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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파골세포는 골을 흡수하는 세포로서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 양성 다핵세포
이다. 파골세포는 골수의 colony forming unit- 
macrophage(CFU-M) 세포로부터 유래되며 이들 세
포의 증식, TRAP 발현 및 융합 과정을 거쳐 분화한
다1). 조골세포는 골기질을 생성하여 골형성에 관여
할 뿐만 아니라 파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re-
ceptor activator of NF-κB ligand(RANKL), in-
terleukin-1(IL-1), tumor necrosis factor(TNF), 
interleukin-6(IL-6) 및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MIP)-1α를 생성하여 파골세포 분화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4). 이와 같이 조골세포
는 파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cytokine을 
생성하여 골흡수를 조절하므로 세균감염에 대한 조
골세포의 반응은 감염에 의한 골 파괴에 있어서 중
요하다. 세균에 대한 조골세포 반응은 살아 있는 세
균과 세포간의 접촉,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 또는 세
균이 파괴되어 유리되는 lipopolysaccharide(LPS)와 

같은 세균 성분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세균
의 조골세포 부착 및 침투는 염증세포/항체와 같은 숙
주 방어 기작 및 항생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치료의 어려움 및 재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조골세포에 부착 및 침투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된 세균으로는 골수염의 원인균인 
Staphylococcus(Staph) aureus 및 Streptococcus 
(Strep) pyogenes, 치주염의 원인균인 Porphyromonas(P) 
gingivalis가 있으며 Staph. aureus의 조골세포 침
투시 세균표면에 존재하는 fibronectin 부착 단백질
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9).1)

치주염은 치태내 세균에 의하여 치아 지지조직이 
파괴되는 염증성질환으로 치조골흡수에 의하여 치아
가 상실되는 주된 원인이다. 치주염 관련 세균이 치
주조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치은열구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방어벽을 통과해야 한다. Aggregatibacter 
(A) actinomycetemcomitans는 치주염의 원인균으로서 
침투성이 강한 세균이다. A. actinomycetemcomitans
는 상피세포10-13) 및 혈관내피세포14)에 침투할 수 있
으며, 실제로 전자현미경상에서 치주염 환자의 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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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의 집락을 관
찰할 수 있었다15). A. actinomycetemcomitans의 
상피세포 침투시 상피세포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transferrin receptor 및 integrin이 관여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A. actinomycetemcomitans는 숙주
세포 수용체에 결합 후 세포의 actin 재배열에 의하
여 세포 내로 들어간다. 세포 내로 들어간 세균은 
endosome으로부터 원형질로 빠져나온 후 빠른 속도
로 증식하며 세포 원형질의 돌출을 통해 다른 세포
로 이동할 수 있다11,12). 이와 같은 A. actino-
mycetemcomitans의 상피세포 침투능은 세균의 치주
조직으로의 확산에 중요한 독성인자로 작용할 수 있
다. 골수 또는 파골세포 전구세포 배양법을 이용하여 
A. actinomycetemcomitans의 lipopolysaccharide 
(LPS)16-18) 및 capsular-like polysaccharide의19,20) 
파골세포의 형성 유도능이 입증되었으며 또한 IL-1 
또는 prostaglandin E2(PGE2) 억제제를 사용하여 
PGE2 및 IL-1이 LPS 및 capsular-like poly-
saccharide에 의한 파골세포 형성에 관여함이 보고
되었다. 또한 치주인대세포에서 A. actino-
mycetemcomitans의 LPS 및 독소인 cytolethal 
distending toxin이 RANKL의 발현을 증가시켜21,22) 
A. actinomycetemcomitans와 치주염시 야기되는 
치조골 흡수와의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A. actinomycetemcomitans의 일부 성분에 의한 파
골세포형성 유도능 및 치주인대세포에서의 RANKL 
발현 유도능 또한 본 세균의 상피세포와 혈관내피세
포 부착 및 침투능은 밝혀졌으나 조골세포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 생균 또는 A. actino-
mycetemcomitas의 일부 성분에 의한 파골세포분화
유도 cytokine 발현 유도능, 본 세균의 부착 및 침
투능은 밝혀져 있지 않다. 조골세포는 파골세포분화 
유도인자를 생성하여 파골세포의 분화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치주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조
골세포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치주염시 야기되는 치
조골 파괴기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골세포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 
생균의 1) RANKL, MIP-1α, IL-1β 및 TNF-α의 

발현 유도능 및 2) 부착 및 침투능을 평가하였다.
  

II. 연구재료 및 방법
1. 마우스 두개골에서 조골세포의 분리 
마우스 두개골로부터 조골세포를 다음과 같이 분

리하였다. 태생 1~2 일 경과한 ICR 마우스를 희생
시킨 후 두개골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였다. 10개의 
마우스 두개골을 10 ㎖의 0.1% collagenase(Wako 
Pure Chemicals, Osaka, Japan) 및 0.2% dispase 
(Gibco BRL, NY, USA)를 함유한 α-MEM(Gibco 
BRL, NY, USA) 배지에 부유시킨 후 37℃에서 15 
분간 교반하여 두개골로부터 조골세포를 모았다. 이 
과정을 총 5 회 반복하였으며 2~5 회 반복하여 얻
은 세포 부유액을 2000×g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
여 조골세포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를 10 cm 평
판세포 배양기에 분주하여 10% 우태아혈청(Gibco 
BRL, NY, USA)을 함유한 α-MEM 배지에서 3 일
간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A. actinomycetemcomitans 배양
A. actinomycetemcomitans ATCC43718를 brain 

heart infusion broth(BHI, Becton, Dicknson and 
Company, MD, USA)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7℃, 
10% CO2 항온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A. 
actinomycetemcomitans를 3000×g에서 5 분간 원
심분리하여 균체를 모았다. 모은 균체를 PBS로 3 회 
세척한 후 PBS에 부유시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 actinomycetemcomitans의 colony 
forming uint(CFU)/㎖ 및 흡광도간의 표준곡선을 
기준으로 세균수를 측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A. actinomycetemcomitans로 처리한 
조골세포의 cytokine 발현 평가 

생균 처리 조골세포의 cytokine 발현정도를 역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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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e Direction Primer sequence Annealing temp (̊C) Product size (bp)
RANKL

MIP-1α

TNF-α

IL-1β

β-actin

Forward
Reverse

Forward
Reverse

Forward
Reverse

Forward
Reverse

Forward
Reverse

5′-CGCTCTGTTCCTGTACTTTCGAGCG-3′
5′-TCGTGCTCCCTCCTTTCATCAGGTT-3′

5′-CAGCGAGTACCAGTCCCTTTT-3′
5′-CCTCGCTGCCTCCAAGA-3′

5′-TTCTGTCTACTGAACTTCGGGGTGATCGGTCC-3′
5′-GTATGAGATAGCAAATCGGCTGACGGTGTGGG-3′

5′-ATGGCAACTGTTCCTGAACTCAAGT-3′
5′-CAGGACAGGTATAGATTCTTTCCTTT-3′

5′-GGACTCCTATGGTGGGTGACGAGG-3′
5′-GGGAGAGCATAGCCCTCGTAGAT-3′

62.2

54.7

60

55

58

750

363

468

563

366

Table 1. Sequences of primers for RANKL, MIP-1α, TNF-α, IL-1β, and β-actin

중합효소연쇄반응법(reverse transcriptase-polymer-
ase chain reaction, RT-PCR)으로 측정하였다. 조
골세포를 10% 우태아혈청 및 항생제를 함유한 α
-MEM 배지에 부유시킨 후 2×105이 되도록 6 well 
배양기의 각 well에 분주하였다. 세포가 단층으로 
자란 후 항생제와 혈청을 함유하지 않은 배지로 일 
회 세척한 후 세균을 세균 대 세포 수가 10:1, 50:1 
및 100:1이 되도록 분주하였다. 일정 시간 배양한 후 
Trizol 용액(Invitrogen, CA, USA)을 사용하여 세
포로부터 RNA를 분리하여 RT-PCR 방법으로 cy-
tokine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4. RT-PCR
분광광도계로 세포로부터 분리한 RNA의 농도를 

측정한 후 cDNA 합성 kit(Bioneer,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RNA 1 ㎍로부터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cDNA는 DEPC로 희석하여 -70℃에 보관하
여 사용하였다. 1×PCR reaction buffer, 80 μM 
dNTP, 25 mole/㎕ forward & reverse primer 그

리고 0.5 unit의 Taq DNA polymerase가 들어있는 
20 ㎕의 반응액(Bioneer, Seoul, Korea)을 이용하
여 2 ㎍ cDNA로부터 각 cytokine의 유전자를 증폭
하였다. 사용한 primer 및 annealing temperature
는 Table 1과 같다. PCR 산물을 1% agarose gel에
서 전기영동을 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각 cytokine mRNA의 발현을 평가하였다. 

5. A. actinomycetemcomitans의 조골세포 
감염능 평가

Okahashi8,9)의 방법을 일부 변형시켜 세균의 세
포표면 부착능 및 세포 내 침투능을 평가하였다. 세균
을 세포배양배지에 접종하여 일정 시간 배양한 후 세
포를 세척하고 세포표면 및 세포 내로 들어간 세균 수
를 측정하였으며, 세척한 세포를 gentamicin(Sigma, 
MO, USA)으로 처리하여 세포표면에 붙은 세균을 
죽인 후 세포 내 침투한 세균 수를 측정하였다. 세포
표면에 부착한 세균 수는 세포세척 후 측정한 세균 
수에서 gentamicin 처리 후 측정한 세균 수를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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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ression of RANKL mRNA in osteoblasts 
treated with alive A. actinomycetemcomitans. a) 
Osteoblasts were treated with A. actinomycetemcomitans 
(Aa) at ratio of 10:1, 50:1 or 100:1 (bacteria:osteoblasts) 
for 3h. The total RNA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RT-PCR analysis for RANKL and β-actin.

Figure 2. Expression of osteoclastogenesis-inducing cytokines 
in osteoblasts treated with A. actinomycetemcomitans. 
Osteoblasts were treated with A. actinomycetemcomitnas 
(Aa) at ratio of 10:1, 50:1 or 100:1 (bacteria:osteoblasts) 
for indicated times. The total RNA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RT-PCR analysis for MIP-1α, IL-1β, TNF-
α, and β-actin. 

측정하였다.  
조골세포를 10% 우태아혈청 및 항생제를 함유한 

α-MEM 배지에 부유시킨 후 2 × 104이 되도록 24 
well 배양기의 각 well에 분주하였다. 세포가 단층으
로 자란 후 항생제와 혈청을 포함하지 않은 배지로 
일 회 세척한 후 세균을 세균 대 세포 수가 1000:1
이 되도록 분주하였다. 일정 시간 반응시킨 후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로 세포를 3 회 세척하고 
0.5% triton X-100을 함유한 PBS 200 ㎕를 각 
well에 첨가하여 세포를 깨뜨렸다. 깨뜨린 세포액을 
PBS로 희석한 후 BHI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37℃, 
10% CO2 항온기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를 계
수하여 세포 표면 및 세포 내에 존재하는 총 세균 
수를 측정하였다.

세포 내 침투한 세균 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균을 세포에 감염시킨 
후 PBS로 3 회 세척하였으며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gentamicin(100 ㎍/㎖)을 
함유한 α-MEM 배지에서 한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이 끝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를 깨트려 세
포내 존재하는 세균 수를 측정하였다. 

III. 결과
1. A. actinomycetemcomitans 생균에 

의한 RANKL mRNA 발현
조골세포를 A. actinomycetemcmitans로 세균 

대 세포 수가 10:1, 50:1 및 100:1이 되도록 3 시간 
처리한 후 RANKL mRNA 발현을 RT-PCR방법으로 
측정하였다. A. actinomycetemcomitans로 처리하
지 않은 조골세포에서 RANKL mRNA가 발현되었다. 
조골세포를 세균 대 세포 수가 10:1, 50:1 및 100:1
이 되도록 처리한 경우 RANKL mRNA의 발현이 모
두 증가하였으며 10:1 및 50:1에서는 접종한 세균 수
가 증가함에 따라 발현이 증가하였다(Figure 1).

2. A. actinomycetemcomitans 생균에 
의한 MIP-1α, IL-1β 및 TNF-α 
mRNA 발현

A. actinomycetemcomitans로 세균 대 세포 수
가 10:1, 50:1 및 100:1이 되도록 조골세포를 3 시간 
처리한 후 MIP-1α, IL-1β 및 TNF-α mRNA의 
발현을 RT-PCR 방법으로 평가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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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dhesion to and invasion of osteoblasts by A. actinomycetemcomitnas. After osteoblasts were treated with A. 
actinomycetemcomitans at ratio of 1000:1 (bacteria:osteoblasts) for 1h and 3h, bacterial adhesion and invasion were 
estimated. The percentage of adhesion or invasion was calculated as follows; (number of bacteria adhering to or invad-
ing/total number of bacteria in inoculum)

세균으로 처리하지 않은 조골세포는 MIP-1α mRNA
을 발현하고 있었으며 IL-1β 및 TNF-α mRNA는 
발현하지 않았다. MIP-1α mRNA의 발현은 10:1, 
50:1 및 100:1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IL-1β mRNA 
및 TNF-α mRNA도 10:1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였으
며 접종한 세균수가 증가함에 따라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세균 대 세포 수 1:50에서 IL-1β 
mRNA의 발현은 접종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
하였다.     

3. A. actinomycetemcomitans의 조골세포 
감염능 평가

조골세포배양액에 A. actinomycetemcomitans를 
세균 대 세포 수를 1000:1로 접종한 후 1 시간 및 3
시간 배양하여 세포표면에 부착한 세균 수 및 세포
내로 침투한 세균 수를 측정하였으며 세균의 세포표
면 부착 및 침투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부착
율(%)은 부착한 세균 수/ 접종한 총 세균 수, 침투율
(%)은 침투한 세균 수/ 접종한 총 세균 수. 1 시간 
및 3 시간 후 조골세포 표면에 부착한 세균 수는 
0.6×104±0.1×104개/well 및 5.6×104± 0.5×104

개/well로서 세포표면에 부착한 세균의 수는 1 시간 
및 3 시간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1 시간 
및 3 시간 후 세포표면에 부착한 세균은 접종한 총 
세균 중 각각 0.014% 및 0.14%이었다. 1 시간 및 3
시간 후 세포 내 침투한 세균 수는 9±5개/well 및 

2× 102±20개/well로서 3 시간 후 세포에 접종한 총 
세균 중 0.001%만이 세포 내로 침투하였다(Figure 3).

IV. 고안  
2명의 유년성 치주염 환자의 치주조직 중 11개 조

직에서 A. actinomycetemomitnasm 항원이 발견되
었으며 전자현미경상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
의 집락이 관찰되었다15). 이는 치주염시 A. actino-
mycetemcomitans가 치주조직 내로 침투한 후 치주
조직세포에 작용하여 조직파괴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A. actino-
mycetemcomitans 생균이 조골세포의 RANKL, 
MIP-1α, IL-1β 및 TNF-α mRNA의 발현을 증가
시키며 조골세포에 부착 및 침투할 수 있음을 입증
하였다.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는 여러 단계 즉,  파골세
포 전구세포의 골표면으로의 이동, 이동한 파골세포 
전구세포 TRAP 발현, 융합 및 융합한 파골세포의 
활성화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생체 내에서 다양한 
호르몬 및 cytokine들이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할 수 
있으나 이들이 작용하는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RANKL은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골흡수 
유도 cytokine으로서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이동을 
제외한 모든 분화 단계 즉,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TRAP 발현, 융합 및 활성화 과정을 유도한다23). 
Strep. pyogenes는 세균 대 세포 수가 10:1에서8),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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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ingivalis는 50:1에서 조골세포의 RANKL 
mRNA의 발현을 증가시켰다9). 본 연구에서 A. ac-
tinomycetemcomitans는 10:1에서 RANKL mRNA
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조골세포는 RANKL 이외에 
RANKL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RANKL의 작용을 촉
진시키는 다양한 cytokine 즉, MIP-1α, IL-1β 및 
TNF-α를 발현하므로 A. actinomycetemcomitans
가 이들 cytokien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단핵세포, 림프구, 가지세포, 호산구 및 자연살
세포의 화학주성인자로 알려진 MIP-1α는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화학주성인자로도 작용한다4,24). MIP-1
α 단독으로는 파골세포 형성을 유도하지 못하나 
RANKL 또는 RANKL 및 TNF-α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이들에 의한 파골세포 형성을 촉진시킨다4,25). 
RANKL과 MIP-1α을 같이 처리한 경우 RANKL 단
독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다핵의 파골세포가 빨리 나
타나며, 파골세포의 크기 및 핵의 수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25). 또한 MIP-1α는 융합이 끝난 
다핵의 파골세포의 골표면에서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한 개의 파골세포에 의하여 흡수되는 흡수부위의 면
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는 MIP-1
α가 RANKL에 의한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융합과정
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파골세포 전구세포 및 파골
세포의 골표면 이동을 유도하여 골흡수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로 조골세포를 처리한 경우 
RANKL mRNA 뿐만 아니라 MIP-1α mRNA 발현도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A. actinomycetemco- 
mitans에 의한 RANKL 및 MIP-1α mRNA의 동시 
발현은 RANKL이 단독으로 발현되는 경우보다 파골
세포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NF-α 및 IL-1β도 골흡수유도인자이다. IL-1β
는 조골세포 또는 파골세포 전구세포에 작용하여 파
골세포의 형성을 유도한다. 즉 IL-1β는 간접적으로 
조골세포의 RANKL 발현을 증가시켜 파골세포 형성
을 유도할 수 있으며26), RANKL 및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M-CSF)에 의하여 TRAP
을 발현하게 된 파골세포 전구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이들 세포의 융합 및 활성화 과정을 유도한다23). 
TNF-α도 IL-1β와 마찬가지로 조골세포의 RANKL 
발현을 증가시키며26), IL-1β 및 TNF-α는 RANKL 
뿐만 아니라 MIP-1α의 발현도 증가시킨다4). 본 연
구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는 RANKL 
mRNA의 발현 뿐만 아니라 IL-1β 및 TNF-β mRNA
의 발현도 증가시켰다. Strep. pyogenes8) 및 P. 
gingivlais도9) A. actinomycetemcomitans와 마찬가
지로 조골세포의 RANKL mRNA의 발현을 증가시켰
으나 IL-1β 및 TNF-α mRNA 발현은 유도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A. actinomycetemcomitans에 의
한 조골세포의 IL-1β 및 TNF-α 발현 증가는 조골
세포의 RANKL 및 MIP-1α 발현을 증가시키며 RANKL 
에 의한 파골세포 전구세포의 융합과 활성화를 촉진
하여 골흡수를 더욱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A. actinomycetemcomitans는 상피세포 및 혈관 
내피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다10-12,14). 상피세포에서 
여러 A. actinomycetemomitans 세균주(strain)에 
대한 부착 및 침투능을 평가하였으며 세균주에 따라 
부착 및 침투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균 대 세포 수가 100:1이 되도록 A. actino-
mycetemcomitans를 상피세포에 접종한 경우 접종
한 총 세균 중 1.1~8.3%가 세포표면에 부착하였으
며 0.08% 미만이 세포내로 침투하였다10). 조골세포
에 부착 및 침투하는 것으로 보고된 세균으로는 P. 
gingivalis 및 Strep. pyogenes가 있으며8,9) 조골세
포를 P. gingivalis로 세균 대 세포 수가 100:1이 되
도록 처리한 경우 접종한 총 세균 중 3%가 세포표면
에 부착하였으며 0.8%가 세포 내로 침투하였다9). 예
비 연구에서 세균 대 세포 수 50:1 및 100:1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의 조골세포 부착 및 침투
능을 관찰하여 세포 표면에 붙은 A. actino-
mycetemcomitans는 관찰할 수 있었으나 세포 내로 
침투한 세균은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000:1 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의 조
골세포 부착 및 침투능을 평가하였으며 조골세포 표
면에 부착 및 침투한 A. actinomycetemcomitans는 



559

세포에 접종한 총 세균 중 각각 0.14% 및 0.001% 
이었다. A. actinomycetemcomitans의 조골세포 부
착 및 침투능은 상피세포 부착 및 침투능보다 또한 
P. gingivalis의 조골세포 부착 및 침투능보다 약하
나 A. actinomycetemcomitans의 조골세포 침투능
은 염증세포/항체와 같은 숙주 방어 기작 및 항생제
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A. actinomycetemcomitans 생
균이 조골세포에서 파골세포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RANKL 및 RANKL의 발현을 유도하며 
RANKL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MIP-1α, IL-1β 및 
TNFα mRNA의 발현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음을 
또한 본 세균이 조골세포에 부착 및 침투할 수 있음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치주인대세포에서 A. actino-
mycetemcomitans의 LPS21) 및 독소가22) RANKL 발
현을 증가시키며 Staph. aureus의 조골세포 침투시 
세균표면에 존재하는 fibronectin 부착 단백질이7)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 ac-
tinomycetemcomitans에 의한 조골세포의 파골세포
분화유도 cytokine 발현, 조골세포 부착 및 침투에 
관여하는 세균의 성분 및 기전은 밝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A. actinomycetemcomitans는 치주염 원인균 중 
하나로서 침투성이 강한 세균이다. 조골세포는 다양
한 파골세포분화 유도 cytokine을 생성하여 파골세
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A. actino-
mycetemcomitans 생균에 대한 조골세포의 반응은 
치주염시 야기되는 치조골 파괴기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A. actinomycetemcomitans의 일부 성분
에 의한 파골세포형성 유도능, 상피세포와 혈관내피
세포 부착 및 침투능은 밝혀졌으나 조골세포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의 cytokine 발현 유도능, 
부착 및 침투능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조골세포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 

생균의 1) 파골세포분화 유도 cytokine 발현 유도능
과 2) 부착 및 침투능을 평가하였다. 조골세포는 마
우스 두개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cytokine의 
발현은 RT-PCR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 A. actinomycetemcomitans는 세균 대 세포 

수 10:1, 50:1 및 100:1에서 조골세포의 
RANKL mRNA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2. A. actinomycetemcomitans는 세균 대 세포 
수 10:1, 50:1 및 100:1에서 조골세포의 
MIP-1α, IL-1β 및 TNF-α mRNA의 발현도 
증가시켰다.  

3. A. actinomycetemcomitans는 조골세포에 부
착 및 침투하였다. 

이와 같은 조골세포에서 A. actinomycetemco- 
mitnas의 파골세포분화 유도 cytokine 발현 유도능, 
부착 및 침투능은 치주염시 야기되는 치조골 흡수 
및 숙주 방어 기작과 항생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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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of osteoclastogenesis-inducing cytokines and 
invasion by alive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in osteob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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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Osteoblasts regulate osteoclastogenesis by production of various cytokines. Aggregatibacter(A) ac-
tinomycetemcomitans is one of periodontopathogens which invades gingival tissue. Therefore, clar-
ifying the effect of alive A. actinomycetemcomitans on osteoblasts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alveolar bone resorption in periodontitis. We investigated induction of osteoclasto-
genesis-inducing cytokines, adherence, and invasion by A. actinomycetemcomitans in osteoblasts. 
Osteoblasts were isolated from mouse calvaria and expression of cytokines was determined by 
RT-PCR. 

When the ratio of the number of A. actinomycetemcomtians to the number of osteoblasts was 10:1, 
50:1 and 100:1, RANKL mRNA expression was increased. A. actinomycetemcomitans also increased 
expression of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 (MIP)-1α, interleukin (IL)-1β,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 actinomycetemcomitans attached to and invaded osteoblasts at ratio of 10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actinomycetemcomitans increases osteoclastogenesis-inducing ability of 
osteoblasts by stimulating the expression of RANKL, MIP-1α, IL-1β, and TNF-α and that invasion 
of A. actinomycetemcomitans provides a means by which the bacteria escape from immune system 
and antibiotic therap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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