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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재조합 인간 BMP-2에 의해 유도되는 인간 황색인대 세포의 골 형성능

인간 척추 황색 인대의 골 형성 잠재력에 대해서는 황색 인대의 비후 혹은 골

화에 의해 척추관 협착증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됨으로

써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험관 내에서 퇴행된 황색 인대 세

포가 조골 세포 표현형을 자발적으로 나타낸다 점이 입증되었으며, 또한 생체 실

험에서도 척추 인대에  BMP-2를 주입하면 황색 인대 조직의 골화를 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MP-2의 작용에 의한 황색 인대 세포의 조골 세포화에 대한 자

세한 연구는 아직 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의 목적은 BMP-2에 의

한 퇴행된 황색 인대 세포의 골 형성능을 증명하고자 한다. 

퇴행되고 비후한 황색 인대는 척추관 협착증에 따른  외과적 척추 감압술 시 

채취하 다. 효소 소화법으로 황색 인대의 섬유세포-유사세포를 분리하 다. 재조

합 인간 BMP-2는 유전자 재조합 방법으로 생산하 다. 다양한 용량의 BMP-2를 

세포 배양에 적용하 고, alkaline phosphatase 활성, von Kossa 염색, Alizarin 

red 염색, osteocalcin 단백질의 immunocytochemistry 등을 수행하 다. 

재조합 인간 BMP-2의 순수도와 활성은 조골 세포와의 배양으로 확인하 다. 

재조합 인간 BMP-2를 처리한 조건에서 퇴행된 황색 인대 세포가 조골 세포 표현

형을 나타냈으며, 이는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의 증가, osteocalcin 단백질 발

현의 증가와 bone nodule의 형성으로 검증하 다.

재조합 인간 BMP-2는 퇴행된 황색 인대 세포에서 조골 세포 표현형을 증가시

키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조작된 황색 인대를 척추 유합술에서 자가골의 대체물

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더욱이 황색 인대의 골 형성능은 조

직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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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인간 BMP-2에 의해 유도되는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골형성능

< 지도교수 이환모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향

Ⅰ. 서 론

인간 척추 황색 인대의 골 형성 잠재력에 대해서는 현재 황색 인대의 

비후 혹은 골화에 의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병인 연구에

서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1-4. 

황색 인대의 골화는 추간공에 인접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1920년에 최

초로 보고된 바 있고, 황색 인대의 골화가 흉추에서도 발생하며, 골화로 

인한 척수와 신경 조직 압박이 원인이 되어 척추 신경증이 유발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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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1-4
.

Kawaguchi등은 골화된 황색 인대 조직을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으로 조

사한 결과, TGF-β와 골 형태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이 이러한 조직에서 발견된 점과 골화된 황색 인대가 위치한 곳이 

뼈와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TGF-β superfamily와 황색 인대 조직의 골

화는 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3-4.

BMP-2는 소의 탈 무기질 화된 골 기질로부터 처음 분리되었으며 생체 

조건 내에서 이소성 골 형성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
9-10
. Yamagiwa 등은 

생체 조건에서 동정한 BMP-2를 쥐의 요추 척추관에 이식한 결과, 황색 

인대가 골화 되었음을 발견하 고
13
, 재조합 인간 BMP-2는 골아 세포의 

조골 세포성을 증대시키고 골 전구 세포로부터 조골 세포 표현형을 유도

하며, 중간엽 세포/골 전구 세포의 초기시기에 작용하여 세포들로부터 연

골 내 골화를 유도하는 생물학적 정보 전달 과정을 유도하리라 생각된다

9,13-17,23-24
.  

Specchia등은 퇴행, 비후된 척추 황색 인대로부터 섬유성 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퇴행된 척추 황색 인대 세포가 자발적으로 골성 표현형을 발현

하며 특히 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가 증가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서 퇴행, 비후된 황색 인대가 척추 인대 골화 등의 병인에 기여한다고 발

표하 다
5
.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척추 황색 인대의 골 형성능에 

대한 검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이러한 비후된 황색 

인대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척추 협착증의 수술 

중에는 광범위한 척추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이에는 

많은 양의 척추 황색 인대의 제거 및 자가 장골 이식술 등이 필수적이다. 

만일 생화학적, 분자 생물학적 조작 혹은 골아 세포의 작용으로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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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황색 인대의 골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면 제거된 황색 

인대를 골 이식 대체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가골 채취량을 줄일 수도 

있고 동일한 자가골 채취량이라도 향상된 척추 유합율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험관내에서 퇴행된 척추 황색 인대 세포를 

분리 배양하고 재조합 인간 BMP-2를 제조, 투여한 조건하에 척추 황색 

인대의 향상된 골 생성 능력을 증명하고 이를 기초로 자가 이식 골의 대

체물로서 퇴행된 척추 황색 인대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질환으로만 인

식되었던 척추 황색 인대의 골화를 역이용하여 조직 공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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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연구 재료로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

술을 받은 10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척추 황색 인대 조직과 장골 (ilium) 

조직을 사용하 다. 조직을 채취한 환자의 연령은 평균 47.8세 (43∼58세)

이며, 모든 조직은 수술실에서 곧바로 배양 배지에 담궈 실험실로 옮겨 

일차 배양을 실시하 다.

F12, DMEM, 우태아 혈청, Trypsin/EDTA, D-PBS, 항생제, 

Lipofectamine 2000, hygromycin B 등은 Gibco BRL (Gibco BRL, 

Scotland, UK)사의 시약을 사용하 고, Oligo d(T)16 primer는 Invitrogen 

(Invitrogen, Groningen, Netherland), AccuPower
ⓡ
 RT Premix, 

AccuPower
ⓡ
 PCR Premix 와 인간 BMP-2의 primer는 Bioneer (Bioneer, 

대전, Korea)의 시약을 사용하 다. MTT test에 필요한 모든 시약과 ALP

염색에 필요한 모든 시약, silver nitrate, Alizarin red, 각종 collagenase 

등은 Sigma (Sigma, Steinheim, Germany)의 시약을 사용하 다. 

Heparin-sepharose A는 Amersham pharmacia (Amersham pharmacia, 

Uppsala, Sweden), YM-10 centricon은 Amicon (Amicon, Bedford, MA, 

USA), immunocytochemistry에 필요한 모든 시약 (항체 제외)은 Dako 

(Dako, Carpinteria, CA, USA)사의 시약을 사용하 고, 인간 BMP-2 항체

는 R&D systems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osteocalcin 항

체는 Chemicon (Chemicon, Temecula, CA, USA)사의 시약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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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일차 배양5

인간의 황색인대 조직을 멸균된 D-PBS로 한차례 닦아서 환자의 혈액 

성분을 제거한 후, 5%의 우태아 혈청이 들어 있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미세 가위를 이용하여 조직을 잘게 

잘랐다. 잘게 자른 황색 인대 조직 단편을 250U/㎖의 제 1A형 

collagenase가 함유된 DMEM 배지에서 2시간 동안 효소 처리하 다. 효소 

처리한 황색 인대 조직을 5%의 우태아 혈청이 들어 있는 배지로 두 차례 

씻어 낸 후, 10% 우태아 혈청과 100 unit/㎖ penicillin, 100㎍/㎖ 

streptomycin이 들어 있는 DMEM 배지로 교반하여 37℃, 5% CO2 배양기

에서 배양하 다. 배지는 3일에 한번씩 교환하 다. 계대수가 2일 때 

trypsin/EDTA 효소 처리법으로 인간 황색 인대 세포를 수집하여 액체 질

소에 냉동 보관하 다.

 나. 인간 조골 세포의 일차 배양
18

인간의 장골 조직을 10cc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DMEM 배지로 수 차례 

닦아내어 환자의 혈액 성분과 주변의 근육 및 인대 조직을 제거하 다. 

Bone cutter를 이용하여 인간의 뼈 조직을 잘게 잘랐다. 잘게 자른 뼈 조

직을 1㎎/㎖의 제 4형 collagenase가 함유된 DMEM 배지에서 효소 처리

하 다. 20분마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새로운 효소 배지를 첨가하여 추가 

배양하 다. 이중 3∼5번째의 상층액 만을 선택하여 우태아 혈청이 함유

된 DMEM 배치로 두차례 씻어 낸 후,  10% 우태아 혈청과 100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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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cillin, 100㎍/㎖ streptomycin이 들어 있는 DMEM 배지로 교반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지는 3일에 한번씩 교환하 다. 

계대수가 2일 때 trypsin/EDTA 효소 처리법으로 인간 조골 세포를 수집

하여 액체 질소에 냉동 보관하 다.

 다. pcDNA3.1/Hygro/BMP-2의 클로닝

인간 osteosarcoma cell line인 U205 세포의 전체 RNA를 QIAGEN 

RNasy kit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분리한 RNA 중 1㎍을 2.5μM의 

Oligo d(T)16 primer와 혼합하여 전체 부피가 50㎕가 되도록 하여  70℃에

서 5분간 반응한 후, 5분간 식혔다. 반응한 RNA를 AccuPower
ⓡ
 RT 

Premix와 섞어서 42℃에서 60분, 94℃에서 5분, 4℃에서 5분간 반응하여 

cDNA를 합성하 다. 

합성한 cDNA 50㎕ 중 1㎕를 취하여 인간 BMP-2 primer 각각 10pmol

을 혼합하여 전체 부피가 20㎕가 되게 한 후, AccuPowerⓡ PCR Premix와 

섞어서 ① 94℃에서 2분, ② 94℃에서 30초, 58℃에서 30초, 72℃에서 1분, 

③ 72℃에서 5분에서 반응하 다. 증폭된 인간 BMP-2A 유전자의 길이가 

1.2kb임을 확인 한 후, pcDNA3.1/Hygro vector에 클로닝 하 다. 

 라. 인간 BMP-2 단백질 생성 

클로닝한 pcDNA3.1/Hygro/BMP-2를 lipofectamine 2000을 이용하여 

Chinese hamster ovary 세포 (CHO-K1)에 전이(transfection)시켰다. 완전 

전이(stable transfection)된 CHO-K1 세포 (CHO-K1/BMP-2A)를 얻기 위

해 약 두 달간 1㎎/㎖ hygromycin B, 10% 우태아 혈청, 100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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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cillin과 100㎍/㎖ streptomycin이 함유된 F12배지에서 세포를 키웠다. 

두 달 후에 생존해 있는 세포만을 얻어 인간 BMP-2를 발현하는지 여부를 

immunocytochemis-

try와 MTT test를 통해 확인하 다.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test는 24 well plate에 CHO-K1과 CHO-K1/BMP-2 세포 각각을 0.5 x 105 

세포/well이 되게 분주하여 16시간 배양한 다음, D-PBS로 한차례 씻어 낸 

후 hygromycin B의 용량이 0, 0.2, 0.4, 0.6, 0.8, 1, 1.5, 2mg/㎖이 되도록 

배양 배지에 희석하여 처리하 다. 2일간 추가 배양한 다음 1mg/㎖의 

MTT 용액 50㎕를 각각의 well에 처리하고 호일에 싸서 빛을 차단하여 3

7℃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상층액을 조심해서 걷어 낸 다음 200㎕

의 DMSO를 처리하여 MTT를 10분간 녹여 내어, 570nm의 파장에서 

ELISA를 실시하 다.

 마. 인간 재조합 BMP-2 생산 및 동정

완전 전이된 CHO-K1/BMP-2A 세포를 우태아 혈청이 들어 있지 않

은 F12 배지에서 키워 그 배지를 매일 수집한 후, 수집된 배지를 

heparin-sepharose A chromatography를 통과하여 인간 재조합  BMP-2

만을 분리하고 YM-10 centricon을 통한 고농축 법으로 농축하 다. 농축

한 재조합 인간 BMP-2를 단백질 전기 동법으로 단백질의 크기와 순

수 정제도를 확인하 다. 확인된 재조합 인간 BMP-2는 세포 배양에 사

용할 수 있도록 0.45㎛ syringe filter로 멸균하고 사용 용량에 맞게 나누

어서 -70℃에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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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간 재조합 BMP-2의 활성도 측정

인간 조골 세포를 12 well plate와 6 well plate에 각각 5 x 10
4
세포

/well 과 1 x 105세포/well이 되도록 10% 우태아 혈청과 항생제가 포함된 

DMEM 배지로 교반하여 풀었다. 만 하루가 지나면 PBS로 한 차례 씻은 

후, 표준군은 5% 우태아 혈청과 항생제가 함유된 DMEM배지를 첨가하고, 

실험군은 100, 500, 1000ng/㎖의 재조합 BMP-2를 첨가하 다. 배지와 재

조합 BMP-2는 3일마다 교체하며, 7일간 배양하 다. 골 형성능 검사는 

ALP 염색, von Kossa 염색, 단백질상의 osteocalcin 발현 검사는 

immunocytochemistry 등을 통해 검증하 다.

 사. 인간 재조합 BMP-2의 인간 황색인대 세포에 대한 골 형성능 검사

 인간 황색 인대 세포를 24well plate와 6 well plate에 각각 1 x 10
4
세

포/well 과 1 x 10
5
세포/well이 되도록 10% 우태아 혈청과 항생제가 포함

된 DMEM 배지로 교반하여 풀었다. 만 하루가 지나면 PBS로 한 차례 씻

은 후, 표준군은 5% 우태아 혈청과 항생제가 함유된 DMEM배지를 첨가

하고, 실험군은 50, 100, 500, 1000, 2000ng/㎖의 재조합 BMP-2를 첨가하

다. 배지와 재조합 BMP-2는 3일마다 교체하며, 28일간 배양하 다. 골 

형성능 검사는 ALP 염색, von Kossa 염색, Alizarin Red 염색, 

osteocalcin 단백질은 immunocytochemistry를 통해 검증하 다.

 아. 인간 조골 세포와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ALP 염색

인간 조골 세포와 인간 황색 인대 세포는 인간 재조합 BMP-2 첨가 후, 

각각 7일째와 28일째 되는 날에 ALP 염색을 시행하 다. 인간 조골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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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황색 인대 세포를 citrate buffered acetone이 들어 있는 고정액을 사용

하여 30초 동안 고정시킨 후, 증류수로 45초 동안 씻어 내고 미리 준비해 

둔 alkaline-dye mixture를 각 well에 적용하 다. 상온에서 빛을 차단 한 

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2분 동안 증류수로 씻어낸 후 

Mayer's hematoxylin 용액에서 10분간 반응시켰고, 다시 한번 증류수로 1

분간 씻어 내어 관찰하 다.

 자. 인간 조골 세포와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von Kossa 염색

배양한 세포를 증류수로 한차례 씻어 내고, 3%의 새로 준비한 silver 

nitrate 용액을 적용하여 상온에서 빛을 차단 한 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증류수로 한차례 씻어 내고 증류수가 있는 상태에서 불빛에 노출시켰다. 

2시간이 지나 색을 확인하고 증류수를 제거한 후, 관찰하 다. 

 차. 인간 조골 세포와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Alizarin red 염색

배양한 세포를 증류수로 한차례 씻어 내고, 40 mM Alizarin red 

(pH4.2) 용액을 적용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증류수로 2차례 씻

어 낸 후, PBS 용액으로 10분간 씻어 관찰하 다.

카. 인간 조골 세포와 황색 인대 세포의 immunocytochemistry

인간 조골 세포와 황색 인대 세포 각각을 1 x 10
4
 세포/ well이 되도록 

완전 배지에 교반하여 chamber slide에 분주한 후 16시간 동안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한 세포의 배지를 5% 우태아 혈청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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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가 들어 있는 배지로 교체한 후, 표준 군은 배지만을 첨가하고 실험 

군에는 1000ng/㎖의 인간 재조합 BMP-2를 첨가하 다. 첨가 후 7일간 배

양한 다음, PBS 용액으로 세포를 씻어 내고 H2O2 용액을 첨가하여 5분간 

반응하 다. 증류수로 3차례 씻어 낸 후, anti-osteocalcin antibody를 3% 

BSA 용액에 희석하여 각각의 slide에 첨가하 고,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하 다. PBS 용액으로 3차례 씻어 낸 후, biotinylated link 용액을 첨

가하여 10분간 반응하 다. PBS 용액으로 3차례 씻어 내고 

streptavidin-HRP 용액을 첨가하여 다시 10분간 반응하 다. PBS 용액으

로 3차례 씻어 낸 후, AEC substrate-chromagen 용액을 첨가하여 15분간 

반응하 다. 증류수로 3차례 씻어 내고,  Mayer's hematoxylin 용액으로 

10분간 반응하 다. 3차례 증류수로 씻어 낸 후 완전히 slide 표면을 말린 

다음 mounting을 실시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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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과

1. 인간 황색 인대 세포와 조골 세포의  일차 배양

인간 황색 인대 세포는 일차 배양한 시기로부터 약 7일정도 지나면 

flask의 바닥에 붙기 시작하며, 세포의 모양은 섬유모세포와 유사하다. 인

간 조골 세포 역시 약 7일 정도 지나면 바닥에 붙기 시작하며, 세포의 모

양은 황색 인대 세포와는 비교가 될 정도로 세포질이 길쭉한 형태로 관찰

되었다(그림1).

2. 인간 재조합 BMP-2A를 생산하는 CHO-K1 세포의 생성 및 검증

 클로닝을 통해 획득한 pcDNA3.1/Hygro/BMP-2A는 nucleotide 

sequencing을 통해 100%의 인간 BMP-2A cDNA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

하 고 pcDNA3.1/Hygro/BMP-2A를 CHO-K1세포에 transfection한 후, 2

달 동안 1mg/㎖의 hygromycin B에 노출하여 완전 전이 세포

(CHO-K1/BMP-2) 만을 획득하 다. 획득한 세포를 고농도의 hygromycin 

B를 처리하여 CHO-K1 세포와 각각 세포 독성 검사인 MTT test를 실시

하 다. 그 결과, CHO-K1 세포는 0.2mg/㎖의 hygromycin B에도 55% 이

하의 생존율을 보이며, 2mg/㎖의 hygromycin B에서는 모두 사멸하는데 

반해, 완전 전이된 CHO-K1/BMP-2A 세포는 2mg/㎖의 hygromycin B 농

도에도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 다(그림2). 또한 anti-human 

BMP-2 antibody를 이용한 immunocytochemistry의 결과에서는 완전 전이

된 세포인 CHO-K1/BMP-2세포의 세포질에서만 BMP-2A의 발현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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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3).

     (가)                (나)

 그림 1. 일차 배양한 인간 황색인대 세포와 조골 세포의 광학 현미경 소

견. 배양 시작 후 1주일 경과(x100). (가) 인간 황색인대 세포, (나) 인간 조골 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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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O-K1/BMP-2 세포의 Hygromycin B에 대한 MTT test. 24well 

plate에 well 당 0.5 x 105 세포의 CHO-K1 세포와  CHO-K1/BMP-2세포를 분주

하여 16시간 배양 후, 각각의 용량의 Hygromycin B를 처리하여 다시 2일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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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MTT test를 실시하 다.

   (가)       (나)

그림 3. CHO-K1/BMP-2 세포의 인간 재조합 BMP-2 발현. CHO-K1세포와 

CHO-K1/BMP-2 세포 각각을 2 well slide chamber에 분주하여 16시간 배양한 

후, 인간 BMP-2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cytochemistry를 시행하 다(x100). (가) 

Negative control, CHO-K1 세포, (나) CHO-K1/BMP-2 세포.

3. 인간 재조합 BMP-2A의 검증

 Heparin-Sepharose A chromatography를 통해 동정한 인간 재조합 

BMP-2A를 고농축 법으로 농축한 후, 단백질 전기 동법으로 검증을 실

시한 결과 90% 이상의 순수 정제율을 보 다.

4. 인간 재조합 BMP-2A의 조골 세포에 대한 골형성 활성도 측정

4.1 ALP 염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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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P-2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LP의 활성도는 증가한다. 또한 

BMP-2A에 노출되는 날짜가 증가할수록 ALP의 활성도는 증가한다(그림4).

4.2 Alizarin Red 염색 결과

 세포의 mineralization 활성도를 확인 할 수 있는 Alizarin red 염색에

서 BMP-2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색도가 현저히 증가됨을 확인하

다(그림4).

4.3 von Kossa 염색 결과

 Alizarin red 염색이 BMP-2A의 처리 후, 7일간의 배양에서도 반응을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von Kossa 염색은 7일의 기간 동안에서는 큰 변화

를 얻지 못하 다(그림4).

4.4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

Negative control인 293 세포에서는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BMP-2A를 처리하지 않은 인간 조골 세포에서도 7일

간 배양하면서 약간의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이 확인되었으나 1000 

ng/㎖의 재조합 BMP-2A 처리 후에 더욱 증가된 발현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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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간 조골 세포의 골형성능 검사. 인간 조골 세포를 12 well plate에

서 재조합 인간 BMP-2의 첨가 후, 7일간 배양한 다음 염색을 시행하 다. 첨가한 

BMP-2의 용량은 좌측에서부터 0, 100, 500, 1000ng/㎖ 이다. (가) ALP 염색, (나) 

Alizarin 염색, (다) von Kossa 염색.

     (가)          (나)       (다)

그림 5. 인간 조골 세포의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 인간 조골 세포를 4 

well chamber slide에 분주하여 16시간 배양 후, 1000ng/㎖의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하여 추가로 7일간 배양하여  osteocalcin 단백질에 대한 

immunocytochemistry를 시행하 다 (x100). (가) Negative control, 293 세포, (나) 

재조합 인간 BMP-2를 처리하지 않은 인간 조골 세포, (다)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한 인간 조골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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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 재조합 BMP-2A 처리 후,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골 형성

5.1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bone nodule 형성

BMP-2A의 처리 후, 약 14일이 지나자 고농도의 BMP-2A 처리군에서 

bone nodule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6).

5.3 황색 인대 세포의 osteocalcin 단백질 발현

재조합 BMP-2A를 처리하지 않은 황색인대 세포에서는 osteocalcin 단

백질의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고농도의 2000ng/㎖의 BMP-2A를 처리한 

황색 인대 세포에서는 확연히 증가된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7).

5.2 ALP 염색, von Kossa 염색과 Alizarin red 염색 결과

BMP-2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LP의 활성도와 황색 인대 세포의 

mineralization 양상이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10명의 환자에서 황

색 인대의 퇴행 정도에 따라 약간의 활성도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증가 

양상을 보 다(그림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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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그림 6. 재조합 인간 BMP-2 처리 후 bone nodule을 형성한 인간 황색인

대 세포. 재조합 인간 BMP-2를 처리한 후 7일간 배양한 세포 사진(x100). (가) 

재조합 인간 BMP-2를 처리하지 않은 인간 황색인대 세포, (나) 2㎍/㎖의 재조합 

인간 BMP-2를 처리한 인간 황색인대 세포.

    (가)     (나)

그림 7.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 인간 황색인대 

세포를 4 well chamber slide에 분주하여 16시간 배양 후,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하여 추가로 14일간 배양하여  osteocalcin 단백질에 대한 

immunocytochemistry를 시행하 다 (x100). (가) 재조합 인간 BMP-2를 처리하지 

않은 인간 황색인대 세포, (다) 2㎍/㎖의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한 인간 황색

인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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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재조합 인간 BMP-2의 처리 후, 인간 황색인대 세포의 ALP 염색 

결과. 24 well plate에 각각 4명의 환자의 세포를 1 x 104세포/well로 분주하

다.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하여 28일간 배양한 다음 염색을 시행하 다. 재조

합 인간 BMP-2의 용량은 좌측으로부터 0, 50, 100, 500, 1000, 2000ng/㎖이다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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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재조합 인간 BMP-2의 처리 후, 인간 황색인대 세포의 von Kossa 

염색 결과. 24 well plate에 각각 4명의 환자의 세포를 1 x 104세포/well로 분주

하 다.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하여 28일간 배양한 다음 염색을 시행하 다. 

재조합 인간 BMP-2의 용량은 좌측으로부터 0, 50, 100, 500, 1000, 2000ng/㎖이다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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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재조합 인간 BMP-2의 처리 후, 인간 황색인대 세포의 Alizarin 

red 염색 결과. 24 well plate에 각각 4명의 환자의 세포를 1 x 104세포/well로 

분주하 다. 재조합 인간 BMP-2를 첨가하여 28일간 배양한 다음 염색을 시행하

다. 재조합 인간 BMP-2의 용량은 좌측으로부터 0, 50, 100, 500, 1000, 2000ng/

㎖이다(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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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이전에 시행되어 온  척추 황색 인대에 관한 연구들과 차별

화 되는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본 실험에서 채취된 황색 인대 조직은 

척추 후궁, 후관절, 척추공 등에 부착되어 있는 인대는 엄격히 제외하고 

주로 비후된 황색 인대 자체만을 섬세하게 육안으로 확인하여 박리, 배양

하 으므로 이전의 보고에서4 증명된 것처럼 골 조직 부착 부위에 자연적

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연골 세포와 조골 세포의 향을 배제하고 순전히 

퇴행, 비후된 황색 인대 세포 자체만의 BMP-2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것

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주로 퇴행, 비후, 골화된 척

추 황색 인대의 조직학적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BMP와 관련한 생

체 내 척추 인대의 골화 역시 조직면역학적기법으로만 증명되었고,
4 
퇴행, 

비후된 척추 황색 인대로부터 분리한 황색 인대 세포가 자발적으로 골성 

표현형을 발현한다고 보고하 다
5
.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

구와는 차별화 되게 퇴행, 비후된 척추 황색 인대의 자발적 골형성의 증

명에만 그치지 않고 외부에서 연골화 및 골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MP-2를 투여함으로써 황색 인대의 골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지

를 증명하 다. 이는 척추 황색 인대의 조직 공학적 이용의 가능성을 제

시할 수 있으므로 병리기전만의 연구가 아닌 치료적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척추 황색 인대 세포 배양을 이용하여 척추 협착증이 있는 환자

의 황색 인대 세포는 자발적으로 골화를 일으키며, 인간 조골 세포와 유

사한 표현형을 나타낸다는 시험관내 실험이 시행된바 있다
5
. 이 실험에서

는 비후된 황색 인대 세포에서 전형적인 조골 세포 표지 인자인 ALP 활

성이 나타나며, 정상 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입증하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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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type I이나 III 등의 단백질도 비후된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세

포질과 세포외 기질 등에서 표현되며, non-collagenous 단백질인 

osteonectin 등의 단백질 역시 세포질에서 발현됨을 증명하 고, 반면에 

비후 되지 않은 정상적인 인간 황색 인대 세포의 경우 섬유모 세포와 유

사한 세포 표현형을 나타내며, 그 어떤 골 형성 표식 인자의 발현도 나타

내지 않음이 입증되었다6. 또한 과거의 비후된 황색 인대에 대한 실험적 

보고는 조직학적으로 뼈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황색 인대 조직일수록 퇴

행되어 비후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이는 뼈 조직에서 발현되는 

골 발현 단백질에 의한 향일 것이라 추측되어 왔다1-6. 여러 종류의 뼈 

조직에서 표현되는 단백질 중 BMP-2는 매우 높은 골 형성능을 갖는 다는 

사실이 쥐를 이용한 생체 실험에서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BMP-2는 이소

성 골화 또한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었다6,16.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조골 세포 유사성을 가지지 않은 인대 자체 조

직인 황색 인대를 강력한 골 형성능을 가진 재조합 인간 BMP-2로 자극함

으로써 조골 세포-유사 세포로의 유도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

과로 조골 세포에서 다량 분비되는 골 형태 형성 단백질에 의해서도 자연

스럽게 황색 인대의 골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써 이는 

향후 진행될 실험에서 이러한 조골 세포와 황색 인대 세포와의 공동 배양

으로도 황색 인대 세포의 자발적인 골화가 유도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에서 

필수적으로 제거되는 비후된 황색 인대 조직을 재활용하여 자가골 이식량

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검증은 최

근 중간엽 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섬유 

세포- 유사 세포를 조골 세포- 유사 세포로 전이시킬 수 있는 한 인자로서 

의 BMP-2의 골 형성능을 재 증명하 다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할 실

험에서는 이러한 전이 과정의 기전을 증명하며, BMP-2의 사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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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재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향후에는 황색 인대 조직과 골 조직을 동시 배양하여 황색 인대의 골

화를 증명함으로써 황색 인대 및 골 조직의 생체 내 이식의 가능성을 제

시하고 또한 황색 인대 조직에 BMP-2 유전자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골화 

반응을 증명하여 생물학적으로 조작된 황색 인대의 조직 공학적 효용성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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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총 10명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황색 인대 조직과 골 조직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 으며, 각각의 세포의 표현형을 확인하고 서로 표현형상의 

상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 다. 또한 재조합 인간 BMP-2의 생산 후 90% 

이상의 순수율을 확인하 으며, 위 세포와 단백질을 이용한 실험을 시행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하 다. 

1. 인간 황색 인대 세포는 10명의 환자에서 그 황색 인대 조직의 비

후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골 세포와 확연히 다른 섬유모세

포- 유사 세포 표현형을 나타내었다. 

2. 자체 제작한 재조합 인간 BMP-2의 골 형성 활성능을 인간 조골 

세포에 처리 후 확인한 결과, 처리 시간이 다소 짧아 골의 calcification

을 증명할 수 있는 von Kossa 염색에서 미흡한 결과를 얻었으나 그 이

외의 표식인자인 ALP 염색이나 mineralization을 확인 할 수 있는 

Alizarin red염색과 골 표식 단백질인 osteocalcin 단백질의 발현 여부를 

검증한 결과, 90% 이상의 골 형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

다.

3. 재조합 인간 BMP-2를 인간 황색 인대 세포에 처리하면 황색 인대 

세포의 골화가 촉진됨을 시험관 내에서 증명하 으며, 세포 표현형 상으

로도 7일만에 bone nodule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4. 10명의 환자의 황색 인대 세포에서의 골화 정도는 약간의 차등은 

있었으나, BMP-2의 처리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황색인대 세포의 골화 

정도 역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는 인간 황색 인대 세포를 골 형태 형성 단백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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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2를 처리함으로서 인간 조골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추후 조골 세포와의 공동 배양에서도 황색 인대 세포의 골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임상적인 관점에서도 비후된 황색 인

대 조직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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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steogenic potential of human ligamentum flavum cells 

   induced by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Hyang Kim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Hwan-Mo Lee)

Osteogenic potential of ligamentum flavum has been reported by 

histologic and pathophysiologic researches in spinal stenosis and other 

ossification of spinal ligament. Recently spontaneous expression of osteogenic 

phenotype from degenerated ligamentum flavum was demonstrated in-vitro 

study. Also in-vivo application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2) to 

spinal ligament resulted in ossification of ligament. However, facilitation of 

osteogenesis in fibroblast from ligamentum flavum under the influence of 

BMP-2 has not been investigated. Hence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was 

to prove effect of BMP-2 on osteogenic potential of fibroblast from 

degenerated ligamentum flavum.

Degenerated and hypertrophied ligamentum flavum was obtained from 

decompressive surgery of lumbar spinal stenosis. Fibroblasts were isolated 

from tissue by enzymatic digestion. Recombinant human BMP-2 (rhB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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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oduced by DNA cloning method. Various dose of rhBMP-2 was 

administered to cultures.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steocalcin mRNA 

expression, von Kosa stain, Alizarin red stain, immunocytochemistry were 

performed. 

Purity and biologic activity of rhBMP-2 were confirmed in cultures of 

osteoblasts. Under the influence of rhBMP-2, fibroblasts from degenerated 

ligamentum flavum showed enhanced expression of osteogenic phenotypes 

which were proven by increase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increased 

expression of osteocalcin, formation of bone nodules. 

rhBMP-2 upregulates osteogenic phenotype in fibroblast from degenerated 

ligamentum flavum, which signify possibility of biologically modified 

ligamentum flavum as an alternative material to autogenous bone graft. 

Further detail study in terms of tissue engineering should be followed. 

Key Words : Ligamentum flavum, Osteogenic potential,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