연골세포에서 인테그린 α1β1과 골아세포의 특이적 표현형인 제
1형 교원질과의 결합을 유도한 결과, matrix metalloprote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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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13이 발현되어 제 2형 교원질이 파괴됨을 보고하였다.또한
Lee등10은 관절 연골세포에서 제 2형 교원질과 인테그린 α2β1이 결
합함으로써 세포 증식이 촉진되고 제 2형 교원질과 당단백의 생성이
증가됨을 보고한 바 있다.Wen-ning등11은 연골세포로부터 합성되는
세포외 기질의 성분이 제 2형 교원질과 세포와의 결합에 의해 조절된
다고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연골세포에서 인테그린 신호전달과 TGF-β1신호전달은
각각 epitherialgrowth factor(EGF)와 insulin-likegrowth factor
(IGF)-1등의 다른 성장인자의 신호전달경로와 신호교차반응을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kibaei등12은 사람의 연골세포에서 인
테그린 β1신호전달경로와 IGF-1사이의 신호교차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고,Watanabe등13은 SMAD 2및 3와 mitogen activated
proteinkinase(MAPK)사이의 전사인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신호교차
반응을 보고한 바 있다.즉,정상적인 연골세포에 TGF-β1과 같은 성
장인자 및 세포외 기질에 의한 연골세포의 제 2형 교원질 및 단백다
당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각 자극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 기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골세포에서 제 2형 교원질에 의한 SMAD
2와 SMAD 3의 활성 및 TGF-β1에 의한 FAK의 활성을 분석함으로
써,인테그린 신호 전달 경로와 TGF-β1신호 전달 경로의 신호교차
반응의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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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연구 재료

세포는 생 후 150일째 도살된 돼지의 뒷다리 슬관절 연골세포를 사
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high glucose
(DMEM-HG), 우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antibiotic-antimycotic 용액, trypsin-EDTA,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등은 GibcoBRL(GrandIsland,NY,USA)사의 시약을
사용하였으며,소의 제 2형 교원질 용액은 Chondrex(Redmond,WA,
U.S.A.)사의 제품을 이용하였고,사람의 재조합 TGF-β1은 R&D
Systems (Minneapolis,U.S.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Type II
collagenase와 hyaluronidase는 Worthington Biochemical (NJ,
U.S.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Westernblotanalysis관련 시약 등
은 Promega (Madison,WI,USA)사와 SIGMA (St.Louis,MO,
USA)사의 것을 사용하였다.ECLwesternblottingdetectionkit는
Amersham Pharmacia(Piscataway,NJ,USA)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SMAD 2,phospho-SMAD 2,phospho-SMAD 3의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MA,U.S.A.) 사의 제품을 이용하였으며,
SMAD 3의 항체는 ChemiconInternational(Temecula,CA,USA)사
의 것을 사용하였고,FAK,phospho-FAK,ERK1/2,phospho-ERK1/2
,p38,phospho-p38,GAPDH 등의 항체들은 Santa Cruz (Santa
Cruz,CA,USA)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2.연구 방법

가.관절연골세포의 분리 및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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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슬관절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의 신선한 상태로 구입하여 클
린벤치안에서 멸균된 칼과 핀셋을 이용해서 슬관절을 분리하고 연골
을 걷어내어 채취한 후,1% antibiotic-antimycotic용액이 첨가된 4℃
의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highglucose(DMEM-HG,
GIBCO-BRL)가 담긴 50mltube로 옮겨서 세척한다.세척된 연골조
직을 멸균된 칼을 이용하여 최대한 잘게 자른 후,연골의 무게를 측
정한다. 연골조직을 효소용액 (DMEM-HG 9.3 ml/연골 1 g,
collagenaseII10mg/연골 1g,hyaluronidase6mg/연골 1g,102
mM CaCl20.098ml/연골 1g)에 넣고 37℃에서 12시간동안 녹였다.
연골조직이 녹으면 13000 rpm으로 8분간 원심분리하고 10%
DMEM-HG로 2번 세척한 후,기본 배양액 (10% 우태아 혈청과 1%
antibiotic-antimycotic용액이 첨가된 DMEM-HG)에서 7일간 배양하
였다.

나.연골세포의 배양

분리된 연골세포는 기본 배양액 (10% 우태아 혈청과 1%
antibiotic-antimycotic용액이 첨가된 DMEM-HG)을 첨가하여 세포
배양 용기에서 배양하였다.0.1% trypsin-EDTA (GIBCO-BRL)을 처
리하여 1:2비율로 계대 배양을 하였으며,7일 동안 배양한 후 12시
간동안 serum starvation을 실시하여 혈청에 의한 세포자극을 최대한
제거한 후,실험에 사용하였고,0.5% 우태아 혈청과 1Xinsulin-tran-
sferrin-selenium (ITS,GIBCO-BRL),1% antibiotic-antimycotic용
액이 첨가된 DMEM-HG에 배양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제 2형 교원질의 코팅

세포 배양 용기에 PBS(GIBCO-BRL)에 1µg/ml의 농도로 희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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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형 교원질 용액 (Chondrex)을 넣고 4℃에서 3일간 코팅하였다.3
일 후,제 2형 교원질 용액을 제거하고 차가운 PBS로 한번 세척한 후
30분간 건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라.실험군의 분류

제 1군은 연골세포를 세포 배양 용기에서 배양한 군,제 2군은 1
µg/ml농도의 제 2형 교원질이 코팅된 세포 배양 용기에서 배양한
군,제 3군은 세포 배양 용기의 배양액에 10ng/ml의 TGF-β1(R&D
Systems,Inc.)을 처리한 군,제 4군은 1µg/ml농도의 제 2형 교원질
이 코팅된 세포 배양 용기에 10ng/ml의 TGF-β1을 처리하여 배양한
군으로 4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하였다.

마.단백질 추출

세포를 배양한 세포 배양 용기를 PBS로 2회 세척하였다.Passive
lysis buffer (Promega),500X protease inhibitor (Sigma),100X
phosphataseinhibitorI와 II(Sigma)를 세포 배양 용기에 첨가하여
cellscraper를 이용하여 세포를 모은 후,sonication으로 단백질을 추
출하였다.단백질 추출 용액을 4℃에서 14,000rpm으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 취해서 -70℃에 보관하였다.단백질 정량을 위해
각각의 균질액 4 μl에 16 μl의 증류수를 첨가하였고,대조군으로
bovineserum albumin(BSA,5 μg/μl)(Sigma)0∼6 μl에 증류수 20
∼14 μl를 첨가하였다.정량하기 직전에 이 용액들과 protein-assay
reagent(Bio-Rad,Hercules,CA,U.S.A.)980 μl를 섞은 후,200 μl를
취하여 bradford방법에 따라 흡광도 595nm에서 단백질 정량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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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Westernblot분석

세포 추출액은 sodium dodecylsulfate (SDS)(Sigma)가 포함된
10%의 polyacrylamidegel(polyacrylamide:bisacrylamide=29:1)을 사
용하여 gel을 전기영동 버퍼 (25mM Tris,250mM Glycine,0.1%
SDS)에 담그고 120volt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전기영동이 끝
나면 westernblotter(Bio-Rad)로 2시간 동안 50volt의 전류를 흘
려 단백질을 gel로부터 PVDF membrane(Amersham Pharmacia)으
로 옮겼다.5%의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1X TBST (100mM Tris
(pH7.5),1.5 M NaCl,0.5% tween-20) 용액으로 1 시간 동안
blocking한 후,1XTBST로 10분 간격으로 3회간 실온에서 세척하
였다.세척한 membrane은 일차 항체를 함유한 1% 무지방 우유를 포
함한 용액 (1:3500)에서 2시간 동안 천천히 흔들면서 부착시켰다.일
차 항체 반응 후,membrane을 10분 간격으로 1XTBST를 이용하여
3회간 세척하였다.세척한 membrane을 이차 항체가 함유한 TBST
(1% 무지방 우유 함유)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10분
간격으로 1X TBST를 이용하여 3회간 세척하였다.ECL western
blottingdetectionkit(Amersham Pharmacia)를 사용하여 발광을 유
도한 후,ECLhyperfilm (Amersham Pharmacia)를 사용하여 현상하
였다.Western blotting에 사용된 일차 항체는 phospho-SMAD 2,
SMAD 2,phospho-SMAD 3,SMAD 3,phospho-FAK,FAK,
phospho-ERK1/2, ERK1/2, phospho-p38, p38, GAPDH이었다.
Western blotanalysis를 통해 얻은 결과는 TINA pixelanalyzer
version 2.10 (RaytestIsotopenme gerate GmbH,Straubenhardt,
Germany)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고, 각 단백질의 발현정도는
GAPDH로 표준화하였다.



-xii-

Ⅲ.결과

1.제 2형 교원질에 부착된 연골세포 형태

세포부착 1시간째 세포형태를 현미경상으로 관찰한 결과,제 2형 교
원질에서 배양된 군 (제 2군 및 제 4군)이 코팅되지 않은 군 (제 1군
및 제 3군)에 비해 보다 빠른 부착 능력과 넓게 퍼진 세포형태를 관
찰하였으며,이러한 연골세포부착은 성장인자보다 세포외 기질 즉,제
2형 교원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그림 3.각 자극에 대한 세포형태의 관찰.제 2형 교원질 (1µg/ml,제 2군)
과 TGF-β1(10ng/ml,제 3군)그리고 동시자극 (제 4군)을 가한 후 1시간
째 연골세포의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X200).

2.제 2형 교원질에 의한 SMAD2및 SMAD3의 인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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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D2의 인산화가 부착 후 24시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48
시간 이후에 감소되었다.특히,대조군에 비해 제 2형 교원질에서 배
양된 세포 (제 2군)에서 세포부착 후 1시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였
다.SMAD3의 인산화는 제 2군에서 1시간부터 4시간까지 확연히
증가하였으며,12시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따라서 SMAD2와
달리 SMAD3은 부착 초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제 2형 교원
질에 의해 TGF-β1신호전달물질인 SMAD2및 SMAD3이 활성화
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4).

그림 4.제 2형 교원질 자극에 의한 SMAD 2와 3의 활성.대조군 (제 1군)
과 제 2형 교원질 (제 2군)에 의한 관절 연골세포에서의 TGF-β1신호전달
단백인 SMAD2와 SMAD 3의 인산화를 확인하기 위해 연골세포를 시간별
(1,2,4,12,24,48,및 96시간)로 채취하여 westernblotanalysis로 관찰하
였다.

3.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SMAD2및 SMAD3의 인산
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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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1과 제 2형 교원질의 두 자극에 의해 각각 SMAD2활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두 자극을 동시에 가한 군 (제 4
군)에서 48시간부터 96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SMAD2와 유사하게,제 2군과 제 3군에서 SMAD3활성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제 4군에서 48시간부터 96시간까지 지
속되는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6).따라서 제 2형 교원질과 TGF-
β1을 동시에 처리하였을 경우,신호전달경로에 SMAD2와 SMAD
3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각 군 별 SMAD 2인산화.제 2형 교원질 (제 2군)과 TGF-β1(제
3군)그리고 동시자극 (제 4군)에 의한 관절 연골세포에서의 TGF-β1신호
전달 단백인 SMAD 2의 인산화를 시간별 (12,24,48,및 96시간)로
westernblotanalysis를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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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각 군 별 SMAD 3인산화.TGF-β1신호전달 물질인 SMAD 3의
인산화를 시간별 (12,24,48,및 96시간)로 westernblotanalysis를 통해 관
찰하였다.

4.FAK (Y397)와 FAK (Y925)의 인산화 분석

인테그린의 하위 신호전달단백인 FAK의 인산화 부위 타이로신 397
번 (Y397)을 확인한 결과,모든 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FAK 인
산화가 증가하였고,두 자극을 모두 가했을 때에 패턴의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그림 7).FAK의 인산화 부위인 타이로신 925번 (Y925)을
확인한 결과,대조군에 비해 제 2형 교원질과 TGF-β1을 가한 군 그
리고 두 자극을 모두 가한 군에서 FAK (Y925)의 활성이 증가되었으
며,또한 두 자극을 모두 가했을 때 활성이 96시간까지 지속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8).따라서 TGF-β1과 제 2형 교원질에 의해
FAK의 타이로신 397번이 아닌 타이로신 925번 인산화에 시너지 효
과를 보였다.

5.MAPkinases의 인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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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K 신호전달단백인 ERK1/2의 인산화를 확인한 결과,각 군 간
에서 인산화 양상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두 자극을 모두
가한 군에서 또한 증가되지 않았다 (그림 9).p38의 인산화를 확인한
결과,각 군의 차이가 없었으며,두 자극을 동시 처리한 군에서의 변
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0).

그림 7.각 군 별 FAK (Y397)인산화.제 2형 교원질 (제 2군)과 TGF-β1
(제 3군)그리고 동시자극 (제 4군)에 의한 관절 연골세포에서의 인테그린
신호전달 단백인 FAK (Y397)의 인산화를 시간별 (1,2,4,12,24,48,및 96
시간)로 westernblotanalysis를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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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각 군 별 FAK (Y925)인산화.제 2형 교원질 (제 2군)과 TGF-β1
(제 3군)그리고 동시자극 (제 4군)에 의한 관절 연골세포에서의 인테그린
신호전달 단백인 FAK (Y925)의 인산화를 시간별 (1,2,4,12,24,48,및 96
시간)로 westernblotanalysis를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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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각 군 별 ERK 1/2인산화.제 2형 교원질 (제 2군)과 TGF-β1(제
3군)그리고 동시자극 (제 4군)에 의한 관절 연골세포에서의 MAPK 신호 전
달 단백인 ERK 1/2의 인산화를 시간별 (1,2,4,12,24,48,및 96시간)로
westernblotanalysis를 통해 관찰하였다.

그림 10.각 군 별 p38인산화.제 2형 교원질 (제 2군)과 TGF-β1(제 3
군)그리고 동시자극 (제 4군)에 의한 관절 연골세포에서의 MAPK 신호 전
달 단백인 p38의 인산화를 시간별 (1,2,4,12,24,48,및 96시간)로 western
blotanalysis를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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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골관절염 (Osteoarthritis,OA)은 주로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에서 발
생되어 통증유발,활동의 제약,체형변형 등이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
인 관절 질환이다.골관절염이 발생된 연골은 연골기능이 크게 손상
된 상태로,연골기질에 수분과 단백다당의 함유량이 증가되어 수화,
비후되어 연골기질의 파열이 일어나고,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가 분비되어 proteoglycan을 분해시켜 균열이 발생
(fibrillation)하여 연골조직이 파괴된다1. 또한 연골세포의 탈분화
(dedifferentiation)는 세포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으로써 연골세포
의 탈분화가 진행될 때,제 2형 교원질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고,제
1형 교원질의 유전자는 증가된다.세포내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능은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된다.이러한 유전자 발
현의 조절은 다양한 신호의 복잡한 전달 과정이 관여함으로써 이루어
지게 된다.따라서 연골세포의 기능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골세포의
특정 신호전달과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인테그린은 연골세포의 부
착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세포부착 단백의 일종이다14,15.인테그린은 세
포외부로부터 연골세포에게 성장,사멸,분화,이동 등의 관련된 신호
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16,17.
현재 TGF-β1에 의한 연골세포의 제 2형 교원질의 발현이 증가한
다는 보고와3,4,발현된 제 2형 교원질 및 세포외 기질 성분들이 연골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다6,7,10,11.또한 연골
세포에서 두 종류이상의 성장인자를 처리할 경우,신호교차반응이 이
루어지며,이로 인해 연골세포의 대사가 활성화 된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12,13.
따라서 본 연구는 관절에서 분리한 연골세포에 연골의 주요 구성 성
분인 제 2형 교원질과 대표적인 연골성장인자인 TGF-β1의 자극을
가하였을 때 또는 두 가지 자극을 동시에 가했을 때 변화되는 세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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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전달 단백의 활성을 살펴보았다.
TGF-β1의 신호전달경로 특이단백인 SMAD 2와 SMAD 3이 제 2
형 교원질 자극이 가해진 군에서 빠르게 활성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코팅된 제 2형 교원질의 자극으로 인한 인테그린 신호전달경로가
SMAD 2와 SMAD 3의 신호전달경로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SMAD2와 SMAD 3이 제 2형 교원질과 TGF-β1에 의해 활
성화되었으나 자극을 가한 후 48시간이 지나자 활성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자극이 모두 가해졌을 때에 활성이 96시간까지 지속
되었고,약 4배 증가된 것으로 보아,두 자극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제 2형 교원질로부터 매개된 인테
그린 하위 신호전달계와 TGF-β1하위 SMAD 2와 SMAD 3의 신호
전달 경로에서 신호교차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 결과는
Michaela등18이 보고한 사람의 슬관절에서 얻은 연골세포를 alginate
bead모델을 이용하여 TGF-β1과 제 2형 교원질 또는 두 가지 자극
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 SMAD 2또는 SMAD 3의 인산화가 증가하
며,TGF-β1과 제 2형 교원질자극 사이의 신호교차반응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테그린의 세포내에 부착하는 focaladhesionkinase(FAK)는 인테
그린의 신호전달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연골세포에서 세포 특성의 유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TGF-β1의 신호전달과정과 관련하여 인테그린과 FAK에
의해 전개되는 세포내 신호전달과정의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 밝힌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19,20.본 연구 결과에서,FAK autophosph-
orylation부위인 타이로신 397번째 잔기의 인산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모든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시
너지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한편,FAK의 타이로신 925번째 아
미노산 잔기의 인산화가 제 2형 교원질에 의해서 빠르게 증가 되었으
며,TGF-β1에 의해서도 활성을 보였다.특히 두 자극을 동시에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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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빠르게 활성화 되어 96시간까지 강하게 증가된 활성이 지속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즉,TGF-β1과 인테그린 신호를 전달하는
FAK의 타이로신 925번 부위가 신호교차반응에 관여한다고 사료된다.
Qi등23,24은 3차원 배양된 관절 연골세포에서 TGF-β1과 제 2형 교원
질의 공동 작용에 의해 DNA의 합성과 aggrecan의 mRNA발현이 촉
진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TGF-β1과 제
2형 교원질에 의한 FAK (Y925)활성 및 SMAD 2및 3의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연골세포의 표현형을 유지 및 세포증식을 증가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세포와 세포외 기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테그린으로 전달된 세포
외 기질의 자극은 인테그린 β1의 cytoplasmicdomain에 결합된 FAK
와 Src,paxillin,talin,p130CAS,cavaolin등의 cofactor들에 의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증식,분화,사멸 등의 세포대사가 조절된다.FAK
의 활성화는 FAK와 Src의 상호작용에 의해 타이로신 397,타이로신
576,타이로신 577,타이로신 861그리고 타이로신 925번 잔기 등의
인산화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특히 FAK의 타이로신 925
잔기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FAK로 전달된 신호는 MAPkinase
의 활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9,20,21,22.MAPkinase의 활성화
기전은 Src,p130CAS,Crk등이 관여하는 FAK 활성에 의존적인 경로
와 Shc,Fyn,caveolin-1등이 관여하는 FAK 활성에 대해 비 의존적
인 경로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MAPkinase가 활성화 되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다25,26,27.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IGF와
fibroblastgrowthfactor(FGF)등의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에 의해
MAPkinase가 활성화 되고 연골세포의 대사가 조절된다고 한다28,29.
한편,Starkman 등30은 IGF에 의한 연골세포에서의 단백다당 합성이
MAPkinase활성에 비 의존적으로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다.본 연구
에서는 MAPkinase의 일종인 p38과 ERK1/2가 TGF-β1또는 제2형
교원질에 의해 의미있게 활성화 되거나 두 자극에 의한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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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다.MAPkinase의 활성에는 수많은 단백들이 관여하
며,세포 증식,분화 및 사멸 등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경로 또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p38과 ERK의 활성화
기전에 FAK에 비 의존적인 세포내 신호전달경로가 관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1.TGF-β1신호전달계와 인테그린 신호전달계의 신호교차반응
기전.

따라서,본 연구에서 TGF-β1에 의한 신호와 제2형 교원질 자극에
의한 인테그린 신호가 FAK (Y925)와 SMAD 2및 SMAD 3의 활성
에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이 단백들이 두 자극에 대한 신
호교차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본 연구
결과가 관절 연골세포의 대사조절기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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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관절 연골세포에 일어나는 인테그린 신호전달경로와 TGF-β1신호
전달경로의 신호교차반응의 기전을 확인하고자 세포에 대해 제 2형교
원질과 TGF-β1의 자극을 가한 후 westernblotting을 시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단층 배양된 관절 연골세포에서는 SMAD 2와 SMAD
3이 TGF-β1뿐 아니라 제 2형 교원질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FAK 타이로신 925부위에서 TGF-β1에 의해 활성화됨
을 확인하였다.또한 SMAD 2와 SMAD 3그리고 FAK (Y925)에서
두 자극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확인되었다.따라서 연골세포의 대사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인자와 세포외 기질에 의한 두 신호전달
경로의 신호교차반응에 SMAD 2와 SMAD 3,그리고 FAK (Y925)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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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TTTGGGFFF---ββββ    sssiiigggnnnaaallliiinnngggpppaaattthhhwwwaaayyybbbyyyiiinnnttteeegggrrriiinnn
sssiiigggnnnaaallliiinnngggpppaaattthhhwwwaaayyyiiinnnaaarrrtttiiicccuuulllaaarrrccchhhooonnndddrrrooocccyyyttteeesss

MMMiiinnnSSSuuunnngggPPPaaarrrkkk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JJiiinnnWWWooooooLLLeeeeee)

It is established that articular chondrocytes require integrin
mediated interactions with extracellularmatrix (ECM),such as
typeIIcollagen,amajormatrixcomponentofarticularcartilage,to
proliferateandsurvive.However,thefunctionalinteractionbetween
typeIIcollagenandspecificintegrinsignaling pathwayhasnot
been identified.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1 (TGF)-β1
seemstoplayacrucialroleinmaintainingchondrogenicproperties,
proliferation and stimulates ECM synthesis in chondrocytes.
Recently,signalcross-talkingbetweenTGF-β1andothergrowth
factorsinchondrocyteswasreported.Therefore,inthisstudy,the
signalcross-talkbetweenintegrinsignalingcascadeandTGF-β1
signalingcascadeinarticularchondrocyteswasidentified,through
the analysis the altered activation of intracellular signal
transmitting proteinsafterthetreatmentoftypeIIcollagenand
TGF-β1eachorbothstimuliintocells.
ToanalyzeintegrinorTGF-β1mediatedsignalingpathwaysfrom
extracellularstimuli,typeIIcollagenwascoatedonthecellculture
plateandTGF-β1wasinjectedintocellculturemedia.Chondrocy-



-xxix-

tes were cultured in the conditioned media with each orboth
stimuli.Asaresultofalteredactivationofsignalingproteinswith
western blotting technique of whole celllysates,more rapid
attachmentofcellswasobservedinthetypeIIcollagencoated
groupthannon-treatedgroup.Thephosphorylatedsmad2and3
were expressed in the type II collagen coated group and
synergistically up-regulated expression in the co-treated group.
The phosphorylated FAK (Y925) was activated by TGF-β1
treatmentandsynergisticallyup-regulatedbybothstimuli.Butany
meaningfullychangedphosphorylationofextracellularsignal-regul-
ated protein kinase(ERK)1/2 and p38,asknown downstream
moleculesofFAK cascade,wasnotobserved.Thisresultmeans
thatSMAD2,SMAD3andY925phosphorylationsiteofFAK are
involvedinthissignalcross-talkinginarticularchondroc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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