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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점진적 인장력이 치주인대 세포의 Osteoprotegerin과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mRNA 

발현에 미치는 향

   치아 이동은 교정력이라는 기계적 자극에 대한 치주인대와 치조골의 상호 

생리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치아에 교정력이 가해지게 되면 치주인대

는 기계적 자극을 생화학적 신호체계로 전환하여 치조골의 흡수와 생성을 조

절하여 치아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골조직의 개

조 과정에서 치주인대세포와 골아세포는 collagen 합성과 alkaline 

phosphatase (ALP)활성화에 의한 골생성 기능과 파골세포 분화와 활성도에 관

여하는 osteoprotegerin (OPG)과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RANKL)를 생성하여 골흡수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정력에 의해 치아가 이동할 때 기계적 자극에 있어서 압박부위와 인장부

위의 물리적 차이가 있게 된다. 치아이동시 치주인대와 치아의 직접적인 접촉

에 의해 눌리는 압박 부위에서 골의 흡수가 발생하고 치조골과 치아사이의 거

리가 멀어짐으로 생기는 인장 부위에서 골의 생성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이

것은 물리적 자극의 주기와 정도의 차이가 흡수와 생성의 골대사를 조절하여 

압박과 인장의 물리적인 자극의 차이에 의해 연속적인 생화학적 반응 체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계적 자극의 향에 대한 세포의 반응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유연

한 성장표면을 가진 배양 용기 표면을 일시에 늘리고 인장된 형태를 유지시키

는 방법과 이완과 신장을 반복하게 하여 주기적인 인장력을 가하는 방법이 주

로 이용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장력의 반응으로 골형성 인자인 AL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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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와 골 흡수인자인 interleukin-1β (IL-1β)와 prostaglandin E2 (PGE2)

의 생성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계적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나타낼 수 있지만 치아이동시 치조골의 생성이 주로 일어나는 인장부위의 인

장력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인장부위의 골의 생성은 골형성 인자

가 증가하거나 골흡수 인자가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체반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이동시 치주인대 세포가 받는 유사한 조건을 재현

하는 실험방법의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치주인대 세포에 지속적이고 점진적 인장력을 가하여 치아 이동

시 형성되는 인장부위의 기계적 자극에 대한 생화학적 전달과 치조골 흡수와 

생성 조절 기전을 이해하고자 하 다. 그래서 치주인대 세포가 배양된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배지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장력을 가하고 골흡수 인자인 

PGE2과 골형성 인자인 ALP의 생성량을 1, 3, 6, 12시간 후에 측정하여 정량비

교 하 다. 그리고 파골세포 분화기전을 조절하는 OPG, RANKL의 인자들과 

collagen을 분해 조절하고 파골세포가 골표면에 부착되도록 osteoid 층을 제

거하는데 관여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8, -9, -13,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 (TIMP)-1의 인자들을 역전사 중합효

소 연쇄반응 검사하여 m-RNA 발현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경우 1시간 후 대조군보다 PGE2의 농도가 

적었고 ( p < 0.05 )  ALP의 농도 변화는 없었다.

2.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경우 OPG의 mRNA 발현이 증가하 으나, 

RANKL의 mRNA 발현은 감소하 다.

3.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경우 12시간 후 TIMP-1과 MMP-1,-8,-9,-13

의 mRNA 발현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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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사람의 치주인대 세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장력에 대한 

반응으로 PGE2의 생성과 RANKL의 mRNA 발현은 감소하고 OPG의 mRNA 발현은 증

가하 다. 결론적으로 교정력에 의한 초기 치아이동시 인장부위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 치주인대조직은 골형성을 유도하기 보다는 골흡수를 억제

함으로써 치조골 개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되는 말: 인장력, 치주인대세포, osteoprotegerin,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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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인장력이 치주인대 세포의 Osteoprotegerin과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mRNA 

발현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황충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기 주

Ⅰ.  서 론

   세포는 다양한 자극에 향을 받고 반응한다. 전기적 신호, 자기장, 인장력, 압

박력, 압력, 중력등의 물리적인 형태이거나 전신적 호르몬과 국소적 cytokine 등의 

화학적 형태의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고 그 결과로 조직의 기능과 항상성이 유지

된다 (Lindauer 등, 2000). 골조직은 중력의 향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나 오

랜 기간 활동 없이 침상에 있는 경우에서 골의 흡수 양상이 증가하고 (Whedon, 

1984, Loomer, 2001) 활발한 신체적인 활동과 주기적인 운동은 골의 생성을 활성

화시키고 흡수 양상이 억제된다 (Bradney 등, 1998). 골의 흡수와 생성의 균형은 

기계적 자극의 적절한 주기와 정도에 의해 조절되는데 (Roberts, 2000) 특히, 치주

인대조직은 항상 저작이라는 기계적 자극에 완충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반응하

는 곳이다. 지속적인 교합력의 기계적 자극으로 국소적인 cytokine이 생성되고 치

조골의 항상성 유지에도 향을 준다. 기계적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유전자 

조절을 통한 단백질 합성을 변화시키고 이 결과 생성물로 주위의 다른 세포를 조

절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기능과 항상성을 위한 연쇄반응이 나타난다 

(Calvalho 등, 1996). 치아 이동은 교정력이라는 기계적 자극에 대한 치주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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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의 상호 생리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Basdra, 1997). 치주인대가 부

분적으로 결손된 유착치와 완전히 없는 임플란트의 경우 교정력을 가하더라도 치

아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치주인대가 교정력의 기계적 자극을 생화학적 신호

체계로 전환하여 주위 치조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골조직의 개조 과정에서 치주인대 세포와 골아세포는 collagen 합성과 alkaline 

phosphatase (ALP)활성화 (Roberts 등, 1981, Basdra 등, 1997, Pavlin 등, 2000)에 

의한  골생성 기능과 파골세포 분화와 활성도를 조절하는 osteoprotegerin (OPG)

과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RANKL)를 생성하여 결과적으

로 골흡수 기능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ofbauer 등, 2001, Kanzaki, 2002). 

RANKL은 파골세포의 RANK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와 결합하

여 분화과정을 촉진하고 파골 세포를 활성화하며 파골세포의 apoptosis를 억제하

여 골흡수 과정을 촉진한다. OPG는 RANK과 경쟁적 결합관계로서 RANKL과 결

합하여 복합체를 만들고 RANKL를 비활성화 시키면서 골흡수 과정을 억제한다 

(Fig. 1). 그리고 OPG와 RANKL의 조절인자들 중에서 interleukin-1β (IL-1β), 

prostaglandin E2 (PGE2), transforming growth factor (TNF), para-thyroid 

hormone (PTH), 1,25 dihydroxycholcalciferol (1,25α-(OH)2D3), glucocorticoid 등

은 RANKL의 생성을 증진시켜 골흡수 기능을 촉진시킨다 (Hofbauer 등, 2000). 

결국 치주인대세포는 교정력의 치아 이동시 기계적 자극의 신호를 전환하는 역할

과 치조골 흡수와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정력에 의해 치아가 이동할 때 기계적 자극에 있어서 압박부위와 인장부위

의 물리적 차이가 있게 된다. 압박부위는 치주인대와 치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

해 눌리는 압박력 효과가 있으며 인장부위는 치조골과 치아사이의 거리가 멀어짐

으로 생기는 인장력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치주인대가 압박되는 부위에서는 파골

세포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생화학적 신호로 전환되어 IL-1β, PGE2이 증가하고, 

이어서 OPG와 RANKL를 조절하여 결과적으로 골흡수를 유도한다. IL-1β와 

PGE2은 골흡수가 발생하는 압박부위에서 주로 생성되지만 인장부위에서도 함께 

증가한다 (Davidovitch등, 1980, Grieve 등, 1994, Rody 등, 2001). 이러한 생화학적 

인자들은 치주인대 공간을 통해서 주위 치조골에 향을 주게되며 인장부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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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골세포 분화 기전의 신호로 전달되어 골흡수 기전이 유도 될 수 있다 (Fig. 2). 

그러나 실제 치아이동시 압박 부위에서는 골의 흡수가, 인장 부위에서 골의 생성

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Graber와 Vanarsdall, 1994). 이는 물리적 자극의 주기와 

정도의 차이가 흡수와 생성의 골대사를 조절하여 압박과 인장의 물리적인 자극의 

차이에 의해 연속적인 생화학적 반응 체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Rober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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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Regulation of osteoclastogenesis by the interaction of RANKL and OPG 

in the bone marrow microenvironment (A). Control of osteoclast function by 

RANKL and OPG (B). (Reprinted from  Hofbauer LC, Heufelder AE. J Mol 

Med. 79:243-5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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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application

PDL space

Compression site

A                              B

Fig. 2. Biomechamical signals are transformed into biological responses within 

the PDL space (A). As the tooth moves, regulation factors of 

osteoclastogenesis in the compression site are expressed into the PDL space 

and gingival sulcus (B).

이러한 기계적 자극의 향에 대한 세포의 반응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방

법으로 치주인대 세포와 골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Norton 등, 

1995, Carano 등, 1996, Theilig 등, 2001).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연한 성장표면

을 가진 배양 용기 표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볼록한 주형 위에 위치시킨 후 일시

에 눌러서 인장된 형태를 유지시키는 방법 (Ngan 등, 1988, Agarwal 등, 1988, 

Saito 등, 1991)과 배지의 성장표면 밑부분에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성장

표면의 이완과 신장을 반복하게 하여 주기적인 인장 자극을 가하는 방법을 (Ngan 

등, 1990, Yamaguchi 등, 1994, Shimizu 등, 1994) 사용하 다. 그 결과 주기적이

고 크기가 큰 인장 자극에 의해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IL-1β와 PGE2

의 생성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적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있었지

만 치아이동시 치조골의 생성이 주로 일어나는 인장부위의 인장력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골개조에 있어서 골의 첨가는 생성이 증가하거나 흡수가 억제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아이동시 치주인대 세포가 받는 유사한 조건을 재

현할 수 있는 실험방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고려할 점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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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이동에서와 같이 인장측과 압박측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형태의 기계적 자극

을 주어야 한다. 압박부위에서는 치아면과 치조골 사이의 치주인대조직이 착되

면서 직접적으로 세포가 눌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인장 부위는 치주인대조직이 신

장되면서 간접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극의 세기는 기

계적 자극에 대한 조직 자체의 반응이 아니고 세포 반응의 합이기 때문에 세포에

는 손상이 없고 자극의 역치를 넘는 적절한 범위이어야 한다. 셋째, 자극이 지속적

으로 세포에 전달이 되어서 배양된 많은 세포들이 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치주인대 세포가 눌리는 직접적인 압박력을 가한 실험 (Kanzaki 

등, 2002)에서 PGE2와 RANKL의 mRNA 발현이 증가하여 파골분화 기전이 촉진

되는 결과를 보고하 다. 그리고 인장력을 이용한 세포실험에서도 비교적 작은 크

기에서 골흡수 인자인 IL-1β의 mRNA 발현이 억제되고 생성량이 줄어들고 

(Long 등, 2001) 골형성 효과가 증가되었다 (Rubin 등, 2000, Kletsas, 2002). 그러

므로 치아이동시 치주조직에서 세포들이 받는 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in vitro 

실험에서 기계적 자극을 압박력과 인장력으로 구별하며, 자극의 세기는 비교적 적

고 지속적 형태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치주인대 세포에 지속적이고 점진적 인장력을 가하여 치아 이동시 

형성되는 인장부위의 기계적 자극에 대한 생화학적 전달과 치조골 흡수와 생성 

조절 기전을 이해하고자 하 다. 치주인대 세포가 배양된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배지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장력을 가하고 골흡수 인자인 PGE2과 골형성 인자

인 ALP의 생성량을 1, 3, 6, 12시간 후에 측정하여 정량비교 하 다. 그리고 파골

세포 분화기전을 조절하는 OPG, RANKL의 인자들과 collagen을 분해 조절하고 

파골세포가 골표면에 부착되도록 osteoid 층을 제거하는데 관여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8, 9, 13,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 (TIMP)-1의 인자들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하여 

m-RNA 발현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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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교정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20대 남자에서 완전히 맹출되고 치근 표면에 병소

가 없는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여 치아들을 배양액에 5회 세척 후 치근 중앙 

1/3부위의 치주인대를 큐렛으로 채취하여 조직 배양 용기에 배양시킨 치주인대 세

포를 10% fetal bovine serum (FBS) 및 100U/㎖의 penicillin, 100㎍/㎖의 

streptomycin이 포함된 α-minimal essential medium (α-MEM) 10㎖에 세포를 

고르게 분주 시켰다. 그리고 37℃, 95% 습도, 5% CO2, 공기 흡입 배양기에서 2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환해 주면서 세포가 80-90% 정도 충분히 증식할 때까지 배

양하 다. 0.25% trypsin/EDTA  (Gibco, USA)를 이용하여 계대 배양하 으며 실

험에서는 6-8세대의 세포를 사용하 다.

2. 기계적 자극

가. 주형의 제작

   기계적 자극은 유연한 배양 용기의 바닥면적을 변화시켜서 배지에 고정된 배

양세포가 간접적으로 자극을 받도록 하 다. 세포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의 정도

는 배양 용기의 바닥면적 변화량과 비례하며, 결국 유연한 배양 바닥을 변화시키

는 볼록하게 생긴 주형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주형의 크기는 주형을 형성하는 

구의 반지름 (R), 배양용기의 반지름 (r), 주형으로 인해 높아진 바닥의 높이 (h)로 

계산하 다.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배지의 구변형이 없는 20%의 

circumferential strain (ΔS)을 가하기 위해서 높이는 7.6 ㎜, 바닥의 반지름 17 ㎜

의 볼록하게 생긴 모양의 주형을 설계하 다 (Fig. 3). 주형은 0.01 ㎜오차 범위에

서 황동으로 제작되었고, 주형을 위치시키는 판에 6-well의 Petriperm dish 

(BioFlexⓒ, Hillsborough, USA) plate를 고정시켜 인장된 상태를 유지시켰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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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a cross section of bottom of petriperm dish. S1: 

original surface area of flexible plate, S2: stretched surface area of flexible 

plate, ΔS: circumferential strain, 

     A                                         B    

Fig. 4. Base with 6-spheroidal convex templates (A) and template base 

assembled with a 6-well Petriperm dis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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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적 자극의 조절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Petriperm dish (BioFlex
ⓒ
, Hillsborough, USA)를 반

지름이 17 ㎜이고 높이7.6 ㎜의 볼록한 형태의 주형위에 올려놓고 눌리게 하여 

circumferential strain이 2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하 다. 기계적 자극은 

주형에 위치시킨 배지 위에 수조를 놓고 그 위쪽의 수조에서 물을 점진적으로 흘

러내리게 하여 아래쪽 수조에 물이 유입되도록 하 다. 이때 유입된 물의 양이 증

가하여 가중되는 무게에 의해 주형위에 놓인 배지의 유연한 성장표면이 눌리도록 

하여 성장표면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인장력을 받도록 하 다 (Fig. 5). 

유연한 성장표면에 단위시간당 가해지는 힘은 배지를 위에서 누르는 아래쪽 수조

에 유입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실험에서 효과적인 기

계적 자극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배지에 가해지는 물의 무게 증가량을 달리 적

용하여 인장력의 크기를 다르게 가하면서 그에 따른 치주인대 세포로부터 유리된 

PGE2 농도 차이를 비교하 다. 성장표면의 circumferential strain이 20%가 되기 

위해서 4000 g의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쪽 수조에 4000 g의 물을 담고 배지 

위에 놓인 아래쪽 수조에 물의 유입 속도를 달리하여 각각 3 hr, 6 hr, 12 hr, 24 

hr 동안 모두 흘러 내려가게 하 다. 이때 가해지는 단위 시간당 무게와 단위 면

적당 가해지는 무게를 각각 계산하 다 (Table 1). 인장력을 적용하고 6시간 경과

한 후에 PGE2 농도 차이를 검사한 결과 점진적인 인장력에 의해서 PGE2 농도가 

감소하 고, 일시에 누르고 인장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서 7.6 pg/ml으로 약간 증

가한 결과를 보 다. 분당 0.385g/cm
2
의 무게가 배지에 가해지는 경우에 PGE2가 

-97.3 pg/ml로 최대한 감소하 기 때문에 적절한 인장력 자극의 크기로 판단하

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4000 g의 물을 3시간동안 흘러내려 배양용기의 유연한 

성장표면을 0.385g/min cm
2
로 눌러서 발생되는 인장력의 기계적 자극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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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Method used to apply tensile force. Precultured PDL cells are 

continuously stretched by using a gradually weighted water container. A flow 

regulator controls the velocity of water flow from upper water container to 

lower one (A). The resulted biaxial tension in the flexible membrane creates a 

state of uniform biaxial strain in PDL cells (B).

Table 1. The difference of PGE2 synthesis between control and test group 

according to different emptying times of water container 

emptying time of water container 3hr 6hr 12hr 24hr

g/min 22.2 11.1 5.6 0.4 

g/min cm
2
 0.385 0.192 0.096 0.048 

△ PGE2 (pg/ml) -97.3 -34.0 -7.8 -30.0 

The test for optimal range of tensile effect was carried out by using a water 

container gradually weighted. The applied water weight per minute and surface 

area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container emptying times. The negative 

values of △ PGE2 shows that PGE2 synthesis of PDL cells is reduced by 

tensil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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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L cells

Flow regulator
( 0.385 g/min 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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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water container

Lower wate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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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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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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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적 자극의 적용

   실험군은 Collagen I으로 처리된 친수성의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Petriperm 

dish  (BioFlexⓒ, Hillsborough, USA)에 치주인대 세포를 (1×105 cells/well)넣고 

48시간 배양한 후 주형을 위치시키고 3시간동안 점진적으로 단위면적을 증가시킴

으로써 인장력의 효과를 주었다. 1, 3, 6, 12의 시간 간격으로 정량분석을 위해 세

포 상층액을 채취하 고 RT-PCR 분석을 위해서 배양 치주인대 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하 다. 대조군은 인장력 효과를 제외하고 실험군과 동일한 조건으

로 세포배양하고 분석하 다.

4. 분석

가. PGE2 농도 측정

   PGE2 enzymeimmunoassay (EIA) system (BIOTRAK, Buckinghamshire, UK)

을 사용하여 치주인대 세포의 PGE2 생성능을 평가하 다. Goat anti-mouse 

polyclonal antibody로 표면처리된 microplate에 PGE2 표준용액과 세포상층액을 각

각 50 ㎕씩 넣고 mouse anti-PGE2 antibody 용액과 PGE2-peroxidal conjugate 용

액을 50 ㎕씩 각각의 well에 넣고 1시간 반응시킨 다음 세척완충액으로 4회 세척

하 다. 그리고 enzyme substrate를 각각의 well에 150 ㎕씩 넣고 실온에서 30분 

반응시켰다. 반응정지 용액인 sulphuric acid를 100 ㎕씩 넣은 후에 450 ㎚에서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샘플의 흡광도 값은 표준용액의 흡광도

와 비교한 농도 (pg/㎖)로 전환하하 다.

나. ALP 농도 측정

   ALP의 정량 분석은 SIGMA ALP reagent (SIGMA
ⓒ
, St. Louis, USA)를 사용

하 다. 30 ℃를 유지한 ALP reagent 1 ㎖에 세포상층액 20 ㎕을 첨가한 후에 30

초간 충분히 흔든다. 405 ㎚에서 바로 흡광도를 측정하고 1분 및 2분 후의 흡광도

를 각각 측정한후 분당 평균 흡광도 변화량을 이용하여 샘플의 ALP (U/L)을 환

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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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 

   총 mRNA 분리를 위해 세포배양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세포를 Trizol reagent

를 처리한 다음 CHCl3을 넣고 충분히 vortex하고 4 ℃에서 20분간 12000 rpm으

로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을 취한 다음 isopropyl alcohol을 넣고 4 ℃에서 15분

간 12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렸다. 75 % ethanol로 세척한 후 20

분간 건조시키고 0.1 % diethyl pyrocarbonate (DEPC)를 포함한 2차 증류수로 용

해시키고 정량 분석하 다. 그리고 cDNA 합성을 위해서 mRNA 1.0 ㎕에 해당하

는 mRNA 용액을 취하고 2차증류수에 넣어 12.5 ㎕를 만든 후에 1 ㎕ random 

hexamer primer  (hexa-nucleotide mix: Germany)와 1 ㎕ oligo (dT)18 primer를 

혼합하여 70 ℃에서 5분 반응시키고 4.0 ㎕ reaction buffer, 0.5 ㎕ Recombinant 

RNase inhibitor, 1.0 ㎕ dNTP mix, 1.0 ㎕ MMLV reverse transcriptase을 혼합

하여 42 ℃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100 ℃에서 5분간 두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DEPC-treated water을 첨가하여 -20 ℃에서 보관하 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위

해서 합성된 cDNA 5 ㎕에 5‘ 시발체와 3’ 시발체를 20 p㏖ 씩 혼합하고, 5 ㎕의 

PCR buffer (100 mM Tris-HCl, 500 mM KCl, 15 mM MgCl2, pH 8.3)와 각각의 

0.2 mM씩의 dATP, dTTP, dGTP, dCTP를 혼합하 다. 여기에 2.5단위의 Taq 

DNA polymerase를 혼합하여 총반응액을 50 ㎕로 만든 후 Gene Cycler에서 94 

℃ 30초, 55 ℃ 60초, 72 ℃ 30초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산물의 증거가 없어지기 

직전의 주기를 결정하고 72 ℃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β-actin, OPG, RANKL, 

MMP-1, 8, 9, 13 및 TIMP-1을 각각 35 주기로 반응시켜 대수적 증폭기간동안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산물을 모으고 1.5% agarose gel에서 전기 동을 하 다. Gel은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고, 도측정기와 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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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ers for RT-PCR 

Specificity Oligonucleotide sequence

β-actin
     sense 5´-ACACCACTGTGTTGGCGTACAGGTCTTTGC- 3´

anti-sense 5´-ATGAGGATCCTCACCGAGCGCGGCTACAGC- 3´

OPG
     sense 5´-AGAATGCCTCCTCACACAGG- 3´

anti-sense 5´-TCAAGCAGGAGTGCAATCG- 3´

RANKL
     sense 5´-GGGTATGAGAACTTGGGATT- 3´

anti-sense 5´-AGCAGAGAAAGCGATGGT- 3´

MMP-1
     sense 5´-AAGGTTAGCTTACTGTCACACGCTT- 3´

anti-sense 5´-CGACTCTAGAAACACAAGAGCAAGA- 3´

MMP-8
     sense 5´-TGGAGAATTGTCACCGTGATCTCTT- 3´

anti-sense 5´-CCAAGTGGGAACGCACTAACTTGA- 3´

MMP-9
     sense 5´-GACGCGCCTGTGTACACCCACA- 3´

anti-sense 5´-GCGGAGATTGGGAACCAGCTGTA- 3´

MMP-13
     sense 5´-TGGGATAACCTTCCAGAATGTCATAA- 3´

anti-sense 5´-ATGATCTTTAAAGACAGATTCTTCTGG- 3´

TIMP-1
     sense 5´-TGCTGGGTGGTAACTCTTTATTTCA- 3´

anti-sense 5´-ATCCTGTTGTTGCTGTGGCTGATA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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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인장력에 의한 치주인대세포의 PGE2의 생성

   PGE2의 각 시간대별 생성변화를 처음 0시간과의 변화량인 △PGE2로 측정하

다. 대조군에서 △PGE2는 1시간 후 8 ± 6.2 pg/ml, 3시간 후 57 ± 6.7 pg/ml, 6

시간 후 75 ± 5.2 pg/ml, 12시간 후 71 ± 13.0 pg/ml으로 증가하 다. 지속적인 

인장력 (0.385 g/min cm2)을 3시간 동안 가한 실험군에서 △PGE2는 1시간 후 -48 

± 10.2 pg/m으로 처음 1시간 후 농도가 최저값을 보이며 대조군보다 감소하 다 

(p < 0.05). 그리고 3, 6, 12시간 후 △PGE2 농도가 각각 29 ± 11.5 pg/ml, 52 ± 

14.7 pg/ml, 68 ± 12.2 pg/ml으로 점차 증가하 다 (Fig. 6). 

Fig. 6.  Effects of tensile force on PGE2 synthesis of PDL cells. * p < 0.05 

versus controls.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

△
P
G

E
2
 (
p
g
/m

l)

12 hr6 hr3 hr1 hr

20

40

60

80

-80

-60

-40

-20

Experimental

Control*

△
P
G

E
2
 (
p
g
/m

l)

12 hr6 hr3 hr1 hr

20

40

60

80

-80

-60

-40

-20

Experimental

Control*



- 14 -

2. 인장력에 대한 치주인대 세포의 골형성 표식 인자인 ALP의 생성

   대조군에서 ALP는 처음 농도 15.9 ± 1.2 U/L에서 1시간 후 18.7 ± 1.0 U/L, 

3시간 후 18.2 ± 1.1 U/L, 6시간 후 19.3 ± 1.4 U/L으로 증가하여, 12시간 후 

20.3 ± 1.2 U/L이 되었다. 실험군에서 처음 농도 17.0 ± 0.7 U/L에서 1시간 후 

18.0 ± 0.9 U/L, 3시간 후 17.7 ± 0.8 U/L, 6시간 후 18.4 ± 1.1 U/L으로 증가하

여, 12시간 후 18.9 ± 1.1 U/L이 되었다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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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tensile force on ALP synthesis of PDL cells.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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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장력에 대한 치주인대세포의 파골세포 분화 유도인자의 발현

가. OPG와 RANKL 발현의 변화

   Densitometric 분석에서 OPG/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1.6이고 대조군에서

는 1.1으로 실험군이 높게 나타났다. RANKL/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0.5이고 

대조군에서는 0.9으로 실험군이 작게 나타났다 (Fig. 8). OPG의 시간별 변화에서 

처음에는 ( 0 hr ) OPG/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0.2이고 대조군에서는 0.3이

었다. 6시간에서는 실험군에서 0.3이고 대조군에서는 0.2이었다. 12시간에서는 실험

군에서 0.6이고 대조군에서는 0.4를 나타내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Fig. 9). 

RANKL와 OPG의 비율은 실험군에서 0.4이고 대조군에서는 0.8으로 실험군이 낮

게 나타났다 (Fig. 10).

              

                     A                            B

Fig. 8. Expression of RANKL and OPG mRNA (A). Densitometric analysis of 

RT-PCR product for RANKL and OPG (B). Tensile stress was applied to the 

cells during 12 hours. E, tensile stress; 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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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9. Time dependent expression of OPG mRNA (A). Densitometric analysis 

of RT-PCR product for time dependent expression of OPG mRNA (B). E, 

tensile stress; C, control. 

Fig. 10. Densitometric analysis of relative RT-PCR product ratios for RANKL 

and OPG. Tensile stress was applied to the cells during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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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MP-1, 8, 9, 13 및  TIMP-1의 발현

   TIMP-1/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1.3이고 대조군에서 1.1으로 나타났다. 

MMP-1/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0.9이고 대조군에서는 0.9이고 MMP-8/β

-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1.8이고 대조군에서는 1.7이고 MMP-9/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1.4이고 대조군에서는 1.6이고 MMP-13/β-actin 비율은 실험군에서 

1.1이고 대조군에서는 1.0이다 (Fig. 11).

        

            A

  

            B

         

Fig. 11. Expression of TIMP-1, MMP-1, MMP-8, MMP-9, and MMP-13 

mRNA (A). Densitometric analysis of RT-PCR product for TIMP-1, MMP-1, 

MMP-8, MMP-9, and MMP-13 (B). Tensile stress was applied to the cells 

during 12 hours. E, tensile stress; 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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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세포는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고 그 결과로 조직의 기능과 항상성이 유지된다. 

세포는 기계적 자극을 생물학적 신호로 전환시키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그리

고 물리적 자극을 받은 세포들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반응

을 한다. 피부의 섬유아세포는 복부 비만 등으로 조직이 팽창하는 경우 collagen과 

elastin의 합성이 증가되고 (Pasquale 등, 1987) 혈관 벽을 이루는 내피 세포에서는 

고혈압 질환으로 혈압이 증가하면 collagen 합성이 증가하여 (Sudhir 등, 1993) 조

직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치아 이동시 치은 조직이 압박되어 리는 부위에서는 

섬유아세포의 collagen과 elastin의 합성이 증가되고 collagen 분해효소는 감소된

다. 이러한 압박 부위 치은조직의 항상성 유지는 치아 이동을 방해하면서 치료 후 

재발에 향을 준다 (Redlich 등, 1999). 골조직은 기계적 자극의 적절한 주기와 

정도에 의해 흡수와 생성의 균형이 조절되고 항상성이 유지된다. 골조직의 흡수와 

생성의 균형에서는 적절한 수준 이하의 자극은 atrophy, 이상의 자극은 

hypertrophy의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자극의 주기와 정도가 더 커지면 fatigue 

failure와 spontaneous fracture의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Robert, 

1999). 기계적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주위의 다른 세포를 조절하면서 결과적

으로 조직의 항상성 유지와 기능 수행으로 나타난다 (Calvalho 등, 1996). 치아 이

동은 치주인대조직이 교정력이라는 물리적 자극을 치아주위의 세포와 조직에 생

화학적인 신호로 전환시키고 치조골의 흡수와 생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Roberts 등, 1981). 치조골은 우리 인체의 골조직 중에서 교합력에 견디며 기계적 

자극을 항상 받는 부위이다. 이러한 치주조직은 피동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

는 계속적인 흡수와 생성을 하는 능동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세포외 기질과 다양

한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치주인대 세포와 골아세포는 골의 

흡수와 생성을 조절하고 치조골 개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Hofbauer 등, 2002). 

이러한 세포에 향을 줄 수 있는 자극들은 PTH, 1,25-(OH)2D3, calcitonin, 

estrogen, glucocorticoid등의 전신적인 호르몬과 IL-1β, PGE2, TN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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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like growth factor (IGF)의 국소적인 cytokine뿐 아니라 운동의 기계적 자

극, 중력, 자기장, 인위적 외력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Roberts 등, 1981, 

Davidovitch, 1984, 김과 배, 1998, 윤과 이, 1998, 송과 김, 1998, 촤와 노, 2000, 

Thilander 등, 2000) 치주인대는 백악질과 치조골 사이의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며, 

치조와에서 치아를 지지해주고 치아에 가해지는 힘에 일차적으로 반응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저작이나 교합 접촉  시 또는 교정치료의 자극이 치아에 작용하면 

일차적으로 치주인대 세포와 세포외액과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며 혈관의 압박으

로 인해 치조골의 Volkmann's canals을 통해 골수로의 혈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Rygh 등, 1986, Murrell 등, 1996, Thilander 등, 2000). 치주인대조직의 반응

으로 염증세포의 출현과 함께 염증세포, 섬유아세포, 골아세포에서 분비되는 국소

적인 생화학물질인 cytokine이 생성된다. 이러한 cytokine은 치주인대 자체의 유지

나 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 치조골의 골아세포와 파골세포의 생성과 분화에 

향을 주어 치주인대 세포가 골의 흡수와 생성을 조절하도록 한다 (Thilander 

등, 2000).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치주인대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유착치와 완전히 없

는 인공매식 치아의 경우 교정력을 가하더라도 치조골개조에 의한 치아이동은 발

생하지 않는다. 치주인대 세포는 교정력의 기계적 자극을 생물학적 신호로 전환하

여 즉각적인 cytokine 유전자의 발현과 생성을 조절한다. 그리고 주위 세포를 조

절하거나 연쇄적으로 다른 cytokine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치조골 개조 반응의 

signal network을 형성한다. Roberts 등 (1981)과
 
Calvalho 등 (1996)은

 
골조직에

서의 기계적 자극에 대한 유전자 조절기전의 분자생물학적 향을 강조하 고 

Pavlin (2001)은 치주인대에 있어서 기계적 자극은 치조골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

한 조절 인자이며 치아 이동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치주인대 세포의 분자생물

학적 이해는 교정치료와 치주조직의 재생과 치유, 임플랜트, 수술후 창상치유의 증

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세포에 

기계적 자극을 가하는 분자생물학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기계적 자극에 대한 세포실험에서 자극을 주는 방법과 크기의 결정은 매우 중

요하며 지금까지도 생체의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초기 연

구에서는 교정용 확장 스크류가 연결 부착된 두 조각의 아크릴 바닥에 세포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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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접착하고 확장하여 인장력을 가하 다 (Somjen 등, 1980). Yeh 등 (1984)

은 collagen ribbon에 세포를 배양하고 반복적인 신장을 가하 고 Albert 등 

(1985)의 연구에서는 압력을 조절하여 주기적인 인장력을 가하 지만 배양용기의 

최대 변형의 한계가 있었다. Hasegawa 등 (1985)은 유연한 성장표면의 배양용기

에 주형을 위치시키고 그 위에 납으로 된 추를 올려서 배지가 신장이 되도록 하

고 Sandy 등 (1989)은 볼록한 시계유리 위에 유연한 바닥을 가진 배양용기를 

올려놓고 자극의 빈도와 정도를 지렛대의 추를 이용하여 조절하 다. Winston 등 

(1989)은 10%까지의 변형이 가능한 biaxial strain으로 주기적인 인장력을 가하는 

장치를 이용하 다. Ngan 등 (1988)과 Shimizu 등 (1994)은 배양용기의 표면적을 

5-18%까지 증가시키면서 주기적인 신장과 이완의 기계적 자극을 가하 다. 대부

분의 연구가 기계적 자극의 방법으로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배양 용기 표면적

을 늘릴 수 있도록 볼록한 주형 위에 위치시킨 후 일시에 눌러서 인장된 형태를 

유지시키는 방법 (Ngan 등, 1988, Agarwal 등, 1988, Saito 등, 1991)과 배지의 성

장표면 밑부분에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성장표면의 이완과 신장을 반복

하게 하여 주기적인 인장력을 가하는 방법 (Ngan 등, 1990, Yamaguchi 등, 1994, 

Shimizu 등, 1994)을 사용하 다. 그 결과 주기적이고 크기가 큰 인장 자극에 의

해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IL-1β와 PGE2의 생성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적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있었지만 치아이동시 치조골의 생성이 

주로 일어나는 인장부위의 인장력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골개조에 있

어서 골의 첨가는 생성이 증가하거나 흡수가 억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

아이동시 치주인대 세포가 받는 유사한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방법의 새로

운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압박부위의 효과를 폐된 배양 용기에 직

접 공기압력을 가하거나 (Yousefian 등, 1995) 배양 세포위에 유리실린더를 놓아 

직접 눌리도록 하는 방법 (Kanzaki 등, 2002)이 시도되고 있다. 인장력의 효과에 

있어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인장력을 이용하여 골생성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Long, 2000). 이 실험에서는 지속적인 인장력을 치주인대 세포에 가하는 기계적 

자극으로 결정하 고 효과적인 기계적 자극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배지에 인

장효과를 다르게 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PGE2 농도 차이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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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인장효과의 차이는 배지에 가해지는 물의 무게 증가량을 달리 적용하

고 그 결과 일시에 누른 경우에서 PGE2의 농도가 7.6 pg/ml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작은 크기의 지속적인 인장력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일시에 누르

고 유지시킨 실험에서의 약간 증가하거나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결과와 유사하

다 (최와 노, 2000). 그리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 약해져서 인장력의 효과가 

적어질수록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차이는 적어 졌다. 그래서 4000g의 물을 3시간동

안 흘러내려서 배양용기의 유연한 성장표면을 0.385g/min cm
2
로 눌러서 발생되는 

지속적인 인장력을 치주인대 세포에 가하는 기계적 자극으로 결정하 다. 

   PGE2는 IL-1β과 함께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치주질환에서는 염증부위에서 생성되고 치아 이동시에는 압박부위에서 주로 

생성되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 시켜고 치조골 흡수를 유도한다. Davidovitch 등 

(1980)의 고양이의 조직표본 연구에서는 치아 이동시 인장부위와 압박부위에서 면

역 조직 화학 염색의 결과 PGE2가 인장부위보다 압박부위에서 더 강하게 검출되

었지만 양측에서 1시간이후 증가하 다. Iwasaki (2001)는 치아이동시 치은열구액

의 IL-1β와 IL-1 receptor antagonist는 치아의 이동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Wellington 등 (2001)은 치아이동시 치은열구액을 통한 IL-1β와 

PGE2 등의 증가와 기계적 자극에 반응된 염증세포와 활성화된 골아세포를 관찰하

다. 그래서 PGE2과 IL-1β는 세포실험과 치주조직 표본 연구에서 기계적 자극

에 의해 생성되고 세포반응의 조절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PGE2는 기계적 

자극의 차이에 다르게 반응한다. 압력이 조절되는 기실을 이용하여 사람의 치주인

대 세포와 MC3T3-E1세포에 간헐적인 양 수압과 음 수압을 가한 실험 (Saito 등, 

1991, Yousefian 등, 1995)에서는 양압의 적용시 PGE2의 합성이 증가하 고 음압

의 경우 감소하여 각기 다른 양상을 보 다. 그리고 치주인대 세포에 직접 압박력

을 가한 실험 (Kanzaki 등, 2002)에서 PGE2의 mRNA 발현이 증가하 고 점진적 

인장력을 가한 이 실험에서는 PGE2의 생성이 감소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고려할 때 인장력과 압박력의 물리적 자극의 차이가 치주인대 세포의 PGE2의 생

성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PGE2의 생성은 자극의 크기에도 향을 받

는다. Yamaguchi 등 (1994)의 연구에서 9-24% 다양한 크기의 주기적인 인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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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인대 세포에 가한 경우 자극의 크기에 PGE2 생성량이 비례하 다. 일시에 과

도한 인장력을 가하거나 주기적인 인장력을 가하여 PGE2의 생성이 증가하 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장력을 가한 이 실험에서는 생성이 감소하 다. 이것은 기계

적 자극의 주기와 정도의 차이가 PGE2의 생성을 조절하여 골흡수 기전에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골형성에서도 작은 크기의 인장력을 가한 경우에는 염증성 

cytokine인 IL-1β의 생성이 억제되고 (Long 등, 2001, Alhashimi 등, 2001), ALP 

활성화(Pavlin 등, 2000)와 collagen 합성 (Duncan 등, 1984, Bumann 등, 1997)이 

증가하 다. Pavlin 등 (2000)은 쥐의 치주 인대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기계적 자

극에 의해 골형성 인자인 ALP의 초기 증가와 collagen gene 발현이 증가하여 골

형성유도 기전에 관여하는 것을 발표하 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골형성 효과의 

지표인 ALP의 12시간 이내의 변화는 없었다. 이것은 Pavlin 등 (2000)의 연구결과 

기계적 자극을 가하고 48시간이후에서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인장력에 의해 

ALP 활성화는 반응 초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골아세포와 치주인대 세포에서 분비되는 OPG과 RANKL의 coupling factor은 

파골세포 분화기전과 활성화를 조절한다. 이들 세포들은 파골세포의 분화과정에 

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RANKL, M-CSF, OPG를 생성한다 (Hofbauer 등, 

2001).  M-CSF는 파골세포의 분화과정의 시작을 유도한다. RANKL는 파골세포

의 RANK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κB,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activation receptor: ODAR)와 결합하여 분화과정을 촉진하고 파골 세포를 활

성화하며 파골세포의 apoptosis를 억제하여 골흡수 과정을 촉진한다. OPG는 

RANK와 경쟁적 결합관계로서 RANKL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만들고 RANKL를 

비활성화 시키면서 골흡수 과정을 억제한다 (Fig. 1). OPG과 RANKL의 생성 비

율은 골대사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osteoporosis의 경우는 낮게 osteopetrosis

는 높게 나타난다 (Hofbauer 등, 2000). 최근 Rubin 등 (2000)의 murine stromal 

cell에 비교적 적은 크기의 기계적 자극 (2% 10cycles/min)을 가한 실험에서 총 

세포수, thymidine uptake 와 ALP 활성도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ODF mRNA의 

발현이 감소하여 osteoclastogenesis를 억제되고 파골세포의 수가 감소하 다. 점

진적인 인장력을 가한 이 실험에서도 RANKL의 mRNA 발현이 감소하고 OP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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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발현이 증가하여 파골세포 분화기전의 지표인 RANKL/OPG가 감소하

다. 결과적으로 인장력으로 파골세포 분화 기전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러나 Kanzaki (2002)의 실험에서는 치주인대 세포가 압박력의 기계적 자극을 받고 

PGE2의 생성이 증가되고 RANKL mRNA 발현이 증가하여 압박부위의 파골세포 

분화 기전이 촉진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기계적 자극의 차이가 RANKL, 

OPG의 발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OPG의 시간별 변화에서는 인장력을 

가한 후 12시간에 증가되는 결과로 볼 때 자극에 대한 OPG mRNA 발현이 초기

에는 진행되지 않고 발현되는 일정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TIMP-1, MMP-1,8,9,13는 collagen 분해조절기전에 관여하고 파골세포 분화기전

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는 않지만 파골세포가 골표면에 부착하도록 osteoid 층을 

제거하여 간접적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RANKL, OPG와 비교하 다. 이들 인자

들의 mRNA 발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김과 배 (1998)의 인장력 자극과 

IL-1β가 치주인대 섬유아세포의 collagenase와 TIMP-1의 발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치주인대 세포에 기계적 자극과 IL-1β 투여를 한 결과 각각의 

경우 세포의 형태변화와 MMP-1와 TIMP-1 mRNA의 증가를 보고하 다. 

Bolcato-Bellemin 등 (2000)의 실험에서는 치은세포와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결과 MMP-1, MMP-2, TIMP-1은 mRNA가 유도되고 MMP-9은 유도되지 

않았다. 여러 실험들의 다양한 MMP와 TIMP의 결과는 기계적 자극의 주기와 정

도의 실험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계적 자극에 대한 치주인대 

세포의 collagen대사에 관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anzaki 

(2002)의 압박력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인장력이라는 기계적 자극의 의해 파

골세포 분화기전이 억제되며 골형성 기전과 collagen 분해조절 기전보다 먼저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이동시 골개조 기전은 압박부위에서는 압박력의 반응으로 파골세포 분화 

유도인자인 IL-1β와 PGE2의 생성이 증가하고 연쇄적으로 OPG가 감소하고 

RANKL는 증가함에 따라 파골세포 분화기전이 촉진되어 골흡수 기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인장부위에서는 인장력의 반응으로 IL-1β와 PGE2의 생성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RANKL이 감소하고 OPG이 증가함에 따라 파골세포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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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이 억제되어 골흡수 기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Fig. 12). 그러나 골대사

의 전체적인 기전 규명을 위해서는 치주인대세포, 골아세포, 파골세포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의 총괄적인 연관성뿐만 아니라 외부자극에 대한 세포내 생

물학적 신호전달 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생체의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기 위한 세포실험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의 개선과 시도가 더불

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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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response of PDL cells according to the type of mechanical strain.  

tensile effect (A) and compressive effec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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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치주인대 세포가 배양된 유연한 성장표면을 가진 배지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장력을 가하고 PGE2과 ALP의 생성량을 1, 3, 6, 12시간 후에 측정하여 골흡수

와 골형성 인자를 정량비교 하 다. 그리고 파골세포분화와 collagen 분해기전에 

관여하는 OPG, RANKL, MMP-1,8,9,13, TIMP-1의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

사를 하여 이들 물질의 m-RNA 발현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경우 1시간 후 대조군보다 PGE2의 농도가 적

었고 ( p < 0.05 )  ALP의 농도 변화는 없었다.

2.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경우 OPG의 mRNA 발현이 증가하 으나, 

RANKL의 mRNA 발현은 감소하 다.

3. 치주인대 세포에 인장력을 가한 경우 12시간 후 TIMP-1과 MMP-1,-8,-9,-13

의 mRNA 발현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 사람의 치주인대 세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장력에 대한 반

응으로 PGE2의 생성과 RANKL의 mRNA 발현은 감소하고 OPG의 mRNA 발현은 

증가하 다. 결론적으로 교정력에 의한 초기 치아이동시 인장부위에 가해지는 기

계적 자극에 의해 치주인대조직은 골형성을 유도하기 보다는 골흡수를 억제함으

로써 치조골 개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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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ogressive tensional force on mRNA expression of 

osteoprotegerin and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in the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

Joo-Kie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Ju Hwang)

   Mechanical force induces protein synthesis alteration through genetic 

control. The altered proteins in turn induces a chain reaction in order 

to maintain tissue function and homeostasis. Tooth movement is a result 

of mutual physiologic responses between the periodontal ligament and 

alveolar bone stimulated by mechanical strain. Orthodontic force induces 

the PDL to transform mechanical stimuli into a biochemical messenger 

system. This leads to tooth movement by alveolar bone apposition and 

resorption. The PDL cell and osteoblast are known to have an influence 

on bone formation by controlling collagen synthesis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ation. Moreover,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DL 

cell and osteoblast release osteoprotgerin (OPG) and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RANKL) to control the level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activation which in turn influences bone resorp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physical force between pressure 

and tensional area during tooth movement. In the pressure area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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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rption occurs by direct contact of the tooth and PDL whereas in the 

tensional area widening of the PDL space leads to bone apposition. Bone 

apposition and resorption is influenced by the frequency and amount of 

physical force.

   Two methods have been used to illuminate the the mechanism of 

cellular response to mechanical stimuli. One method applies tensional 

force at a single moment on a petripeherm dish with a flexible membrane. 

The other method creates cyclic tensional force by repeating 

contractional and tensional force. In most of these studies the result 

of tensional force application was ALP activation which stimulates bone 

formation and enhancement of IL-1β and PGE2 which stimulate bone 

resorption. But in the tensional area bony apposition is dominantly 

observed rather than bone resorption. Thus, former studies fail to 

explain the bone apposition phenomena as a result of tensional force 

since bone apposition can be stimulated by either enhancement of bone 

formation or suppression of bone resorption. Therefore a new method must 

be designed.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to apply different kinds of 

mechanical force for the tensional and pressure area. In the pressure 

area cells become pressed because of narrowing of the PDL space whereas 

in tensional area cells are elongated because of widening of the PDL 

space. Secondly, the force level should be as high as above the 

threshold level but should not be as high to be harmful to the cell. The 

last thing to consider is that the force should be continuously applied 

so that many cells can be influenced.      

   In this study, progressively increased, continuous tensional force 

was applied to PDL cells. The objective was to find out which kind of 

biochemical reactions occur after tensional force application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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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e the alveolar bone resorption and apposition mechanism. 

Continuous and progressively increased tensile force was applied to PDL 

cells cultured on a petriperm dish with a flexible membrane. The amount 

of PGE2 and ALP synthesis were measured after  1,3,6 and 12 hours of 

force application. Secondly, RT-PCR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OPG and 

RANKL which control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MMP-1,8,9,13 and 

TIMP-1 which regulate the resolution of collagen and resorption of 

osteoid layer.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one hour of tensile force application to PDL cells the amount 

of PGE2 was smaller compared to control ( p< 0.05 ) and there was no 

change in the amount of ALP.

2. The amount of OPG mRNA expression increased for the PDL cells after 

12 hours of tensile force application whereas the amount of OPGL mRNA 

expression decreased. 

3. There was no difference considering the amount of TIMP-1, MMP-1, 

MMP-8, MMP-9, MMP-13 mRNA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after 12 hours 

of tensile force application to PDL cel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progressively 

increased, continuous force application to human PDL cells reduces PGE2 

synthesis, increases OPG mRNA expression and reduces RANKL mRNA 

expression. Therefore the initial response to tensional force in the PDL 

is characterized by suppression of osteoclastogenesis rather than bone 

formation mechanism. 

                                                                         

Key word: mechanical strain, periodontal ligament cell, osteoprotegerin,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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