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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 2 형 교원질과 TGF-β 1의 MAP kinase 를 통한 관절  

연골세포의 특이 유전자 발현 조절  

 

 

 

관절 연골 (articular cartilage)의 손상은 재생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여러 

방법의 연골 재생이 시도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연골 세포의 주요한 세포외 산물인 

제 2 형 교원질 (type II collagen)이 단순한 세포 산물이 아닌 동적인 작용으로 

TGF-β 1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1) 등의 성장 인자와 같이 연골세포의 

탈분화 (dedifferentiation)를 방지하고 세포의 표현형 유지와 연골 세포의 특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이러한 조절이 Mitogen activated protein (MAP) 

kinase 의 경로를 통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층 배양 및 alginate 

삼차원 배양에서 세포 표현형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세포외 교원질의 부착에 

관여하는 integrin 의 발현 변화를 면역형광 염색으로 관찰 하였으며, Western 

blot 으로 integrin 및 MAP kinase 의 발현 및 활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 반응으로 제 2 형 교원질 및 aggrecan 유전자의 mRNA 

발현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로 제 2 형 교원질이 피복(coating)된 배양 

조건의 관절 연골세포에서는 7일까지 integrin α 2, FAK (focal adhesion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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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증가되었으며, 신호 전달 물질인 ERK의 인산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의 차이는 연골세포 내 세포 골격 (cytoskeleton)의 

변화와 세포 모양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절 연골세포의 형태와 특이 유전자 발현은 

intergin α 2 β 1-FAK 신호 전달 (signaling)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Alginate bead 배양 상에서 ERK의 활성은 TGF-β 1과 제 2 형 교원질에 의해 각각 

활성화되었으며 두 요소가 같이 처리된 군에서 ERK의 활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col2A1, aggrecan mRNA 는 TGF- β 1 뿐 아니라 제 2 형 교원질에 

의해 발현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골세포와 제 2 형 교원질의 

상호 작용이 integrin α 2β 1-FAK 복합체(complex)를 통해 ERK1/2 를 활성화 

시키고 결국 col2A1 mRNA 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미 알려진 TGF-β 1의 수용체를 통해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 시키는 

Ras-raf-ERK 기전과 더불어 세포 외 기질인 제 2형 교원질 역시 integrin-FAK를 

거쳐 MAP kinase 의 활성화로 연골 세포의 특이 유전자 발현과 그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 연골세포, 제 2 형 교원질, TGF-β 1, 탈분화, MAP kinase, Integ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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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절 연골은 외상 및 퇴행성 변화 후 매우 제한된 치유 능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관절면에서 연골세포가 조직학적, 생화학적, 그리고 생역학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재생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1.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관절 

연골의 재생 (regeneration) 조직은 초자 연골 (hyaline cartilage)이 아닌 섬유성 

연골로 대치됨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연골을 재생 시키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임상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 Brittberg 등이 발표한 자가 연골세포 이식법은 손상된 연골을 초자 연골로 

재생시킬 수 있는 최초의 보고였으며, 이 후 이러한 세포 이식을 통한 근골격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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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은 조직 재생의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1-3. 동물 실험을 통하여 연골의 

재생이 시도되어 지고 있으며 특히 연골 세포와 골수 간질 세포가 골연골 결손 

부위에 여러 가지 생체 재료와 함께 이식되고 있다4. 이식된 골수 간질 세포는 

결손부에서 초자 연골을 형성하지만 재생된 조직의 관절면에서 지속적 마모에 의해 

얇아지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식된 연골세포는 결손 부위를 채우는 초자 

연골의 형성과 매우 안정적인 연골의 표현형을 보이지만 주변의 숙주 조직과 

융합되지 못하는 단점을 보인다 1-4.  

이식된 연골세포의 초자 연골 형성, 안정적 연골 형성 및 생체 내 부착 등 세포의 

기본적 생물학적 기능은 결국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발현 및 활성의 조절은 다양한 신호 전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하나의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기전에는 복잡한 신호 전달 과정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연골 세포의 기능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골세포의 특정 신호 전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골 재생을 위한 필수적 조건은 세포가 주변의 조직 및 생체 재료와 부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포의 부착은 세포 부착 물질에 의해 매개되는데, 그 중 

integrin이 가장 대표적인 세포 부착 물질의 하나이다5,6. Integrin을 매체로 하는 

세포 부착의 상호작용은 세포의 성장, 사멸, 분화, 형태 및 세포의 이동 등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 뿐 아니라, 종양의 성장 및 전이의 조절에 관계한다5,7-9. 

Integrin은 세포 부착의 단순한 중개자 역할 뿐 아니라 세포막을 통한 생화학적 

신호 전달의 변환자 (transducer)의 역할도 수행한다10,11. 국소 부착 (focal 

adhesion)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세포질 내에 protein tyrosine kinase의 발견은 

integrin을 매개로 하는 신호 전달을 이해하게 하였다. 따라서, integrin에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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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 (focal adhesion kinase)는 integrin의 신호 전달 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AK 조절과 integrin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 내 전달 

과정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12,13.  

관절 연골이 손상 받은 후 충분한 치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한가지 중요한 설명은 적절한 자극 조절 인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절 연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장인자로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1 (TGF- β 1), insulin like growth factor-I (IGF-I),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epidermal growth factor (EGF)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TGF- 

β 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8.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화 및 

합성된 세포외 기질의 종류 등이 연골세포 배양 시 첨가한 peptide cytokine에 

의하여 변화된다고 하며, 이는 관절 연골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단지 외부 자극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Scully 등에 의하면 연골세포에서도 관절 연골 특이적인 제 2형 

교원질에 의해 TGF-β 1의 역할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19. 연골세포를 분리하여 

시험관 내에서 배양할 때 연골세포는 탈분화 과정을 통하여 연골세포 특유의 

표현형이 소실되게 되는데 이러한 탈분화 과정을 방지하며 연골세포의 표현형을 

유지하여 주는 배양 방법 중의 하나인 alginate bead에 연골세포 배양을 할 때 제 

1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과 제 2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으로 나누어 배양하면서 

TGF-β 1(10ng/ml)을 투여하면 제 2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의 경우에서 세포의 

증식이나 단백다당(proteoglycan)의 합성이 제 1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 2형 교원질에 의한 

TGF-β 1의 기능 변화가 관절 연골의 조절 기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16-18. 

제 2형 교원질은 관절 연골에서 가장 많은 교원질이며, 관절 연골의 기본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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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제 2형 및 6형 교원질은 세포의 부착에 관계하는 Arg-Gly-Asp (RGD) 

서열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RGD 서열을 함유하는 기질은 관절 연골세포에 

의한 integrin의 표현과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 2형 교원질에 

의한 TGF-β 1 작용의 상승 기전이 integrin β 1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고하였다10,14,19,20.  

이러한 세포 내 과정에서 integrin 수용체 신호에 의한 FAK의 tyrosine 인산화는 

integrin 구성 요소 중 세포질 내 domain의 과표현 (overexpression) 및 성장 

인자에 의하여 유도된다고 한다. 인산화된 FAK 신호전달은 C-terminal SH2 

domain과 N-terminal phosphotyrosine-binding domain으로 특징 지워지는 SH2 

물질로 전해지고, Ras-MAP kinase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Shc (Src homology collagen) 단백은 insulin 수용체, fibroblast growth 

factor 수용체와 epidermal growth factor 수용체 등과 같은 수용체의 tyrosine 

kinase에 의해서도 활성화 된다. 이러한 신호 전달 경로가 integrin과 성장 인자에 

의하여 상호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TGF-β 에 의해 자극된 전사 

인자가 Sp-1과 Smad3/Smad4에 의해 제 1형 교원질 발현이 상승됨을 보고한 바 

있다16-18,21.  

이러한 신호 전달 과정은 최종적으로 핵 내로 신호가 전달됨으로써 여러 전사 

인자를 활성화 시키고, DNA와의 결합을 유도하여 목적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GF-β 1에 의해 자극된 제 1형 교원질 발현이 전사인자 Sp1과 Ap1, 

Smad3/Smad4에 의해 상승됨이 보고되었고, c-fos유전자 또한 Erk1/Erk2 MAP 

kinase와 STAT의 두 신호 전달 과정이 관여하여 그 발현이 조절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유전자에 여러 종류의 전사 인자가 관여하여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22,23.  이에 본 연구는 integrin을 통한 제 2형 교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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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TGF-β 1의 작용에 의해 관절 연골에 필수적인 제 2형 교원질과 단백다당 

(proteoglycan)의 발현, 증식 및 세포 표현형 유지에의 상승 효과가 어떠한 신호 

전달 기전을 통하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TGF-β 1의 작용 경로의 하나로 밝혀진 MAP kinase를 매개로 제 2형 

교원질이 단순한 세포 산물이 아닌 동적인 물질로서 작용 및 상승 작용을 하는 

기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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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골세포의 분리 배양 

 

돼지의 슬관절을 개방되지 않은 상태의 신선상태로 구입하여 관절 연골을 채취한 

다음 PBS에 세척한 후, 연골을 가위로 잘게 자른다. 연골 조직의 무게를 측정하여, 

1 g에 대하여 0.1% collagenase (Worthington Biochemical corporation, 

Lakewood, NJ, U.S.A)와 0.065% hyaluronidase (Worthington Biochemical 

corporation)가 포함된 효소 용액을 만들었다. 연골 조직을 효소 용액에서 37℃, 

15시간 동안 처리하여 조직을 녹인 후,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추출하였다. 10% 

우태 혈청이 함유된 Dulbecco’ s modified Eagle’ s medium (DMEM, GIBCO-BRL, 

Grand Island, NY, U.S.A)으로 10일간 배양하였다.  

 

 

2. 제 2형 교원질에서의 연골세포 배양 및 탈분화 유도 

 

제 2형 교원질 1 μ g/ml (Chondrex, Redmond, WA, U.S.A)의 코팅은 10 cm 세포 

배양 용기에 4℃, 12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비특이적 세포 부착을 억제하기 위해 

1% bovine serum albumin (BSA)을 37℃, 1시간 동안 코팅하였다. Alginate bead 

배양은 제 2형 교원질과 동량의 low viscosity alginate 용액을 섞은 다음 세포의 

농도가 2 x 106 cells/ml 이 되도록 조절하여 1.2% alginate에 함유되도록 하여 102 

mM CaCl2 용액에 19 gauge 주사침을 이용, 한 방울씩 bead를 형성하였다. 0.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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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용액으로 세척 후 배양을 시작하였다. 배양은 0.5% FBS, 1X 

insulin-transferrin-selenium (ITS, GIBCO-BRL)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격일로 10 ng/ml의 TGF-β 1 (R&D, Minneapolis, MN, U.S.A)과 MEK 억제제로서 

15 mΜ의 U0126 (Promega, Madison, WI, U.S.A)를 첨가하였다.  탈분화 과정은 

연골세포가 30%의 confluence로 아무 것도 첨가 되지 않은 저밀도 단층 배양에서 

시행하였다. 0.1% Trypsin-EDTA(GIBCO-BRL)를 처리하여 110일 동안 계대 

배양하였다.         

 

 

3. 면역형광 염색 (Immunofluorescence staining) 

 

면역형광 염색은 배양된 bead를 para-formaldehyde 고정 후 파라핀 

(paraffin)에 포매시키고, 5 μ m 절편 및 탈파라핀 (deparaffinization) 후 cold 

methanol에서 15분간 고정하고 PBS로 세척 후  integrin α 1, α 2, α 5와 β 1의 

일차 항체를 실온에서 5시간 반응 후 FITC (Santa Cruz, Santa Cruz, CA, 

U.S.A)(diluted 1:80)와 PI (Santa Cruz)(diluted 1: 500)가 붙은 goat-anti 

rabbit immunoglobulin으로 1시간 실온에서 반응 후 세척하여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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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stern blot analysis 

 

세포를 lysis buffer (8.5% sucrose, 50 mM NaCl, protease inhibitors, 1 mM 

PMSF)를 함유한 25 mM Tris-HCl (pH 7.4)에 부유시켰다. 이 후 polytron 

homogenizer를 사용하여 세포 균질액을 만든 뒤, 4°C 14,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새 시험관에 옮겼다. 단백질 정량을 위해 

각각의 균질액 4 µl에 16 µl의 증류수를 첨가하였고, 대조군으로 BSA (5 µg/µl) 

0-6 µl에 증류수 20-14 µl를 첨가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정량법에 

따라 980 µl 의 단백질 정량 시약 (Bio-Rad, Hercules, CA, U.S.A)을 첨가하여 

섞은 뒤 이 중 200 µl를 취하여 흡광도 595 nm에서 정량하였으며, 실험 전까지 

-70°C에서 보관하였다. 세포 추출액을 8-12%의 polyacrylamide gel 

(polyacrylamide : bis-acrylamide = 29 : 1)을 사용하여 130 V에서 2시간 동안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 영동이 끝난 후 3시간 동안 50 V의 전류를 흘려 

단백질들을 gel로부터 PVDF membrane (Amersham Phamacia, Piscataway, NJ, 

U.S.A)으로 옮긴 다음 5%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1X TBST (100 mM Tris (pH 

7.5), 1.5 M NaCl, 0.5 % Tween-20) 용액으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Membrane은 일차 항체가 첨가된 1 %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TBST로 실온에서 

3시간 동안 천천히 흔들면서 일차 항체 (p-ERK, ERK, p-p38, p-38, p-JNK, 

JNK)(Santa Cruz)를 부착시켰다. 일차 항체 반응 후  membrane을 10분 

간격으로 1X TBST로 3회 세척한 뒤 1 %의 무지방 우유를 함유하는 TBST에 

이차 항체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차 항체에 의한 

반응이 끝나면 1X TBST를 사용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이후 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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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ting detection kit (Amersham pharmacia)를 이용하여  X-ray 

필름에서 현상하였다. 

 

5.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 반응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Neasy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여 cDNA 합성에 사용될 

total RNA를 분리한 후,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260 nm와 28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 유출액 내의 total RNA를 정량하였다. 분리한 각각 세포의 total 

RNA 1 µg을 Omniscript kit (QIAGEN)를 이용하여 37°C에서 1시간, 95°C에서 

5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각각 합성된 cDNA  2 µl에 10 pM의 sense 

primer와 10 pM의 antisense primer를 첨가한 후 0.2 U의 Taq DNA 

polymerase를 혼합하여 최종 부피 50 µl가 되게 하여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시행하였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은 제 2형 교원질 (32 cycles, sense; 5’ -CCT GTT CTG 

AGA GGT CTT CC-3’ ,antisense; 5’ -CTT CAC CAG GAA CGC CCT GA-3’ ), 

제 1형 교원질 (25 cycles, sense; 5’ -AGA CAT CCC ACC AGT CAC CT-3’ , 

antisense; 5’ -GTG GGT GAC ACC TCG CCT TC-3’ ), aggrecan (25 cycles, 

sense; 5'- CCT CTC GAA ATT GAG TCC TC-3’ , antisense; 5’ -TTT ACA 

CGT GAA GGG CAG CT-3’ )의 각각의 primer를 제작하여 증폭하였으며, 반응이 

끝나면 반응액 중 10 µl를 취하여 1.5 % (w/v) agarose gel 전기 영동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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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제 2형 교원질에서의 연골세포 단층 배양 및 세포 형태 

 

트립신 처리된 연골세포를 제 2형 교원질이 코팅된 세포 배양 용기 (제 2형 

교원질 군) 및 코팅하지 않은 세포 배양 용기 (tissue culture plastic, TCP 군)에 

떨어뜨린 후, 1시간째부터 부착을 확인하였고, TCP 군에서 배양 7일째 세포질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 모양이 길쭉해지는 연골세포의 탈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 형태로 변하였다 (그림 1A-1B). 반면 제 2형 교원질에 부착된 연골세포는 

세포 배양 용기에서 배양된 연골세포와 달리 고유의 둥근 세포 모양을 7일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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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제 2 형 교원질에서의 연골세포 단층 배양 시 세포 형태의 변화. 제 2 형 

교원질에서 단층 배양 1 일째 연골세포 (A) 및 시간별 부착 세포 모양 (B). 10 cm  

세포 배양 용기를 1 µg/ml 의 제 2 형 교원질로 코팅한 후, 코팅되지 않은 부위는 1% 

BSA 용액으로 코팅하여 비특이적 세포 부착을 방지하였다. 코팅하지 않은 세포 배양 

용기 (TCP군)와 제 2형 교원질을 코팅한 세포 배양 용기에 연골세포를 각각 1 x 106 

cell 을 떨어뜨려, 10 % 우태 혈청이 포함된 배지에서 7 일간 배양 결과, 제 2 형 

교원질이 없는 배양 용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세포 모양이 섬유 세포처럼 

길어지는 탈분화를 보이며, 제 2 형 교원질이 있는 경우 연골 세포 고유의 둥근 

모양이 더 많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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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세포외 기질에 따른 integrin 발현의 면역형광 염색 

 

삼차원 배양되는 연골 세포에 세포외 기질을 넣지 않은 군과 제 1형 교원질을 

넣은 군, 제 2형 교원질을 넣은 군 그리고 fibronectin을 넣은 군에서 각 

integrin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배양 4일째 면역형광 염색 시 integrin α 2는 

세포외 기질이 없는 군과 제 1형 교원질, fibronectin을 준 군에 비해 제 2형 

교원질 군에서 세포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배양 7일째 제 2형 교원질 

군은 세포외 기질이 없는 군과 제 1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에 비해 integrin α 2, 

β 1의 세포 발현이 증가함을 보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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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포외 기질에 따른 integrin 발현의 면역형광 염색(Immunofluorescence 

staining). 배양 4 일째 면역형광 염색 시 integrin α2 는 세포외 기질이 없는 군과 

제 1 형 교원질, fibronectin 을 준 군에 비해 세포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배양 7일째 제 2형 교원질 군은 세포외 기질이 없는 군과 제 1 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에 비해 integrin α2, β1 의 세포 발현이 증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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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형 교원질에서 단층 배양된 연골세포의 Integrin 및 FAK 단백질 발현 

 

무릎 관절에서 분리하여 10일간 단층 배양한 연골세포는 integrin α 1, α 2 및 

β 1의 발현을 보였고, integrin α 5와 FAK 발현은 매우 낮게 관찰되었다 (그림 3). 

Integrin α 2와 FAK 발현은 제 2형 교원질 부착 후, 7일째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반면 integrin α 1 및 β 1 발현은 제 2형 교원질에 부착한 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Integrin α 5는 TCP 군에서 4일과 7일째 제 2형 교원질 군의 

연골세포에 비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세포외 기질이 없는 단층 배양 시, 

연골세포의 탈분화는 세포외 기질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한 FAK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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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 2 형 교원질에서 배양된 연골세포의 integrin 및 FAK 단백질 발현의 

western blot. 트립신 처리된 연골세포를 1 ug/ml 의 제 2 형 콜라젠이 코팅된 

배양용기에서 7 일간 배양한 후, 각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총 20 µg 의 전체 

세포단백질을 8 % SDS-PAGE를 실시한 후, PVDF로 단백질을 이동시켜 1 % skim 

milk 용액에서 각 단백질에 대한 단일 항체와 반응시켰다. 단백질량을 정량하기 

위한 대조군으로 GAPDH 항체를 이용하였다. Integrin α 2 와 FAK 발현은 제 2 형 

교원질 부착 후, 7 일째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반면 integrin α 1 및 β 1 발현은 제 

2 형 교원질에 부착한 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Integrin α 5 는 TCP 군에서 

4 일과 7 일째 제 2 형 교원질 군의 연골세포에 비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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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분화에 따른 제 2형 교원질과 FAK 발현의 변화 

 

제 2형 교원질이 포함되지 않은 단층 관절 연골세포 배양 시 형태학적 변화 상 

시간 경과에 따라 연골세포가 섬유세포와 유사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탈분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그림 4), 총 110일까지 관찰 하였을 때 FAK와 제 2형 

교원질의 합성 정도와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그림 4. 제 2 형 교원질이 없는 단층 배양 (Monolayer culture) 상 연골세포의 

탈분화. 제 2 형 교원질이 없는 군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절 연골세포가 그 

형태학적 특성을 소실하는 과정을 통해 섬유세포와 유사한 세포 형태로 

변화되었다. 

 

5d 10d 20d 

30d 40d 50d 



 19

21   34   43   58   77   86

Monolayer culture

day

No 
culture

Type II Collagen

Fresh 
P.CDR 10d     40d      70d     110d

FAK

GAPDH

 

그림 5. 탈분화 세포에서의 FAK와 제 2형 교원질의 발현 변화. 저밀도 단층 

배양을 통해 유도된 연골세포의 탈분화되는 과정에서 FAK 발현 감소가 제 

2형 교원질 mRNA 합성의 감소와 일치됨을 보였다. 

 

 

5. 제 2형 교원질에서 단층 배양된 연골세포의 MAP kinase 활성화  

 

연골세포의 제 2형 교원질 부착 후, integrin-FAK를 통해 특이적인 세포 신호 

전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림 3), 하위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서 MAP kinase 활성을 보기 위해 ERK, JNK, p38 인산화를 측정하였다.  

세포 부착 후, ERK1/2는 TCP 군에서 1시간, 10시간, 7일에서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었고, 제 2형 교원질 군은 1시간부터 7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6A). 반면, 

JNK와 p38의 인산화는 두 군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 부착 후, 7일째 

TCP 군의 제 2형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는 반면, 제 2형 교원질 군은 1일째 발현 

정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6B). 4일째 모든 군에서 제 2형 교원질 발현이 

현저히 감소함은 단층 배양에서 저밀도의 연골세포 배양 시에 일어나는 탈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7일째, 두 군에서 모두 증가된 제 2형 

교원질의 발현은 ERK1/2의 활성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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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제 2 형 교원질에서 단층 배양된 연골세포의 MAP kinase 활성화. 제 2 형 

교원질에 부착 후, 30 분에서 7 일까지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12 % SDS-PAGE 를 

실시한 후, ERK 및 p-ERK 에 특이적인 항체와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 ERK 활성화와 유전자 발현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1, 4 및 7 일째 total 

RNA 를 추출하여 제 2 형 교원질의 mRNA 발현을 RT-PCR 로써 관찰하였다 (B). 

세포 부착 후, ERK1/2 는 TCP 군에서 1 시간, 10 시간, 7 일에서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었고, 제 2 형 교원질 군은 1 시간부터 7 일까지 지속되었다 (A). 세포 부착 후, 

7일째 TCP 군의 제 2형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는 반면, 제 2형 교원질 군은 1일째 

발현 정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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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층 배양에서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연골세포의 세포 형태 

 

제 2형 교원질과 연골세포의 부착에 의한 세포 신호 전달은 연골세포의 표현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하였고, 세포와 세포외 기질의 결합 

외  TGF-β1에 의한 연골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화 및 표현형을 

관찰하였다. TCP군과 10 ng/ml TGF-β1을 투여한 군에서의 세포 모양은 

섬유아세포와 유사한 탈분화적 세포 형태를 보였으며, 제 2형 교원질 군 및 

TGF-β1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연골세포의 고유 세포 형태가 유지되었다 (그림 

7).  

 

그림 7.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연골 세포 형태. 10 cm 세포 배양 

용기에  1 µg/ml 농도의 제 2형 교원질을 코팅한 후, 0.5% 우태 혈청 및 1X 

ITS가 첨가된 배지에서 10 ng/ml의 TGF-β1을 첨가하였다. 두 신호 전달의 상승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TGF-β1의 외부 자극은 세포의 부착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TCP군과 10 ng/ml TGF-β1을 투여한 군에서의 세포 모양은 

섬유아세포와 유사한 탈분화적 세포 형태를 보였으며, 제 2형 교원질 군 및 

TGF-β1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연골세포의 고유 세포 형태가 유지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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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차원 배양에서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연골세포의 MAP kinase 

활성화 

   

연골세포의 탈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alginate bead 배양을 통한 삼차원적 

배양 방법을 이용하여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세포 신호 전달의 

활성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8).  ERK의 활성화는 alginate bead 삼차원 배양 후, 

30분에서 10시간 동안 나타났으며,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 2형 교원질이 첨가된 경우 배양 10시간에 최고의 활성도를 

보였으며, TGF-β1를 투여한 군에서는 1일까지 활성도를 유지한 후에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의 두 자극을 동시에 주었을 경우, 초기 

30분부터 배양 7일까지 전 시간에서 활성화되었으며, 7일째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ERK와 달리 p38과 JNK는 모든 군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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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8. 삼차원 배양에서의 제 2 형 교원질 및 TGF-β 1 에 의한 연골세포의 ERK 

(A), p38 (B) 활성화. 10 일간 단층 배양 된 연골세포를 1.2% alginate bead 에 

5x104 cells/bead 이 되도록 하여 0.5% 우태 혈청 및 1X ITS 가 포함된 배지에서 

7 일간 배양하였다. 제 2 형 교원질은 최종 농도 2 mg/ml 로 하여 alginic acid 과 

혼합하였으며, TGF-β1 은 격일로 10 n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ERK, p-ERK, p38 

및 p-p38 에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12% SDS-PAGE 를 통한 western blot 을 

실시하였다. 음성 대조군으로 외부 자극이 없이 alginate 에서 배양된 연골세포를 

사용하였다 (AL). ERK 의 활성화는 alginate 삼차원 배양 후, 30 분에서 10 시간 

동안 나타났으며, 제 2 형 교원질 및 TGF-β1 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 2 형 

교원질이 첨가된 경우 배양 10 시간에 최고의 활성도를 보였으며, TGF-β1 를 

투여한 군에서는 1 일까지 활성도를 유지한 후에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 2 형 

교원질 및 TGF--β1 의 두 자극을 동시에 주었을 경우, 초기 30 분부터 배양 

7 일까지 전 시간에서 활성화되었으며, 7 일째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ERK 와 

달리 p38 과 JNK 는 모든 군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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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차원 배양에서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연골세포의 유전자 발현 

 

Alginate bead를 이용한 삼차원 배양에서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의 세포 신호 

전달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1일, 4일간  유전자 발현을 

RT-PCR로 관찰하였다 (그림 9). 연골세포의 특이적 유전자인 제 2형 교원질 및 

aggrecan과 음성 대조군으로서 제 1형 교원질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제 

2형 교원질의 유전자 발현은 세포외 기질로서 제 2형 교원질이 존재할 때 1 

일째에서 발현하였으며,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가 동시에 처리된 군은 4 일째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Aggrecan 유전자는 alginate bead의 삼차원 

배양과 제 2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 TGF-β1 첨가 군에서는 매우 미미하게 

관찰되었으며, 특히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이 동시에 처리된 경우 1 일째 및 

4 일째까지 그 발현이 유지되었다. TGF-β1에 의한 ERK의 활성 억제는 MEK 

억제제인 U0126을 TGF-β1 투여 전 30분간 15 µM의 농도로 처리 시 col2A1, 

aggrecan 유전자의 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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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에 의한 연골세포의 유전자 발현. Alginate 

bead를 이용한 3차 배양에서 2 mg/ml의 제 2형 교원질 및 10 ng/ml TGF-β1 

투여 후, 연골세포의 특이적 유전자에 대한 mRNA 발현을 측정하였다. TGF-β1에 

의한 ERK의 활성 억제는 MEK 억제제인 U0126을 TGF-β1 투여 전 30분간 15 

µM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제 2형 교원질의 유전자 발현은 세포외 기질로서 제 

2형 교원질이 존재할 때 1일째에서 발현하였으며,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가 

동시에 처리된 4일째에서 발현하였다. Aggrecan 유전자는 alginate bead의 

삼차원 배양과 제 2형 교원질을 첨가한 군, TGF-β1 첨가 군에서는 매우 미미하게 

관찰되었으며, 특히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이 동시에 처리된 경우 1 일째 및 

4 일째까지 그 발현이 유지되었다. U0126처리 시 col2A1, aggrecan 유전자의 

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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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세포외 기질의 신호 자극은 세포의 분화, 증식, 형태 및 유전자 발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연골세포는 풍부한 제 2형 교원질을 포함하여 그 외 6형, 

9형 및 11형 교원질과 단백다당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세포외 

기질들에 의해 연골세포의 대사가 조절되어진다. 또한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외 

기질은 세포의 대사 뿐만 아니라, 하중을 견디고, 외부의 손상을 완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골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성된 제 2형 

교원질은 세포막 수용체를 통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반복적인 신호 자극은 골관절염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연골세포를 시험관 단층 배양 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 연골세포의 고유 특성을 

잃어버리는 탈분화가 진행되며, 탈분화가 진행되는 연골세포를 삼차원 배양 혹은 

성장 인자의 자극에 의해 연골세포의 고유 유전자 발현이 재발현 혹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연골의 주 구성 성분인 제 2형 교원질과 연골세포의 

부착 후 일어나는 세포 내 세포 신호 전달 기전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관절에서 분리한 연골세포를 제 2형 교원질에 부착 후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 및 유전자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외부 자극으로서 제 

2형 교원질 뿐만 아니라, 성장 인자가 연골세포의 신호 전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 2형 교원질에서 단층 배양된 연골세포는 코팅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연골세포의 형태를 7일간 유지하였다. 연골세포의 탈분화는 저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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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단층 배양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현상으로서, 고유의 제 2형 교원질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고, 세포 모양이 둥근 형태에서 섬유아세포와 유사한 길쭉한 

형태로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연골세포를 제 2형 교원질에서 배양함으로써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세포 형태의 유지는 세포외 기질과 

연골세포의 부착 후 일어나는 여러 세포 신호 전달에 의해 조절되어지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integrin과 FAK 발현 및 MAP kinase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트립신 처리된 연골세포를 단층 배양 하였을 때, integrin α 1, 

α 2 및 α 5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제 2형 교원질 부착 후 음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integrin α 2와 FAK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 

2형 교원질의 부착 후 세포 신호 자극이 integrin α 2 와 FAK에 의해 매개 

되어짐을 시사한다. 연골세포는 integrin α 2 subunit과 β 1 subunit을 통해 제 1형 

및 제 2형 교원질에 부착하며, 이를 α 2 및 β 1에 대한 특이적 항체로 억제하였을 

때 세포 부착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9,24. 또한, 세포외 기질과 

integrin의 결합 특이성은 α  subunit에 결정되어지므로, 본 연구 결과의 integrin 

α 2 발현 증가는 연골세포와 제 2형 교원질 결합에 있어서 integrin α 2의 

우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세포외 기질의 외부 자극은 세포막 수용체인 integrin에 의해 전달되며, 이러한 

신호 전달은 integrin과 결합하는 신호 전달 단백질들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단백질이 FAK이며, FAK는 integrin β 1의 cytoplasmic domain과 직접 결합하고, 

p130cas, Shc, paxillin 및  MAP kinase의 활성에 영향을 준다13.  본 연구 

결과에서 integrin-FAK에 의한 세포 신호 전달이 MAP kinase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트립신 처리하여 부착되지 않은 

연골세포는 제 2형 교원질 부착 후, integrin α 2 및 FAK의 발현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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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음성 대조군인 TCP 군과 달리 ERK1/2의 활성이 7일까지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ERK1/2의 활성은 제 2형 교원질 mRNA 발현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세포 배양 용기에서도 ERK1/2의 활성화를 보였으나, 이는 

ERK의 활성화에 FAK 이외의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FAK를 

경유하지 않은 다른 신호 전달 경로로는 caveolin, Shc등의 단백질이 있으며, 

이를 통한 ERK의 활성화가 보고 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의 

ERK 활성화는 제 2형 교원질과 연골세포의 부착에 의한 구별된 세포 신호 전달 

활성화임을 의미하였다25.  

제 2형 교원질은 연골세포 형태의 유지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골세포의 탈분화 과정에 있어서 소실되는 연골세포의 

제 2형 교원질 및 단백다당 (aggrecan)의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골관절염에서도 관찰되어지는 연골세포의 탈분화는 삼차원 배양 및 성장 

인자에 의해 재분화가 유도됨이 보고되어 왔다. 특히 TGF-β1는 연골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제 2형 교원질 생산과 단백다당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GF-β1의 세포 신호 전달은 TGF-β 수용체를 통해 전해지며, MAP 

kinase의 활성화를 통해 제 2형 교원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Scully 등에 의하면 

제 2형 교원질을 포함한 삼차원 배양 시 TGF-β1은 단백다당의 합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외 기질과 TGF-β1의 세포 신호 전달에 의한 상승 

기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14,16-19,25-27. 본 연구 결과에서 세포외 기질과 TGF-β1의 

세포 신호 전달을 MAP kinase에서 살펴보았으며, ERK의 활성화는 세포외 기질 

혹은 TGF-β1만이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1일 이후 그 활성이 감소하는 반면, 제 

2형 교원질과 TGF-β1을 함께 투여한 경우 배양 7일째 ERK의 활성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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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이 결과는 세포외 기질과 TGF-β1의 신호 전달 활성화가 4일 이후 

상승되어 시너지 효과 (synergic effect)로 나타남을 의미하며, 유전자 발현은 

4일째 제 2형 교원질과 aggrecan의 발현이 유도되었다. 세포 신호 전달의 시너지 

효과에 의한 유전자 발현은 특정 세포 신호 전달 물질 및 특이적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받은 전사 인자들의 작용에 의해 유전자 발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유사 보고들을 살펴보면, TGF-β1에 의한 제 1형 교원질의 상승은 

전사인자 Sp1과 smad3/smad4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c-fos 유전자는 

ERK와 STAT의 두 신호 전달 과정이 관여하여 조절됨이 보고 되었다16,22,24,28.    

섬유아세포에서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과 TGF-β1을 동시에 

처리 하였을 경우, 교원질 합성이 증가된 것은 p38의 활성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제 2형 교원질 및 TGF-β1의 

자극에 의해 제 2형 단백질 및 aggrecan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제 2형 교원질 및 aggrecan의 유전자 합성이 증가된 것이 

ERK의 활성화에 한정 되었다기보다는 그 외 smad, STAT등의 다른 신호 전달 

물질 및 전사 인자의 작용에서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ERK의 활성화에 의해 조절받는 전사인자들 즉 Elk1, Elk2 및 

CREB 등과 제 2형 교원질 발현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탈분화 연골세포의 재분화 시 세포외 기질이 TGF-β1 등의 성장 

인자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전에 MAP kinase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27,28. 서로 다른 기능의 외부 자극이 ERK 신호 전달 경로를 공통적으로 

경유하며, 이로써 ERK 활성화를 매개로 하는 유전자 발현에 상승 효과를 

제시하여 준다 (그림 10).  따라서, 관절 연골은 세포, 기질, 성장 인자 등의 

3요소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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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관절 연골 질환의 병리 (pathogenesis) 이해와 조직 재생에 응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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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세포 외 기질 인 제 2형 교원질의 세포 내로의 동적인 작용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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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실험에서 관절 연골에서는 제 2형 교원질 피복된 세포 배양 용기(TCP)에서 

세포는 7일까지 integrin α 2, FAK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대조군인 TCP에서의 

세포는 ERK가 1 시간, 10 시간, 7 일에 약하게 발현하나 제 2형 교원질이 첨가된 

세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유지되고 그 인산화도 증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세포내 신호 전달 과정의 차이는 연골세포 내 세포 골격(cytoskeleton)의 변화와 

세포 모양(cell morphology)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며 관절 연골 세포의 

형태와 특이 유전자 발현은 intergin α 2 β1-FAK 신호 전달(signaling)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alginate bead 배양상에서 ERK는 TGF-β1과 제 2형 

교원질에 의해 4 일까지 그 활성도가 유지됨을 보였으며 col2A1, aggrecan mRNA는 

TGF-β 뿐아니라 제 2형 교원질에 의해 발현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관절 

연골세포와 제 2형 교원질의 상호 작용 (interaction)이 integrin α 2 β1-FAK 

complex를 통해 ERK1/2를 활성화 시키고 결국 col2A1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이미 알려진 TGF-β1의 receptor를 통해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 시키는 Ras-raf-ERK 기전 (mechanism)과 더불어 세포외 

기질인 제 2형 교원질 역시 integrin-FAK를 거쳐 MAP kinase의 활성화로 연골 

세포의 특이 유전자 발현과 그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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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agen type II and TGF-β 1 control specific gene 

expression of chondrocyte by MAP kinase activation  

 

 

Cho Ja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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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Eung Shick Kang)  

 

 

The regeneration potential of articular chondrocyte is limited.  

There has been little study about the role of extracellular matrix in cartilage 

regeneration. The main component of extracellular matrix of articular 

chondrocyte is collagen type II that is not only important extracellular matrix 

but also having dynamic effect on chondrocyte. In this study, Cell morphology 

and correlation between type II collagen and dedifferentiation of chondr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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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bserved. Western blot and immunofluorescence staining checked Integrin 

expression and MAP kinase. The aggrecan and type II collagen gene expression 

were checked by PT-PCR. In our results, integrin 2 and FAK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t 7 days in cells grown in type II collagen coated plates. 

ERK was transiently activated at 1h, 10h, and 7 days in TCP attached cells 

whereas ERK activation was maintained from 1 h to 7 days in type II collagen 

attached cells. Also these different signaling pathways between TCP and type II 

collagen may influence on cytoskeletal reorganization and then cell morphology. 

The changes in morphology and gene expression may be regulated by integrin 

receptor (α 2β 1)-FAK signaling in articular chondrocytes. In alginate bead 

culture, ERK activation was increased and maintained by TGF-β 1 and type II 

collagen treated chondrocytes until 4 day.  In conclusion COL2A1  mRNA and 

MAP kinase were  expressed  and controlled by TGF-β 1 and type II collagen.  

 

------------------------------------------------------------- 

Key Words : Chondrocyte, Type II collagen, TGF-β 1,  

             Dedifferentiation, MAP kinase, Integ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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