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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뼈 재형성 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 

 :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의 관계 

 

< 지도 교수 : 김 지 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공학과 

곽 지 현 

 

인체에서 뼈는 재형성(remodeling)을 통해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뼈 대사(metabolism)를 조절하는 다양한 뼈 조절자(bone regulation)의 연구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물리적 자극은 뼈 생성과 뼈 흡수 과정을 조절하여 생체 내에 

뼈 기능을 유지시키는 뼈 조절자이다. 물리적 압축력이 뼈 조직에 가해졌을 때,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유체의 흐름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세포에 유체전단응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세포 안의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뼈 재형성 관련 기능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뼈 조직 내에 존재하는 신경조직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s)이 뼈 재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조골세포에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및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의 receptor가 발견되었으며, 뼈 재형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체 내 물리적 압축력을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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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가하였을 때 신경전달물질의 발현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물

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직접적으로 뼈 재형성 인자를 조절하는 지 확인하고자 

유체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을 조골세포에 함께 가하여 뼈 재형성 관련 인자들의 발

현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생체 내 및 생체 외로 나누어 실

험을 진행하였다. (1) 생체 내 물리적 자극을 쥐의 오른쪽 ulna 부위에 가하였을 때, 신

경전달물질의 발현 여부를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2) 생체 외 유체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을 조골세포에 가하였을 때, 뼈 재형성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생체 내 실험에서는 

물리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물리적인 자극

이 가해지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는 물리적인 자극의 신호가 신경전

달물질인 화학적인 신호를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생체 외 실험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 물리적인 자극과 유사하게 뼈 흡수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의 억

제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뼈 흡수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의 억제를 나타내어 뼈 흡수 활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뼈 재형성, 물리적 압축력, 유체전단응력, 신경전달물질, 조골세포, 뼈 흡수 

관련 인자 

 

 

 

 

 

 
 



10 

 

I. 서    론  

 

뼈 재형성(bone remodeling)은 계속적인 뼈 생성(bone formation)과 뼈 흡수(bone 

resorption)과정의 반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뼈로 대체됨을 통해 견고한 구

조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뼈 재형성은 뼈 조직을 생성하는 조골세포

(osteoblast)와 뼈 조직을 흡수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에 의해 유지된다. 이들 세포의 

분화 및 관련된 유전자 발현 그리고 세포의 기능 조절을 통해 정상인의 뼈 재형성 균

형이 유지될 수 있으며, 뼈 대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Cohen 2006). 뼈 재형성

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생성 균형이 서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뼈 

항상성(bone homeostasis)이라고 한다(Rodan 1997). 조골세포의 주된 역할은 뼈 조직의 

생성이지만, 파골세포 분화에 필수적인 사이토카인인 receptor activator for NF-κB ligand 

(RANKL)과 파골세포의 활성을 경쟁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soluble decoy receptor인 

osteoprotegerin (OPG)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뼈 조직의 흡수에도 관여한다(Goldring 1996). 

파골세포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cell)가 초기에 분화 전 파골세포(pre-osteoclast)로 

존재하고 있다가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RANKL이 세포막에 있는 RANKL receptor와 

결합함으로써 세포 내의 신호에 의해 거대 핵 세포인 파골세포로 성숙된다. 성숙된 

파골세포가 뼈 흡수를 시작하면 뼈 재형성 시발점이 되어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함으

로써 뼈 대사가 조절된다(Boyle, Simonet, and Lacey 2003). 뿐만 아니라 뼈 항상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뼈 재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유전자들의 발현이 있어야 한다

(Takayanagi 2005). 그 예로, core binding factor alpha 1 (Cbfa1) 유전자는 미분화 세포를 조

골세포로의 분화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뼈 세포 단계(bone cell stage) 중 초기 단계

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이며(Lian et al. 2003), Collagen1 유전자는 세포외 뼈기질(bone 

extracellular matrix/bECM)의 구성물질로서 세포표면의 인테그린(integrin)과 다른 세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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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단백질(ECM protein)과 서로 연결을 형성하여 뼈 조직을 형성하게 하는 유전자이

다(Brown et al. 2001). Osteopontin (OPN) 유전자는 칼슘농도을 조절을 자극하여 석회화

(mineralization)를 촉진시키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Chen, Bal, and Gorski 1992). 인체에

서 뼈는 재형성과 같은 항상성의 성격을 지니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므로 뼈 대사를 

조절하는 다양한 뼈 조절자(bone regulation)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현 및 

기능 조절은 뼈 재형성 및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이러

한 유전자들을 조절 함으로써 뼈 관련 질환 등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물리적인 자극(mechanical loading)은 뼈 재형성 균형을 유지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에 중요한 뼈 조절자(bone regulator)로 많이 알려져 있다(Martin 2007). 뼈 조직은 다양

한 종류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데, 유체전단응력(oscillatory fluid flow (OFF)-

induced shear stress), 정수압력(hydrostatic pressure), 물리적 압축력(compression loading) 등

에 의해 생리학적 신호를 일으키는 물리적인 신호가 뼈 세포에 전달된다(Chen et al. 

2008). 특히, 물리적 압축력이 뼈 조직에 가해졌을 때,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유체의 

흐름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세포에 유체전단응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세포 안의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뼈 재형성 관련 기능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Owan et al. 1997, Rubin, and Lanyon 1984). 이러한 유체의 움직임은 왕복 운동을 동반하

여 세포가 유체전단응력을 받게 된다. 유체전단응력은 조골세포의 뼈 생성 및 파골세

포의 뼈 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뼈 흡수 조절인자로 잘 알

려진 RANKL와 OPG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뼈 흡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Kim 

et al. 2006). 뿐만 아니라.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생체 내/외에서의 뼈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Fitzgerald, and Hughes-Fulford 

1999).  

최근 연구에 의하면 뼈 조직 내에 존재하는 신경조직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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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transmitters)이 뼈 재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Sseur et al. 2003). 신경전

달물질은 뼈 조직의 골막(periosteum), 골수강(bone marrow cavity), 혈관(vascular canals) 

등에 존재하는 이들은 골격신경분포계(skeletal innervation system)를 이루어 신경단백물

질(neuropeptide)을 분비하게 된다(Lundberg et al. 1999). 뼈 조절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요 신경전달물질 후보로는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 somatostatin, 

substance 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등이 있다(Jones et al. 2004). 특히 조골세

포에 CGRP 및 VIP 의 receptor가 발견되었으며, 뼈 재형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Bjurholm 1991). CGRP는 osteoblast에서 phospholipase C 와 세포 내 칼슘을 촉

진시키며, 칼슘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Lundberg et al. 1999). Rat 또는 

rabbit에 CGRP를 주입하였을 때 calcitonin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hypocalcemic 반응을 보였으며 뼈 흡수 방해로 발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Huebner et al. 2008). VIP를 조골세포에 노출 시켰을 때 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LP activity)가 높게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뼈 석회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Lundberg et al. 1999). 뼈 형성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뼈 흡수와 관련된 연구내용도 함께 발표되고 있다. 그 예로, osteoblast에서 VIP 

receptor를 통해 IL-6 합성 및 promoter 활성을 자극한다고 한다(Persson et al. 2005). 이

러한 연구결과들은 VIP의 작용에 대한 양면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VIP가 뼈 재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역할 규명이 불분명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체 내 물리적인 자극을 조절하는 것이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CNS) 또는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PNS)의 역할일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즉,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서로 관계를 이루어 뼈 재형

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뼈 재형

성과 관련된 인자를 조절하여 뼈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Chenu, and Marenzana 2005, Jee 2000, Jones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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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인 신호를 화학적인 신호로 전환하여 신경조절을 하

는 신경계와 유사하게 뼈 조절 내에서도 물리적인 자극을 신경전달물질로 변환 시켜 

뼈 재형성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뿐만 아니

라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을 뼈 형성 세포인 조골세포에 가하였을 때, 뼈 재

형성 관련 인자들을 조절하여 뼈 대사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생체 내 물리적 압축력을 뼈 조직에 가하였을 때 신경전달물질의 발현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직접적으로 뼈 

재형성 인자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체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을 조골세포

에 함께 가하여 뼈 재형성 관련 인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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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생체 내 (in vivo)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신경전달물질의 발현 

 
15마리 rat(DBL korea, 8개월, 수컷, 250g)의 오른쪽 척골(ulna bone)에 물리적 압축력

(compression loading)을 가하였을 때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IACUC의 동물실험수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모든 실험에 사용된 rat은 무작위적으로 3개의 그룹인 Control, 1 Day Loading, 6 Days 

Loading 군으로 나뉘었다(각 실험군당 N=5). Control 그룹은 어떠한 물리적 자극도 가

하지 않았으며, Loading 그룹 군은 오른쪽 척골에 일시적인 자극(1 Day Loading), 주기

적인 자극(6 Days Loading)을 총 12일간 진행하여 뼈 조직 내의 신경전달물질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체 내 척골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기 위하여 isofluorene의 마

취 조건 하에 진행하였으며, 오른쪽 척골에 생체 내 물리적 압축력을 가하기 위하여 

dynamic loading system (BOSE, USA)의 metal cup에 척골을 고정시켰다(Figure 1a). 뼈 조

직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리적 자극의 세기(peak load: 9 N, 1873 με)를 오

른쪽 척골의 midshaft 부분에 적용하여 물리적인 자극에 따른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Figure 1b)(Hsieh, and Turner 2001, Kotha et al. 2004, Robling, Burr, and 

Turner 2001, Sample et al. 2008). 

물리적인 자극은 2일에 한번씩 가하여 최대 총 6번 가할 수 있도록 하여 12일간 

진행되었으며, 12일째 되는 날에 micro CT (Skyscan and software, Belgium)으로 뼈 형성 

및 midshaft 부분을 촬영한 뒤에 왼쪽과 오른쪽 척골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왼쪽 오른

쪽 척골을 탈회(decalcification)와 파라핀 포매 (Maccormick, USA)를 하였으며, 파라핀 

포매 후, 왼쪽과 오른쪽 척골의 60% 지점(midshaft)을 5 μm의 두께로 microtome (Le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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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을 이용하여 조직 박절(sectioning)을 하였다. 박절된 조직을 슬라이드에 부착

시킨 후, Xylene에 담궈 탈파라핀 과정을 하고 알코올에서 수화과정을 진행하였다. 모

든 전처리 과정이 끝난 뒤, 조직절편을 mouse polyclonal CGRP (1 μg)과 rabbit polyclonal 

VIP (1 μg)의 primary antibody (Santacruz, USA)처리를 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goat anti mouse-FITC (CGRP)와 goat anti rabbit-rhodamine (VIP)의 

secondary antibody (Santacruz, USA)를 처리하여 실내에서 45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신경전달물질 발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형광염색(immunohisto-fluorescence)

를 진행하였다.  

 

 

 

 

 

 

(a)                                         

 

 

 

 

  

(b) 

Figure 1. (a) 생체 내 물리적 압축력을 척골에 가하는 모습. (b) 물리적인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인 mid-shaft를 sectioning 했을 때의 뼈 조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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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외 (in vitro) 물리적인 자극 및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유전자/단백질 발현  

 
생체 외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  

 

물리적 압축력에 의해 일어나는 생체 내 유체전단응력과 발현되는 신경전달물질

이 뼈 세포에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세포 내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체 내 유

체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에 노출된 세포의 획득이 어려운 관계로 생체 외에서 유체

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을 함께 가하는 조건을 재현하여 뼈 재형성 관련 유전자/단

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CGRP (C0292, Sigma, USA)와 VIP (V3628, Sigma, USA)을 구입하여 이전 연구에서 

osteoblast 증식(proliferation)과 human osteoblast-like cell에서 cAMP증가를 자극한다고 알

려진 농도인 CGRP (10
-8 

M), VIP (10
-6

 M)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Lundberg et al. 1999, 

Villa et al. 2000).  MC3T3-E1 pre-osteoblast cell (RIKEN, Japan) 을 10% FBS (GIBCO,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USA)를 포함한 alpha-MEM (GIBCO, USA) 배지에 배

양하였다. RANKL 유전자의 발현을 위하여 1α,25-dihydroxyvitamin D3 (10 nM)을 신경전

달물질 CGRP와 VIP과 함께 첫째 날, 셋째 날에 첨가하였다. 모든 세포는 37℃/5% 

CO2 의 조건인 incubator에서 6개의 그룹(Control, Load, CGRP, CGRP+Load, VIP, 

VIP+Load)으로 나누어 총 6일간 배양하였다. 유체전단응력을 세포에 가하기 위하여 5

일째 되는 날 슬라이드(75 mm x 38 mm x 1 mm)에 7 x 10
5 

cells/cm
2 로 계대배양(slide 

subculture)을 하였다. 6일째 되는 날, 계대배양 된 슬라이드를 직접 고안된 유체전단응

력시스템(oscillatory fluid flow chamber)에 넣어 이전 연구에 의해 알려진 1 Hz, 1 Pa의 조

건으로 한 시간 동안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군(Load, CGRP+Load, VIP+Load)에 유

체전단응력을 가하였다(Figure2)(Kim, Kim, and Jacobs 2009).  물리적인 자극을 가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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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에 있는 세포를 유전자/단백질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2. 자체 제작된 loading device 에서 MC3T3-E1 osteoblastic cell에 생체 외 유체전

단응력을 가하는 모습.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의 영향 받은 유전자/단백질 발현 연구  

 

유체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의 자극을 받은 MC3T3-E1 pre-osteoblast cell (각 그룹

당 n=5)의 유전자 발현확인을 위하여 total RNA추출을 Tri-Reagent (Sigma, USA)을 이용

하였다. Real-time RT-PCR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 RANKL, OPG, Cbfa1, 

Collagen 1, OPN 등의 유전자 발현 (RANKL Assay ID details: Mm00441908_m1, OPG Assay 

ID details: Mm00435452_m1, Cbfa1 Assay ID details: Mm00501578_m1, Collagen 1 Assay ID 

details: Mm00801666_g1, OPN Assay ID details: Mm00436767, Taqman Gene Expression Assays, 

Applied Biosystems, USA)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전자 발현의 normalization을 위하여 

housekeeping gene 18S (Assay ID details: Hs03003631_g1, Taqman Gene Expression Assays, 

Applied Biosystems, USA)을 적용하였다.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에 자극을 받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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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protease inhibitor mixture (0.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5 aprotinin, 5 pepstain A, 

1 ug/ml chymostatin)와 phosphatase inhibitors (5 mM Na3VO4, 5 mM NaF)가 포함된 RIPA 

buffer로 total 단백질을 추출하고, BCA assay (Sigma,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Total 

단백질 (50 μg)을 12% SDS-PAGE로 분리하고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s

으로 옮겼다. Membranes에 옮겨진 단백질에 RANKL (1:1000 dilution, Santacruz, USA), 

OPG (1:1000 dilution, Santacruz, USA), GAPDH (1:2500 dilution, Santacruz, USA) 항체를 부

착하여 immunoreactive 단백질을 X-ray film으로 확인하였다. RANKL과 OPG 단백질 발

현의 정량확인을 위하여 유체전단응력과 신경전달물질의 자극을 받은 세포를 (n=5, 

each groups) 37℃ and 5% CO2에서 한 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상등액 배지를 회수

하여 Quantikine Mouse RANKL Immunoassay and Quantikine Mouse OPG Immunoassay (R&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microreader system (Thermo, USA)에서 확인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인 유의성 분석을 위하여 ANOVA의 post hoc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진행하였으며 significance level은 0.05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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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생체 내 물리적인 자극이 신경전달물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rat 척골의 bone volume과 cross sectional thickness의 증가를 

Micro CT로 확인하였다(Figure 3a, b). 그 결과 지속적인 압축력을 가한 그룹(6 Days 

Loading)에서 bone volume이 증가했으며, cross sectional thickness에서도 6 Days Loading 그

룹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물리적인 압축력이 뼈 조직의 변화를 일으켰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뼈 형성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체 내 물

리적 압축력을 가하였을 때,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mmunohisto-fluorescence를 하였다. 그 결과, Control 그룹과 비교하여 compression surface 

부위의 골막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발현하였으며, 모든 그룹에서 골수(bone marrow), 하

버시안 관(harversian canal)과 골막(periosteum)에서 CGRP (green), VIP (red)의 발현이 관

찰되었다(Figure 4, 5). 오른쪽 척골에서 CGRP가 Control 그룹과 비교하여 1 Day Loading

과 6 Days Loading 그룹의 골막에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4). 또

한 CGRP가 뼈 형성이 유도되는 compression surface에서 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P도 Control과 비교하여 물리적 압축력을 받은 조직에서 발현이 많이 나

타났으며, 특히 일시적인 자극(1 Day Loading)과 주기적인 자극(6 Days Loading)에서 신

경전달물질의 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Figure 5).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자극이 신

경전달물질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

물질의 발현이 뼈 재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직접적으로 뼈 재형성에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어 세포 외 물리적인 자극 및 신경전달물질을 조골세포에 직접 가하여 뼈 재형성 관

련 유전자/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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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 물리적 압축력이 가해진 rat의 척골을 micro CT로 찍은 결과. (a) bone volume, 

(b) cross-sectiona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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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4. 물리적 압축력을 받은 rat의 척골에서 CGRP 발현 여부. (a) Control, (b) 1 Day 

Loading, (c) 6 Days Loading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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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5. 물리적 압축력을 받은 rat의 척골에서 VIP 발현 여부. (a) Control, (b) 1 Day 

Loading, (c) 6 Days Loading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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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외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MC3T3-E1 osteoblastic cell 을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CGRP, VIP)에 

노출시킨 뒤의 RANKL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Figure 6). 그 결과 

Control 그룹과 비교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는 RANKL 의 발현이 60% 

감소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신경전달물질을 가한 군에서도 CGRP 에서는 50% 감소, 

VIP 에서는 50% 감소하였다(P < 0.001). 신경전달물질과 물리적인 자극을 함께 

가하였더니 CGRP+Load 군은 80% 감소(P < 0.001), VIP+Load 는 70% 감소하였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신경전달물질이 물리적인 자극과 유사하게 RANKL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OPG 유전자의 발현량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였을 때 Control 과 비교하여 174% 

증가하였으며(P < 0.001), CGRP+Load 는 141% (P < 0.001), VIP 처리 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Figure 6b). 이러한 결과는 CGRP+Load 군의 OPG 발현량의 증가 원인이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제시한다(P < 0.001). 결론적으로 OPG 유전자 

발현은 신경전달물질만을 주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으나, 물리적인 자극만을 주었을 

때 bone formation 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ANKL/OPG 

유전자에서는 Control 과 비교했을 때, CGRP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크게 

감소하었다. 이러한 감소는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각각 또는 함께 세포에 

가하여 졌을 때 뼈 흡수를 강하게 조절함을 제시하는 것이다(Figure 6c).  

Cbfa1(RUNX2) 유전자 발현에서 Control 과 비교하면 물리적인 자극 군에서는 100% 

증가하였으며(P < 0.001), 신경전달물질만 가한 군 또는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함께 가해진 군에서는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 (Figure 7a). 따라서 

물리적인 자극은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며, 신경전달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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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을 때는 뼈 형성 세포로의 분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께 가하여 주었을 때 Load 군과 신경전달물질 군을 비교하면 물리적인 자극보다는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발현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데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early stage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세포 분화 및 초기 성장을 조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Collagen 1 유전자 발현에서는 Control 과 비교하였을 때 CGRP 군에서 70% 

감소하였으며, VIP 군에서는 50% 감소하였다(P < 0.001)(Figure 7b). 신경전달물질 및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였을 경우, CGRP+Load 군에서 50% (P < 0.001)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CGRP 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late stage 유전자인 Collagen 1 은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OPN 의 유전자 발현에서는 Control 과 비교하여 물리적인 자극만을 가했을 

경우에는 244% 증가하였고, 신경전달물질과 물리적인 자극을 함께 가한 CGRP+Load 

군에서는 283% 증가하였으나(P < 0.01)(Figure 7C), 나머지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자극과 OPN 유전자 발현이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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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물리적인 자극 및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받은 유전자 발현 결과(Ι). (a) 

RANKL, (b) OPG, (c) RANKL/OPG (Control vs other groups (*), Loading vs other groups (#), 

and Neurotransmitters vs combined groups (┎┓): P < 0.05 (*), 0.01(**), 0.001(***), n=5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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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물리적인 자극 및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받은 유전자 발현 결과(Ⅱ). (a) 

Cbfa1, (b) Collagen1, (c) OPN (Control vs other groups (*), Loading vs other groups (#), and 

Neurotransmitters vs combined groups (┎┓): P < 0.05 (*), 0.01(**), 0.001(***), n=5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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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 외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의 자극이 RANKL 과 OPG 유전자 발현에 영향이 

있으므로 단백질 발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하여 western blotting 과 immunoassay 를 하였다.  

RANKL 단백질의 경우, Control 과 비교하여 모든 그룹에서 감소하였는데, CGRP 

군에서는 많이 감소되었다(Figure 8a). OPG 단백질의 발현에서는 Control 보다 물리적인 

자극과 CGRP 군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VIP 에서는 증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RANKL 과 OPG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함께 가하였을 때의 시너지효과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RANKL 단백질의 발현을 강하게 억제하며 OPG 단백질을 증가시켰다.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단백질 정량을 하였다(Figure 8b, c). 그 결과에 의하면, 

물리적인 자극을 가한 뒤의 RANKL 단백질은 Control 과 비교하여 모든 군에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전달물질 및 물리적인 자극을 함께 가하였을 때, 

CGRP+Load 군에서는 35% 감소(P< 0.001), VIP+Load 군에서는 30% 감소(P< 0.01) 

하였다. 따라서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은 유전자 결과와 마찬가지로 RANKL 

단백질의 감소를 나타내어 뼈 흡수 억제를 유도하며, 신경전달물질 또한 물리적인 

자극과 유사하게 뼈 흡수 억제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OPG 단백질 

발현에서는 CGRP 와 VIP 군에서는 각각 80%, 60% 증가하였으며, VIP+Load 군에서는 

70% 증가(P< 0.01)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군에서는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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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RANKL과 OPG 단백질 변화

(a) western blotting 결과,  (b) RANKL protein immunoassay 결과 (c) OPG protein 

immunoassay 결과 (Control vs other groups (*), Loading vs other groups (#): P < 0.05 (*), 

0.01(**), 0.001(***), n=5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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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생체 내 물리적 압축력이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에 미치는지 영향을 알

아보고,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뼈 재형성 관련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생체 내 물리적 압축력을 rat의 척골에 가하였을 때, 신경전

달물질의 발현이 물리적인 자극에 따라 차이나게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신경전달물질이 물리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GRP

와 VIP에 따른 발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그룹의 왼쪽 척골에서도 

오른쪽 척골에 비해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물리적인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

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경전달물질 발현의 차가 크게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물리

적인 자극이 뼈 형성을 하는데 CGRP와 VIP의 발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세포 내 유전자/단백질 발현을 통

해 직접적으로 뼈 재형성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파골세포 분화 및 뼈 흡

수 활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RANKL 유전자의 발현에서는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을 각각 또는 함께 가하였을 때, 모두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가한 군(CGRP+Load, VIP+Load)이 그렇지 않은 군(Load, CGRP, VIP)과 비

교하였을 때 감소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큰 시너지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은 모두 RANKL 유전자를 감

소시켜 파골세포의 분화 및 뼈 흡수를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인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OPG 유전자의 경우 Control 군과 비교하여 물리적인 자극(Load 군)은 이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큰 증가를 보였으며, CGRP 군에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VIP 군과 VIP+Load 군 에서는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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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CGRP+Load 군에서 큰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CGRP 의 영향이 아닌 Load 에 의한 영향을 분석된다. OPG 

유전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CGRP 의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신경전달물질이 뼈 

형성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RANKL/OPG 에서는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에서 감소되는 영향을 보였으나 두 

물질을 함께 가하였을 때의 큰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뼈 재형성 관련 인자의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뼈 재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기본적인 

유전자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됨으로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Cbfa1, Collagen1, 그리고 OPN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Cbfa1 유전자의 경우 Control 군과 비교하여 물리적인 자극(Load 군)을 가하였더니 

큰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신경전달물질에서는 감소되거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CGRP+Load 와 VIP+Load 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Collagen1 유전자는 

물리적인 자극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군에서는 모두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OPN 유전자에서는 물리적인 자극과 CGRP+Load 군에서 큰 증가를 

보였으며, 나머지 군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OPG 유전자 발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CGRP 군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CGRP+Load 군에서 증가되었는데 이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뼈 재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유전자 중 Cbfa1 과 OPN 유전자의 발현에 물리적인 

자극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전자의 증가는 

조골세포의 분화 증가 및 세포의 성숙되는 과정의 세포들이 많이 있으며, 뼈 

재형성의 유지를 위해 뼈 흡수 보다는 형성 쪽으로 증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경전달물질의 경우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유전자가 세포의 주기에 의해 

발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화학적 신호인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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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신경전달물질의 양면적인 성격과 주기에 따른 유전자 발현 시기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영향은 신경전달물질의 영향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물리적인 자극의 효과는 이전 연구와 다름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강력한 조절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CGRP 와 VIP 의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예로 human osteoblast cell 에 미치는 CGRP 의 

영향은 cAMP/PKA-dependent pathway 를 통해 OPG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ucay et al. 1998), 그 반대로 osteoclastogenesis 를 억제한다고도 알려져 

있다(Lerner, and Persson 2008).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CGRP 와 

Load 를 함께 가하였을 경우 OPG 와 OPN 유전자의 발현이 신경전달물질이 포함된 

다른 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영향을 가져왔다. 이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효과가 

OPG, RANKL, OPN 유전자 발현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CGRP 와의 시너지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고, VIP 에서는 큰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Cbfa1, Collagen1, OPN 의 유전자 발현에서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였을 때 Cbfa1 과 OPN 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Collagen 같은 

경우는 6 일 이상의 배양기간 후에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late stage 유전자로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자극에서도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물리적인 

자극을 CGRP 와 함께 또는 각각 5 일간 배양한 세포의 early stage 유전자에서는 큰 

감소를 제외하고 큰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OPN 에서만 CGRP+Load 그룹에서의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CGRP 는 substance P (SP)와 unmyelinated sen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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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n 에서 함께 존재하고 합성, 분비되는 물질로 알려져 그 영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Bjurholm et al. 1988). 이러한 SP 가 calvarial osteoblastic cell 에 미치는 영향을 

세포 초기 분화 및 세포 성숙/기능에 관련된 유전자(Cbfa1(RUNX2), Collagen 1, 

OCN(osteocalcin)) 발현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 일간 SP 에 

노출되었을 때 early stage 유전자 발현에 대한 변화가 없었으나 14 일간 배양하였을 

때에 RUNX2, Collagen 1 이 증가됨으로 알려졌다(Goto et al. 2007). OCN 유전자 또한 

7 일간 배양하였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14 ~ 21 일간 배양하였을 때, 유전자가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Kawase, Okuda, and Burns 2005). 이를 통해 SP 는 osteoblastic 

cell 의 late stage bone formation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one cell stage 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차이에 따른 SP 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CGRP 는 bone cell stage 에 의해 그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면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VIP 의 결과에서도 early stage 유전자 

발현에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CGRP 와는 다르게 VIP 

receptor 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MC3T3-E1 cell 에서의 VIP 

receptor 는 vasoactive intestinal polypeptide receptor 1, 2 (VIP receptor 1 (VIP1R), VIP receptor 

2 (VIP2R))로 두 가지의 receptor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의 receptor 는 

bone cell stage 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Nagata et al. 2009). VIP2R 의 경우 

미분화세포 및 분화된 MC3T3-E1 cell 에서 발현되며, VIP1R 은 세포배양 후 8 ~ 20 일에 

발현되어 late stage 의 osteoblast 에서 bone nodule formation 이 일어나기 위해 뼈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P2R 의 경우 미분화 세포일 때부터 발현되어 

있으며 bone nodule 이 석회화를 시작한지 12 일째 될 때에는 두 receptor 가 모두 

관여하였다고 한다(Lundberg, and Lerner 2002, Persson et al. 2005, Tintut et al. 1999, Usdin, 

Bonner, and Mezey 1994). 따라서 물리적인 자극은 뼈 재형성 관련 중요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세포주기의 큰 영향 없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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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달물질(CGRP 와 VIP)은 조골세포의 주기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을 함께 가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자극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신경전달물질의 경우 RANKL 유전자 

감소 부분에서 물리적인 자극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유전자 발현의 결과를 통하여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의 자극을 각각 

또는 함께 가하였을 때에 RANKL 과 OPG 의 유전자 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더 나아가 RANKL 과 OPG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결과에서와 유사하게 RANKL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OPG 단백질에서는 유전자 발현과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RANKL/OPG 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Control 과 비교하여 모두 현저히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은 각각 또는 함께 

RANKL 단백질의 발현을 강하게 억제하는 공통성을 보였으며, 이는 osteoblast 에서의 

RANKL 분비가 감소 또는 억제 되며, 뼈 형성으로 유도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생체 내 물리적인 자극은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을 유도하고 이는 뼈 

재형성 조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이 세포 내의 뼈 재형성 관련 인자인 RANKL 과 OPG 유전자/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조절함을 생체 외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RANKL 

유전자/단백질의 발현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뼈 흡수가 조절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생체 내 연구에서와 같이 물리적 압축력에 따른 신경전달물질의 발현 차이를 

통해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의 발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물리적인 자극과 신경전달물질은 서로 

연결(cascade)되어있는 신호(signal)일 것으로 생각되며, 두 종류의 뼈 조절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뼈 재형성의 균형이 조절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뼈 조절자 

연구는 뼈 관련 질환 치료 및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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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뼈 조절자에 대한 영향 및 기전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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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echanical Loading and Neurotransmitters in The Factors      

related to Bone Remodeling  

: The Relation of Mechanical Loading and Neurotrans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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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i Hyun Kim) 

 

Bone is a dynamic tissue that constantly remodeled by bone formation and bone resorption. The 

unbalance of bone remodeling can lead to a progressive disease relating bone metabolism.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bone balance is modulated by bone regulators such as mechanical 

and neuronal factors. Mechanical factor is a currently manner to drive into bone formation. 

Physical load such as compression force promotes the movement of interstitial fluid flow such as 

oscillatory fluid flow-induced shear stress in bone. The mechanical stimuli are translated into the 

biological response in bone. Neuronal factors, neurotransmitters such as CGRP and VIP, have 

been suggested to potentially regulate bone remodeling. CGRP and VIP intensively regulate a 

biological response in bone cell through their functional receptors, and this process drives into 

bone formation or resorptio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mechanical signal and 

neuronal signal, and the effects of mechanical loading and neurotransmitters in the factors related 

to bone remodeling. To study our objects, we separated to two experiments that are (1) in vivo 

compression loading stimulates neurotransmitter on rat ulna bone tissue and (2) in vitro oscillatory 

fluid flow-induced shear stress and neurotransmitters (CGRP and VIP) affect to RANKL and OPG 

gene/protein expression related to bone remodeling. The in vivo results show neurotransmitters 

response to mechanical loading compared to non-mechanical loading groups. It means that 

mechanical signal related to neuronal signal expression. The in vitro results show RANK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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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ed intensively by mechanical loading and neurotransmitters in gene and protein 

expression level. It suggests neurotransmitters have a possibility like the effects of mechanical 

loading. Therefore, mechanical signaling may transform to neuronal signaling in bone tissue. 

Mechanical loading and neurotransmitters may effects decrease the activity of bone resorption 

through RANKL gene/protein expression.              

 

Keywords: Bone remodeling, compression loading, oscillatory fluid flow-induced shear stress, 

neurotransmitters, pre-osteoblast, RAN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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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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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성인의 골근육(skeletal muscle)은 리모델링(remodeling)의 능력이 있는 매우 안정된 

조직이며, 후분열근육섬유(post-mitotic muscle fibers)를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근섬

유의 기저막 아래에 뉘어있는 정지한 단핵위성세포(quiescent mononuclear satellite cells)

에서 유래된 근원세포(myogenic cell)에 의해 일어난다(Mauro 1961)．  

근육이 물리적인 활동， 외상 또는 특이한 질병에 의해 근 손상을 입었을 경우， 

근육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의 회복(regeneration)을 시작한다． 골근육의 회복은 근육세

포의 분화(differentiation)와 증식(proliferation)에 의존하며 그와 관련된 주요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로는 myogenic differentiation (MyoD), myogenic factor 5 (Myf5),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이 있다(Peng, and Huard 2004). MyoD와 Myf5는 근육특

이전사인자(muscle-specific transcription factor)로서 근육세포로의 분화와 증식에 관여하

며, VEGF는 회복과 통증 그리고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Holterman, and Rudnicki 2005). 이들 유전자의 증가는 곧바로 근육조직의 증가 및 회복

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저출력 레이져(low-energy laser irradiation, LELI)를 이용한 연 조직(soft 

tissue) 재생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출력 레이져의 광은 비교적 넓은 스펙터

(spector)로 분포되어 많은 파장의 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의 서로 다른 고

유파장을 지닌 각종 세포를 비교적 고르게 자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저출력 레이져

를 이용한 세포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fibroblast, keratinocyte, osteoblast, mesenchymal stem 

cell 등의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출력 레이져는 가열된 열로 

인한 조직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fibroblast growth factor (FGF)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

화의 증가 및 염증반응을 일으켜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킨다(Martin, Hopk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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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ley, and McCluskey 1992, Nemeth, Bolander, and Martin 1988). 뿐만 아니라 저출력 레

이져는 피부(Conlan, Rapley, and Cobb 1996), 뼈(Yaakobi, Maltz, and Oron 1996), 신경

(Schwartz et al. 1998), 그리고 골근육(Bibikova, and Oron 1993)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연

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조절한다(Karu 1999). 이에 대한 예로는 미

토콘드리아의 증가와 ATP합성에 관여하며(Morimoto et al. 1994, Yu et al. 1997), 혈관생성

(angiogenesis)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와 두꺼비에서 손상된 limb muscle에 저

출력 레이져를 가했을 때 각각 2배, 8배의 근육섬유 형성이 일어난다(Weiss, and Oron 

1992). 더 나아가 저출력 레이져는 산화적 인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를 자극하고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며, 세포증식에 효과적이다(Bibikova, and Oron 1993). 

다양한 저출력 레이져가 섬유아 세포 및 근육세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실험에 적용된 레이져 파장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고

정된 저출력 파장대에서의 적절한 노출시간 및 기간 등의 파라미터에 관한 연구가 부

족하였다. 또한 저출력 레이져가 근육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유전

자 단위인 MyoD, Myf5, VEGF의 유전자 발현 단위에서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저출력(660 nm/808 nm)레이져가 근육세포의 MyoD, Myf5, VEGF의 

유전자 발현을 통해 확인하므로 적절한 레이져 자극의 파라미터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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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및 레이저 자극  

본 연구에서는 C2C12 myoblast세포(Riken BRC Cell Bank, Japan)를 tissue culture dish에 

배양하였다. 실험은 크게 1일 레이져 자극과 5일 레이져 자극으로 구분되었다. 1일 레

이져 자극은 Control군, 660 nm 레이져 자극군, 808nm 레이져 자극군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5일간 진행된 실험에서는 레이져의 연속자극과 불연속자극의 영향을 추가

로 보기 위하여 Control군, 660 nm 레이져 자극군, 808 nm 레이져 자극군을 각각 연속자

극 및 불연속자극으로 나누어 총 6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세포는 DMEM, 10% 

FBS, 1% P/S (Lonza, USA) 인 배지에 넣고 5% CO2, 37℃의 인큐베이터 조건에서 배양하

였다. 세포부착 3시간 뒤, 저출력 레이져에 1일 또는 5일간 노출시켰으며 배지는 3일

에 한 번 갈아주었다. 세포부착 3시간 뒤, 저출력 레이져에 1일 또는 5일간 노출시켰

으며 배지는 3일에 한 번 갈아주었다. 

레이져 노출은 이전 연구에 의해 세포 분화, 증식 및 상처 치유와 관련된 레이져 

파장으로 알려진 660 nm 와 808 nm 을 적용하였다. 실험방법은 연속적으로 10분 노출

한 그룹(1일, 5일)과 불연속적으로 2분씩 5회로 총 10분간 레이져에 노출시킨 그룹(1일, 

5일)으로 나누었다. 세포가 부착된 후에 660 nm, 808 nm 레이져 노출한 다음 바로 결과

를 확인(1일)하고, 부착된 세포를 5일간 레이져 노출 시킨 후 결과(5일)를 확인하는 실

험을 진행하였다(Figure 1). 레이져 노출은 ambient light에서 진행되었다. 레이져 자극이 

끝난 후 즉시 cell counting과 mRNA 추출이 이루어졌고, 노출된 레이져는 660 nm/ 808 

nm 로 하였으며, average power output은 10 mW 이었다. 또한 spot size는 4.2 cm, 노출시

간은 10분, power density는 0.000723 W/cm2, 그리고 energy density는 0.43 J/cm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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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속적, 비연속적 660 nm/808 nm 레이져 자극 시스템. (A: 저출력 레이져 방출 

부분, B: 세포가 부착된 dish의 위치, 정병조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작된 레이져 시스템 

사진을 인용하였음) 

 

2. mRNA 추출과 유전자 발현  

레이져 자극이 완료된 후, tissue culture dish에 부착된 모든 그룹의 세포를 인산염

완충액(PBS)으로 세척한 뒤 Tri-Reagent (Sigma-Aldrich, USA)를 사용해 총 mRNA를 세

포에서 추출해 내었다. cDNA 합성을 위해 TaqMan®  Reverse Transcription Reagents Kit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여 pre-cDNA 샘플을 Applied Biosystems 2720 Thermal 

Cycler에 의해 합성시켰다. cDNA 샘플을 Taqman®  Universal PCR Master Mix 및 20X 

prim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여 Applied Biosystems 7500 Real-Time PCR 

system으로 MyoD, Myf5, 그리고 VEGF유전자 발현량을 Relative Quantitation (RQ) study 

software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18s housekeeping gene으로 normaliza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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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인 유의성 분석을 위하여 ANOVA의 post hoc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진행하였으며 significance level은 0.05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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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연속적인 저출력 레이져에 1 일 노출된 근육세포의 세포증식 

세포배양 1일째 되는 날에 연속적으로 레이져를 10분 노출시킨 후 바로 근육세포

의 증식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cell counting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레이져를 가한 그

룹을 Control그룹과 비교했을 때 660 nm에서는 18% 증가하였으며, 808 nm에서는 11% 

증가하였다(Figure 2). 또한, 660 nm 레이져가 808 nm 레이져에 비해 근육세포의 증식을 

증가시켰다 (p<0.05). 따라서 연속적인 저출력 레이져를 1일 가하였을 때 660 nm레이

져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1일 세포 증가율만의 변화를 가지고 레

이져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육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ure 2. 연속적인 660 nm/808 nm 레이져에 1일 노출된 C2C12 세포 증식율. (p <0.05 / 

control과 660 nm 또는880 nm 레이져 그룹의 비교[*], 레이져 그룹간의 비교[┎┒] /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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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력 레이져에 1 일 노출된 근육세포의 유전자 발현  

레이져 노출 후, C2C12의 MyoD, Myf5, VEGF의 유전자 발현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real time RT-PCR을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속적인 660 nm 레이져에 1

일 노출된 C2C12의 유전자 발현 결과에 따르면 Control과 비교했을 때, MyoD에서 

71%(Fig 3a), Myf5에서는 183%(Fig 3b), VEGF에서는 38%(Fig 3c)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

나, 808 nm 레이져에 1일 노출하였을 때는 Control과 비교하여 MyoD, VEGF에서는 변

화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Myf5에서만 66% 증가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660 nm 와 

808 nm 레이져 그룹 간 비교하였을 때, 660 nm 레이져 자극이 MyoD 유전자를 70%, 

Myf5 유전자를 117%, VEGF 유전자를 42% 증가시켰다(Figure 3). 즉, 연속적인 660 nm

레이져에 1일 노출시켰을 때 세포 분화가 808 nm보다 더욱 활발히 일어나 세포 증식

율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력 레이져가 (특히 단기간에

서는 660 nm 레이져 자극이) 근육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나 더욱 

정확한 근육세포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보다 긴 시간에 따른 변화(5일 노출) 및 

레이져의 연속/불연속적인 노출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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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연속적인 660 nm/808 nm 레이져에 1일 노출된 C2C12 세포의 (a) MyoD, (b) 

Myf5, and (c) VEGF 유전자 발현. (p <0.05 / Control과 660 nm 또는 880 nm 레이져 그룹의 

비교[*], 레이져 그룹간의 비교[┎┒]; N=3)  



51 

 

3. 연속적/불연속적인 저출력 레이져에 5일 노출된 근육세포의 세포

증식 

 
연속적/불연속적인 레이져에 5일간 노출 시킨 후 세포증식율을 확인하였다. 연속

적인 레이져에 노출된 근육세포를 Control과 비교했을 때 660 nm에서는 33%, 808 nm 

에서는 21% 증가됨을 보였으며, 불연속적인 레이져에 노출 되었을 때는 660 nm 에서

는 22%, 808 nm에서는 19% 증가됨을 보였다. 또한, 연속적인 660 nm와 808 nm 레이져

를 비교했을 때는 660 nm 에서 12% 세포증식이 증가하였으나 불연속적인 레이져 자

극에서는 660 nm와 808 nm 간의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레이져 파장대에서 연속적인 

자극과 불연속적인 자극을 비교한 결과, 660 nm 에서는 연속적인 자극이 11% 세포증

식을 증가시켰으나, 808 nm 에서는 연속적인 자극과 불연속적인 자극 간의 차이가 없

었다(Figure 4). 따라서 연속적인 660 nm 를 5일간 노출하였을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하여 MyoD, Myf5 그리고 VEGF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Figure 4. 연속적, 비연속적 660 nm/808 nm레이져에 5일 노출된 C2C12 세포 증식율. (p 

<0.05 / Control과 660 nm 또는880 nm 레이져 그룹의 비교[*], 같은 조건하의 레이져 그

룹간의 비교[†], 연속적, 비연속적 레이져 그룹간의 비교[┎┒];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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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속적/불연속적인 저출력 레이져에 5일 노출된 근육세포의 유전

자 발현  
 

연속적/불연속적인 레이져에 5일간 노출시킨 후 MyoD, Myf5, VEGF 유전자 발현

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5일간 연속적인 660 nm 레이져에 노출된 근육세포를 

Control과 비교했을 때 MyoD는 84%(Figure 5a), Myf5는 172%(Figure 5b), VEGF는 

91%(Figure 5c)의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5일간 연속적인 808 nm 레이져에 

노출된 근육세포는 Control과 비교했을 때 MyoD는 60%, Myf5는 63%, VEGF는 52%의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불연속적인 660 nm 레이져에 노출된 근육

세포를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MyoD, Myf5에서는 큰 변화를 볼 수 없었으며 VEGF

에서만 62% 증가함을 보였다. 불연속적인 808 nm 레이져에 노출되었을 때는 MyoD, 

VEGF에서는 큰 변화를 볼 수 없었으며, Myf5는 약 20% 감소하였다. 

연속적인 660 nm 레이져는 연속적인 808 nm 레이져에 비해 Myf5와 VEGF 유전자 

발현을 각각 110%, 40% 증가시켰다(Fig 5b, c). 또한, 불연속적인 660 nm 레이져 자극과 

불연속적인 808 nm 레이져 자극을 비교하였을 때는 VEGF에서만 660 nm가 808 nm 보

다 유전자 발현량을 증가시켰다(Fig 5). 동일 파장대에서 연속적 레이져와 불연속적인 

레이져를 비교한 결과, 모든 660 nm와 808 nm 레이져 자극에서 동일하게 모든 유전자

에 대하여 연속적인 레이져 자극이 불연속적인 레이져 자극보다 유전자 발현량을 증

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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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연속적, 비연속적 660 nm/808 nm 레이져에 5일 노출된 C2C12 세포의 (a) 

MyoD, (b) Myf5, and (c) VEGF 유전자 발현. (p <0.05 / Control과 660 nm 또는 880 nm 레

이져 그룹의 비교[*], 같은 조건하의 레이져 그룹간의 비교[†], 연속적, 비연속적 레이

져 그룹간의 비교[┎┒];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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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저출력 레이져 치료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근육의 세포증식

과 MyoD, Myf5, 그리고 VEGF의 유전자 발현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수행된 실험 결과

에 의하면 660 nm 레이져 노출은 세포증식과 관련하여 기간에 따른 노출에 따라 1일

군과 5일군에서 808 nm 레이져 노출 시켰을 때와는 달리 모두 증가되었으며 이와 더

불어 연속적 레이져와 불연속 레이져 노출을 비교하였을 때, 연속적인 660 nm 레이져 

노출에서 세포의 증가율이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세포 증식율로만 확인한 결과이기에 정확한 변화분석을 위해서 근육세포의 기능을 조

절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분화, 증식, 그리고 회복에 관련된 MyoD, Myf5, VEGF 유전자 

발현량 변화를 통해 정확한 레이져 노출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1일 레이져에 노출된 

유전자 발현량 결과에 의하면 각 실험군의 MyoD, Myf5, VEGF 유전자 발현량이 

Control군과 비교했을 때, 660 nm 레이져에서 큰 차이로 증가됨을 확인하였으나 808 nm 

레이져에서는 Myf5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노출 5일군의 연속적인 660 nm에서 MyoD, Myf5, VEGF 유전자 

발현량이 모두 증가됨을 보였으며, 808 nm에서는 연속적인 레이져 노출에서는 660 nm

보다는 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력 레이져에 노출되었을 때 세포증식이 증가되는 것은 growth 

factor(VEGF)와 interleukins(IL-2, IL-6등)의 분비가 촉진됨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서 660 nm/808 nm 연속/불연속 레이져를 1일, 5일간 노출했을 때 다른 군보다 5일 660 

nm 연속 레이져군에서 MyoD, Myf5, VEGF 유전자 발현의 증가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

다. 특히 VEGF는 growth factor의 증가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연속적

인 660 nm가 근육세포의 분화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MyoD, Myf5의 유전자 발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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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근육세포 분화 유도를 증가시키고, VEGF의 발현증가로 세포의 증식을 촉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660 nm 노출군이 808 nm 노출군 보다 세포증식 및 유전자 결과에서 매우 긍정적

인 역할을 하였으나, 808 nm의 노출 또한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효과가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5일간 연속/불연속 노출 군의 세포증식 및 유전자 결과를 보면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세포의 증식이 모두 증가하였고, 유전자 발현결과에서도 

Myf5의 불연속결과에서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인 부분에서는 Control 보다 증가

되었으며, 불연속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Myf5에서의 불연속 군의 감소는 660 

nm의 불연속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가중에 의한 광 흡수력이 연속적인 그룹에서

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808 nm 레이져 또한 연속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치료적 효과가 있는 파장대로 생각되어지나, 시간적 가중에 따른 자극의 

세기가 660 nm 보다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세포의 특성에 따

른 적절한 파장대 영역에 대한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육세포에서

는 660 nm 파장대가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파장대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

라 연속적, 불연속적인 레이져 노출은 유전자 발현변화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실

험에서 레이져 노출시간은 동일하였으나 노출방식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근육세포가 연속적으로 레이져에 노출되었을 때의 광 흡수력이 불연

속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흡수력에 대한 차이는 세포증식 및 유전자 발현에

서 Control과 비교했을 때 뚜렷이 나타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레이져 자

극이 연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시간적인 가중에 의해 자극의 강도를 극대화 시켰을 것

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660 nm 레이져 자극을 단기간 받은 근육세포는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되면서 세포의 분화 및 증가 더 나아가 근육조직의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를 보이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출력 레이져에 노출된 근육세포

의 반응을 세포증식곡선 및 유전자 발현량으로 확인하면서 기초의학 및 재생의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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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유익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조직공학 또는 더 나아가 생체 내 실험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근육

의 기초의학 및 재생의학에서 저출력 레이져 치료기는 흥미로운 새로운 기술이며, 치

료 시 큰 외상이 없이 근육과 관련된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기로써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생체 외 연구를 통하여 

연속적인 660nm 저출력 레이져 치료의 단시간 내 근육세포 증식 및 회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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