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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표피성장인자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부착에 미치는 영향

 완전탈구 등의 외상으로 치주조직에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부위로 섬유세

포를 보충하여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형성을 촉진하고, 치주인대 섬유세포

간의 결합을 긴 히 함으로써, 손상 받은 치주인대 섬유세포가 재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피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이하 EGF)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세포간 부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 및 fibronectin의 발현

의 차이를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EGF는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에 대하여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으며, 최고의  

  세포증식속도를 보이는 농도는 10ng/㎖ 다.

2.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배지내 증식정도는 10ng/㎖의 EGF처리군에서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3. EGF 처리군과 대조군간의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형태적 특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EGF 처리군에서 세포간 부착에 관여하는 섬유결합소(fibronectin)의 발현  

  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1)

핵심되는 말: 표피성장인자, 섬유결합소, 치주인대 섬유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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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성장인자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부착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최 형 준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종 은

Ⅰ. 서론

  치아의 완전탈구(avulsion)는 구 전치의 외상에서 0.5-16%를 차지할 만

큼 높은 비율을 보인다(Andreasen, 1970). 치아재식의 성공 여부는 생활력을 

가진 치주인대 세포의 존재 여부에 향을 받으며, 손상으로 노출된 치근 표

면에서 치주인대 세포가 증식할 수 있어야 한다(Andreasen 등, 1966; 1978). 

따라서 완전탈구 등의 외상으로 치주조직에 손상을 입은 경우, 치주인대 세

포의 생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료의 예후에 큰 향을 준다. 이는 치주인대 

세포가 치주조직재생(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

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상부위로 조기에 섬유세포를 보충하고 복원

함으로써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재형성을 가속화하고, 손상 받은 치주인대 

세포가 정상적 재생과정으로 치유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Matsuda 등, 1992; Nyman 등, 1987; Egelberg, 1987; Isidor 등, 1986). 또한 

치주인대의 적절한 치유를 위해서는 치주인대 세포간의 결합도 긴 하여야 

한다(Lekic 등, 1998; Nyman 등, 1982; Lengheden 등, 1994). 최근에는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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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의 발전으로 조직의 치유에 국소적으로 관여하는 성장인자가 조직 재

생에 응용되고 있다(Terranova 등, 1991). 

  성장 인자(growth factor)란 화학주성 혹은 분열 촉진능력을 갖는 생물학적 

물질들의 통칭이며 이들은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해당인자의 수용체에 특이적

으로 결합한다(Terranova 등, 1998; Schreiber, 1985; Matsuda 등, 1998). 성

장인자는 조직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세포의 증식, 분화, 이주

(migration)와 기질합성에 향을 주므로 세포의 성장, 생성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인자는 다양한 범주의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고 생활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은 구조와 기능면에서 호르몬과 유

사하다. 최근연구에 따르면 성장인자의 합성 및 표적세포로의 이동이 호르몬

의 신호체계보다 더 다양하다고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인자들은 세포내에서 

합성되어 소포체에 보관되지 않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유리되어 표적세포에 

확산된다(Almendral 등, 1988).

  성장인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표피성장인자

(epidermal growth factor, 이하 EGF로 함),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transforming growth factor(α,β TGFs), insulin-like growth 

factor(IGF Ⅰ,Ⅱ) 등이 있다. 이 중 EGF는 주로 대타액선에서 분비되는데 신

경 성장인자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성장한 Swiss Wester 숫생쥐 

침샘의 추출물을 바로 태어난 생쥐의 피하층에 매일 주입하는 실험을 통하

여, 생후 18시간에 눈꺼풀이 조숙하게 떠지고, 치아가 조숙하게 맹출 및 탈락

되며, 발모가 저해되고, 심한 발육저하 현상이 관찰되었다(Cohens, 1962). 각

막 내피세포, 맥관성 평활근세포, 연골세포, 섬유모세포와 같은 다양한 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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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기원의 세포들도 EGF에 반응을 보인다. 또한 섬유모세포와 내피세포는 

세포표면 단백질 혹은 섬유결합소(fibronectin)와 같이 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필요한 기저물질을 제공하는 단백질의 형성을 증가시키면서 EGF에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aisz 등, 1980). 최근에는 성장인자가 생체 내에서 치주인대 

세포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Linch 등, 1991; 

Matsuda 등, 1992; Oates 등, 1992; Nishimura 등, 1996). 

  본 연구의 목적은 EGF가 치주인대 세포의 증식과 부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탈구된 치아의 보관용액이나 재식

전 처리제로서의 EGF의 효용성을 고찰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세포 독성 검사를 통해서 EGF가 사람의 치주인대 섬유세포에 독성을 나

타내지 않는 최고의 세포 활성 농도를 결정하 다. 결정된 농도로 증식시킨 

후 세포의 형태와 증식량을 관찰하여 EGF가 세포 형태, 증식 정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fibronectin의 발현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EGF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부착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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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가. EGF

  인간의 EGF와 동일한 구조와 활성을 갖는 분말형태의 생화학적 합성물

(hrEGF: human recombinant EGF, easyfⓇ, 대웅제약)로서, EGF를 0.1M의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에 녹여 100ng/㎖의 stock solution을 만든 

후 각 실험군의 농도로 희석하 다.

나. 치주인대 섬유모세포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발거한 건강한 사람의 제1소구치에서 치주인대 섬유

모세포 (human periodontal ligament fibroblasts, hPDLFs)를 채취하여 5-7세

대까지 계대 배양하 다.

2. 연구방법  

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분리 및 배양

  큐렛을 이용하여 치태와 치석을 제거한 후, 건강한 제1소구치를 발거하고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으로 3회 세척하여 잔존하는 혈액을 제

거하 다. 치근 중앙 1/3부위에서 치주인대 조직을 No. 15 blade로 채취하여 

25㎟ 배양접시에 10% fetal bovine serum(FBS), 100㎎/㎖ streptomycin, 0.5

㎎/㎖ amphotericin-B, 100unit/㎖ penicillin이 포함된 α-MEM을 넣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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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습도, 5% CO2 공기 혼합 배양기에서 배양하 고, 배양액은 3일 간격으

로 교환하면서 생단일층(dense single layer)이 얻어질 때까지 배양하 다. 

생단일층이 형성된 후에 배양액을 제거하고 0.25% trypsin-EDTA를 첨가

하여 37℃, CO2 배양기에서 5분간 배양하여 세포를 탈리시키고, α-MEM을 

동량 이상 첨가하여 희석시킨 다음 4℃에서 1,200rpm으로 10분 동안 원심 분

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 다. 수집된 치주인대 섬유모세포는 상기 배양액으

로 세포 부유액을 만든 후 75㎟ 배양 접시에 7-10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하

다. 세포의 균일한 특성을 얻기 위해 계대 배양한 세포 중 5-7세대를 본 실

험에 사용하 다. 

나. 세포 독성 검사

  세포 독성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MTT assay는 살아있는 세포의 증식을 

평가하거나 세포 독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사활성이 있는 세포의 

mitochondria에서 tetrazolium salt가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환원된 

tetrazolium salt는 색이 있는 불용성의 formazan salt로 되며, 유기 용매로 

용해된 formazan의 양을 측정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각각 다른 농도의 EGF를 함유한 배지에 치주인대 섬유모세

포를 배양하 고, 이때 EGF의 농도는  0, 0.1, 1, 10, 100 ng/㎖으로 구분하

다.

  96-well plate에 치주인대 세포를 10
4
개씩 분주하고, 10% FBS가 함유된 

α-MEM 배양액 200㎕를 첨가하여 동일 조건에서 3일간 배양하 다. 세포가 

각 well에 가득 찼을 때 배양액을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별하여 대조군에는 

2% FBS 함유된 α-MEM 배양액을 200㎕ 재주입하고, 실험군에는 2% F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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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농도별 EGF가 함유된 α-MEM 배양액 200㎕를 주입하여 동일조건하에서 

배양하 다. 배양 2일, 3일 후의 MTT assay를 시행하 다. 각 well에서 배양

액을 제거하고 3-(4,5-dimethyl-thiazole-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을 생리 식염수로 용해하여 50㎕를 첨가한 후 4시간 동안 방

치하 다. 반응액을 제거하고 200㎕의 dimethyl sulfoxide(DMSO)를 첨가하여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한 후 ELISA reader로 파장 570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 다. 이 실험을 3회 반복 시행하여 치주 인대 세포에 독성을 나타

내지 않는 EGF의 최고 농도를 결정하 다.

다. 실험군 설정

  세포 독성 검사를 통하여 EGF의 최고 활성을 보이는 농도를 10ng/㎖로 결

정하고, 이 농도의 EGF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한 군을 실험군으로, EGF없

이 배양한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 다.

라. 세포 증식 실험

  세포 배양액이 담긴 배양접시에 약 2x10
4
개의 치주인대 섬유세포를 각각 

접종하고 세포부착반응(cell attachment)이 일어날 때까지 24시간 배양하 다. 

24시간 경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실험군에는 2% FBS

와 10ng/㎖ EGF를 포함하는 배양액을 대조군에는 2% FBS를 함유한 배양액

을 공급하 다. 1일, 3일, 5일 후 증식된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개수를 

hemocytometer(Superior Co., Bad Mergentheim,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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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포형태 비교

  3일간 배양시킨 실험군과 대조군의 형태학적 특징을 위상차현미경

(phase-contrast microscope, Olympus CK40
Ⓡ
)하에서 비교하여 EGF를 첨가

하여 세포증식시 형태적 변형의 유무를 관찰하 다.

바. 섬유결합소의 측정(Western blot)

  3일 배양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배지를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BCA 

assay로 단백농도를 결정하고, 동량의 단백질을 SDS와 β-mercaptoehanol이 

포함된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끓 다. 얻은 단백 용액을 

6%의 polyacrylamide gel (Bio-Rad Co., Hercules, CA, U.S.A)에서 80volt로 

12시간 전기 동 한 후, nitrosecellulose membrane (Bio-Rad Co., Hercules, 

CA, U.S.A)으로 이동시켰다. 비특이적 항원을 차단하기 위해 5% 탈지유와 

0.1% tween-20(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포함하는 PBS

에 2시간 처리하고 일차항체로 anti-fibronectin(abcam Co., Cambridge, UK) 

을 1:40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 반응시켰다. 이를 세척하고 2차 

항체를 반응시켰다. 다시 세척을 반복한 후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System (Amersham Co.,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사용하여 X-선 필

름상에 나타나는 band의 농담으로 섬유결합소(fibronectin)의 발현수준을 평

가하 다. 발현 수준의 평가는 농도 계측기(MetaMorph Analysing System, 

Universial Imaging Cc., U.S.A)를 이용하 다.    

사. 통계학적 분석

  Kruskal-Wallis test 와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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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세포 독성 검사

  대조군과 실험군을  2일, 3일 배양 후에 MTT assay를 이용하여 대사적 

활성을 평가하 다. 2일과 3일 모두에서 10ng/㎖에서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1, Fig 1).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치

주인대 섬유 아세포에 대하여 최고의 활성을 나타내는 EGF의 농도를 10ng/

㎖ 로 확인하 다.

Table 1.  Effect of EGF on proliferation of hPDLFs

EGF conc Absorbance(Mean)

(ng/㎖) after 2 days after 3 days

0 0.779 0.771

0.1 0.709 0.986

1 0.721 1.078

10 0.803 1.144

100 0.662 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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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GF on proliferation of hPDLFs

2. 증식 실험

  대조군과 실험군을 1일, 3일, 5일 배양시킨 후, 증식된 치주인대 섬유모세

포의 개수를 비교하 다. 본 실험에서는 첨가한 EGF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

기 위하여 증식 실험중 배양액을 교환하지 않았다. 실험결과 10ng/㎖ EGF 

처리하여 배양한 실험군에서는 치주인대 섬유세포의 수가 1일, 3일, 5일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각 군간을 비교시 1일, 3일, 5일에서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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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ion of proliferaion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baseline at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Fig. 2. Comparison of proliferation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3. 세포 형태 비교

  3일간 배양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형태학적 특징을 

비교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방추형태의 섬유모세포가 관찰되었고, 

각 군간 형태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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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EGF

 Fig. 3. Representative micrograph (original magnification x100) of PDL 

fibr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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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유결합소(Fibronectin)의 발현

  치주인대 섬유세포의 부착에 향을 미치는 섬유결합소의 발현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방법을 사용하여 대조군과 세포 독성 검사에서 

결정된 EGF의 최고 활성 농도에서 3일간 배양한 실험군에서 발현된 섬유결

합소을 양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4. Effect of EGF on fibronectin expression

EGF(-) EGF(+)

220 kDa

EGF(-) EGF(+)

220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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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nsitometric analysis of Western bl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control at p<0.01 

                         

          EGF(-)                EGF(+)      

   Fig. 5. Densitometric analysis of Western blot

Densitometric analysis(Mean±SD)

EGF(-) EGF(+)

soup(㎛2) 11.506±1.55 18.848±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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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치주인대 조직은 치아와 치조골의 부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특

수한 결합 조직이며(Angelo 등, 1990), 치주인대내의 섬유모세포는 조직의 상

태에 따라서 골모세포(osteoblast)나 백악 모세포(cementoblast)로 분화가 가

능하다(Aukhil 등, 1986). 또한 치주인대 조직은 치근의 백악질과 치조골을 

치 하게 연결하여 치아를 지지하며, 경조직과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

로서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Terranova 등, 1986).

  완전탈구된 치아는 적절한 보관액에 보관된 상태로 30분 이내에 재식되어

야 치주인대 재생이 일어날 수 있다(Andreasen, 1981). 최적의 보관액은 손상

받은 치주인대 세포 및 전구세포의 생활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세포의 분열능력 또한 보존하여야 한다. 분열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노출

된 치근 표면을 따라 치주인대 섬유세포들로 빠르게 증식시켜 파골세포가 백

악질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Oikarinen, 

1987). 

  재식된 치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염증성 치근흡수와, 대

치성 치근흡수이며 이로인해 치아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Andreasen 등, 

1994). 이중 치주인대 세포와 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은 대치성 치근 흡수

로, 치주 인대 세포와 백악질이 넓은 부위로 괴사될 경우에 비가역적인 과정

으로 발생된다. 즉, 대치성 치근 흡수는 손상 받은 치주인대와 백악질이 흡수

된 후 다시 2차 백악질로 치유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골모세포

가 치근부의 상아질에 직접 침착되고, 개조과정을 통해 흡수된 치아는 치조

골로 대치된다. 대치성 치근흡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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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치아의 보관 상태 등이며 특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에 잘 발

생한다(Boyd 등, 1993). 

  따라서 탈구된 치아에서 치주인대 세포의 생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관

방법과 보관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Patil 등, 1994; Lekic 등, 

1996; Ashkemazi 등, 2000). 비록 이러한 용액들이 수 시간 정도까지 치주인

대 세포의 생활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1시간 후 치주인대 세

포가 갖는 분열 능력은 타액은 1.5%, 우유와 HBSS는 3%정도로 현저하게 저

하된다(Lekic 등, 1998).

  이러한 보관 용액의 한계성에 의하여 조직의 치유에 국소적으로 관여하는 

성장인자를 조직 재생에 응용하여 정상적인 치주인대 세포의 재형성을 가속

화하고, 손상 받은 치주인대 세포를 성공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Samuel 등, 1991).    

  일반적으로 세포와 세포의 부착에 관여하는 물질을 세포외 기질이라고 명

한다. 세포외기질은 세포의 성장과 형태유지, 기능 발현등에 향을 주며, 다

른 세포와의 상호 작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Kleinman 등, 

1981). Fibronectin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세포간 부착을 조절하는 세포외 

기질로 세포 특이성을 보이며,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세포의 부착에 특이적으로 관여하며, 중배엽성 세포의 부착과 

화학 주성(chemotaxis), 세포증식, 신경돌기 성장을 촉진한다(Bitterman 등, 

1983). 생체내에서 fibonectin은 섬유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하고, 기질 형

성에 도움을 준다. 섬유세포와 내피세포는 EGF에 반응시 세포표면 단백질 

혹은 섬유결합소(fibronectin)와 같이 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필요한 기저물질

을 제공하는 단백질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Raisz 등,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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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외 기질중 fibronectin은 섬유세포에서, laminin은 상피세포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세포의 세포간 부착을 조절하는 

세포외 기질인 fibronectin은 중배엽성 세포의 부착과 화학 주성, 세포 성장, 

신경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포식작용을 증진시킨다. 또한 상피세포의 부

착과 증식을 억제하고, 기질합성을 자극한다. 이와는 반대로 laminin은 상피

세포의 부착과 증식 및 화학주성은 촉진하는 반면 섬유모세포의 부착과 증식

은 억제한다. 이처럼 laminin과 fibronectin의 작용은 서로 길항적이며 세포 

특이성을 갖는다. 생체내에서 fibronectin은 섬유모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

하고, 기질 형성을 도움으로써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므로 fibronectin의 발현

율이 높을수록 치주인대 섬유세포로의 치유를 유도할 수 있다(Terranova 등, 

1987).  

  본 연구에서는 EGF가 치주인대 세포의 증식과 부착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 탈구된 치아의 보관용액 또는 재식전 처

리제로서의 EGF의 효용성을 고찰해보기 위함이다.

   MTT assay를 통하여 세포단위에서 가장 활성을 보이는 EGF의 농도는 

10ng/㎖ 고, MTT 결과 EGF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에 대하여 세포 독성을 

보이는 농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군의 농도를 동일하게 10ng/㎖

로 결정하 다. Matsuda 등(1992)은 10ng/㎖의 EGF농도에서 치주인대 섬유

모세포의 분열능력(mitogenic effect)이 증가됨을 보고하 으며, Colige(1991)

등의 연구에서도 10ng/㎖의 농도에서 세포 증식이 가장 활발함을 보고하

다.  

  증식 실험결과 10ng/㎖ EGF를 첨가하여 배양시킨 실험군에서는 증식된 치

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수가 1일, 3일, 5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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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조군에서는 세포의 증식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 각 군간을 비교한 결과 1일, 3일, 5일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세포 증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EGF처리하에 배양한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형태적 특징의 비교를 위해 3

일간 배양시킨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주인대 섬유모세포를 광학 현미경하에서 

관찰한 결과 실험군에서 특이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Soren등

(1994)은 EGF등의 성장인자가 세포형태, 성장양상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현미경하에서 치주 대 섬유모세포의 형태적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

고하 다. 또한 Matsuda 등(1992)은 전자현미경 하에서 비교한 결과, 세포 길

이나 세포내 미세기관등에서 세포가 활성화된 상태를 보임을 보고하 다. 

  치주인대 부착에 EGF가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주인대 부착에 

관여하는 세포외 기질의 구성성분인 fibronectin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실험

군의 배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fibronectin의 발현이 증가하 다. 따라

서, EGF가 치주인대 부착에 관여하는 세포외 기질의 구성성분인 fibronectin

의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킴으로서 외상을 입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재

부착 및 재생과정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EGF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에 대해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

으며, 세포의 형태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으며,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세포간 부착을 효과적으로 증진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EGF가 세포

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임상 모

형을 채택한 생체 실험 등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치아의 완전탈구와 같은 외

상성 손상에 대한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재생 및 재부착에 대한 효과를 입

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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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EGF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 및 세포간 부착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았다. MTT test로 세포에 대한 독성을 검사하 으며,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증식반응의 차이를 비교하

다. 또한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세포간 부착에 관여하는 fibronectin의 발

현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EGF는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에 대하여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으며, 최고의 

활성도를 보이는 농도는 10ng/㎖ 다.

2.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배지내 증식정도는 10ng/㎖의 EGF처리군에서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 EGF처리군과 대조군간의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형태적 특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EGF처리군에서는 세포간 부착에 관여하는 fibronectin의 발현율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는 EGF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

며, 치주인대 섬유모세포의 증식 및 세포 간 부착을 효과적으로 촉진함을 증

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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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GF on proliferation and attachment of 

periodontal ligament fibroblasts

Jong Eun Lee,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Hyung Jun Choi, D.D.S., Ph.D.)

  In case of periodontal injury caused by  avulsion of tooth, 

supplementation of fibroblasts to the injury site is needed for the 

acceleration of PDL fibroblasts formation and intimate intercellular contact 

of fibroblasts.

  To study the effect of EGF on proliferation and intercellular attachment 

of PDL fibroblasts, PDL fibroblast proliferation and fibronectin expression 

of the control and study group were compared. 

  

1. EGF showed no toxic effect on PDL fibroblasts. The highest           

   proliferation was reached at 10ng/㎖.

2. Degree of proliferation of PDL fibroblasts was significantly high for     

   EGF study group at 10ng/㎖.



- 26 -

3. No morphological difference was noted at 10ng/㎖ between EGF study  

  group and control group.

4. Expression of fibronectin participating in intercellular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high for EGF study group at 10ng/㎖.

Key words: EGF, fibronectin, PDL fibrobla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