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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및 간혈적 가압력이 MC3T3-E1 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송 혜 섭 . 경 희 문2

교정 력에 의한 치 아이동은 세포반응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힘의 양상에 따른 세포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M C3T3ᅳE1 세포를 24well 배양접시에 배 양한 후 밀생상태가 되었을 때, incubator 속의 특수 제작된 사각상 
자에 배양 접시를 넣고 타이머에 연결된 Diaphram  pum p를 이용하여 300 gm /cm 2 의 압력을 10분간 가압후 
10분간 가압이 중지되도록 한 간헐적 가압군과 지속적으로 가한 가압군으로 하여 각각 실험 24시간, 48시 간, 

72시간후의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압 24시 간 후에 서 는 각 군간에 alkaline phosphatase 활성 도에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가압 48시간 후에서는 간헐적 가입•군과 지속적 가압군 모두 대조군 보다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가 
증가 되었다.

3. 가압 72시간 후에서는 간헐적 가압군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증가가 대조군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 
였으나 지속적 가압군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가압 72시간 후에서는 간헐적인 가압군이 지속적인 가맙군에 비하여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도가 증 
가되 었다.

5. 가암에 의한 세포의 뚜렷한 형태학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단어 : 지속적 및 간S 적 가압력. MC3T3ᅩE1 세포.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론

교정력은 치아 주위 골조직과 연조직의 개조현상 
을 일으키며, 교정력을 치아에 가할 경우 치조골의 압 
박측 영역에서는 골의 흡수가 일어나고, 인장력을 받 
는 부위에서는 골의 생성이 일어난다. 그러나 임상적 
으로 적용되는 교정력은 치근면에 대하여 받는 힘의 
정도가 작게는 10~15gm/cm2에서 크게는 450gm~ 

500gm/cm2까지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교정력의 크기 뿐 만 아니라 힘이 적용되는 양상도 
스프링이나 고무링 등을 사용하여 교정력을 가할때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 전공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 부교수

와 같이 초기 에 적 용된 교정 력 이 거 의 장기 간 지 속적 
으로 유지 되 는 지속적 교정 력 , 스크류를 사용할 때 처 
럼 초기에 적용된 교정력이 빠른 시간안에 급속히 감 
소하는 단속적인 교정력, 아치와이어에 의한 치아이 
동에서와 같이 치아에 가해진 지속적인 힘이 소량의 
치아이동에만 작용한 후 힘이 소실되어 다시 힘을 가 
하는 단속적 지 속력, 그리 고 가철성 장치 를 장착할 경 
우 주로 나타나는 간헐적 교정력 등 다양한 유형의 
교정력이 이용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크 
기의 힘과 다양한 양상의 교정력이 치아이동에 이용 
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교정력이 가장 적은 조직 
손상을 일으키면서 가장 빠른 치아 이동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아직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치아이동에 관한 연구는 Reitana(1951) 이 
래로 과거에는 주로 치아 주위조직의 조직학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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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방 법

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교정 
력에 대한 치아이동의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세포 수 
준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세포는 가 
맙력과 인장력을 구분하여 반응을 하는지, 각기 다른 
양상의 교정력을 구분하여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어 
떠한 힘의 양상이 가장 활발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 
는지,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교정력의 크기와 어떤 양상 
의 교정력이 치아 이동에 가장 적합한 교정력인지를 
규명 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 
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양상의 교정 력중 간 

헐적인 가압력과 지속적인 가압력을 배양된 조골양 
세포에 가한 후 Alkaline phosphatase(이하 ALP) 활 
성도를 측정하여 가해지는 힘의 양상에 따라 세포 수 
준에서의 반응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1. 세포의 배양.

쥐의 신생 두개골에서 유래되어 조골 세포와 비숫 
한 양상을 갖는 세포주인 MC3T3ᅳE1 세포를(Kodama

3), 1981) 10%의 FBS 에 1,000,000 unit의 Penicillin과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a-Minimal Essential Me- 

dium.(aᅳMEM, Gibco. 미국.)으로 37°C, 5% C02 In- 

cubator(Sanyo. 일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양하 
여 24 well 배양접시 (Costar. 미국.)에 well 당 10,000 

unit로 배양후 2일 간격으로 배양액 교환을 시행하였 
다.

2. 기계적 자극의 방법

alpha minimal essential medium (cHVIEM)과 fetal 

bovin serum (FBS)은 Gibco BRL사 (미국)에서 구입 
하였다. trypsin, bovin serum albumin (BSA)과 
paranitrophen이은 Sigma사 (미국)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용 플라스틱 용기는 Costar사 (미국)의 제 
품을 사용하였고，기타 시 약은 시판되는 일급 시 약을

A L P S ] 활성도는 Bessay등4)(1946)과 Burch둥5펴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뒤，각군 
24 well 배양접시 배양액을 제거한 후 차가운 FBS로 
3회 씻은 다음, 측정시까지 _20°C의 냉동고에 보관하 
였다. ALP측정은 얼음위에 기질(PNPP:sodium par- 

anitrophenyl -2-phosphate) 을 준비하고 배양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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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30초간 초음파 마쇄기로 마쇄한 후, 그중 300H1 

를 취하여 ALP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중 
200IJ1 는 Lowery®법에 준하여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ALP측정 을 위 한 표준용액으로는 pa- 

ranitrophen이을 30nm이까지 되도록 하여 넣고 37 ° C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IN  NaOH 250벼를 넣어 반 
응을 중단시켰다. 이것을 Spectrophotometry로 410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LP를 측정 하였다. 

ALP의 활성 치 는 U/min/mg. protein단위 로 나타내 었 
다.

m. 성 적

1. ALP의 활성도

대조군(Cᄋ), 간헐적 가압군(ICP)，지속적 가압군 
(CCP)에서 있어서 ALP활성도는 Table 1과 Fig. 2 에 
서와 같다. 가압 24시간 후에서는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맙 48시간 후에서는 
CCP군과 ICP군 모두 CO군에 비 하여 ALP 활성도에 
유의 한 증가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 P<0.05 )，CCP군 
과 ICP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압 72시간 후에서는 CCP군의 증가의 경향이 둔화 
되어 CO군과 CCP군 사이에는 ALP활상도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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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섭. 경희문

IV.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MC3T3-E1 세포는 Kodama 

(1981) 등3>이 신생쥐 두개골에서 분리'계대배양한 세 
포로서, 배양 초기에는 섬유아세포의 양상을 가지나 
장시간 배양시 골 기질의 석회화 뿐 만 아니라 조골 
세포와 골세포로 분화하는 조골기능을 갖고 있는 세 
포주다.

조골세포의 분화및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ALP가 주로 사용되며 이 효소는 경조직내의 기질 낭 
포와 세포외측 세포막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본 실험 
에서 측정한 ALP는 배양액의 교환시에 기질 낭포의 
것은 없어졌으므로 측정한 ALP는 세포외막에 존재 
하는 ALP라 볼수 있다. 신고는 Stein 둥®에 의하면 
그가 구분한 골세포의 3단계인 세포의 분화기，세포 
외기질의 성숙기 및 석회화기 과정중에서 분화기 직 
후부터 증가가 나타나며, 그이 후 osteocalcin과 ost

eonectin 이 석회화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7>의 보고에 의하면 기계적인 자극시 MC3T3 -E1 

세포의 ALP활성도는 배양 10일〜14일에 최고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배양 세포 
초기의 분화 과정에서 ALP의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중 배양액에서 받는 세포의 압력은 P = Pi + H 

gh ( H= fluid density, g= 중력 가속도, h= 높이 )이 다. 

이를 본 실험에 대입해 보면 300gm/cm2은 공기압 
(gas pressure) 이다. |igh에 의한 맙력은 공기압과 비 
교시에 h가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공기 압 
에 의한 압력이 세포에 가하는 압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실험상에서 배양액의 양의 차이에 의한 맙력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실험에서 가 
압군과 대조군의 조건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실험에 
서 콤푸레샤에 의한 가압이 Incubator내에서 동적인 
균형을 이루게 장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300gm/ 

cm2의 압력에 도달하면 들어가는 공기의 양과 나오 
는 공기의 양이 동일하게 되어 동적인 평형을 이룬다. 

가압의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Incubator내의 대 
조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이는 Yamamoto 둥8)01 

행한 정적인 평행을 유지한 정수맙을 가한 방식이나， 
Somjen9)°l 사용한 확장성 나사를 특수한 배양접시 에 
부착하여 세포를 신장하는 것과는 기계적인 자극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겠다.

본 실험에서 세포의 형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배양액 속에 있는 세포가 맙력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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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세포막의 물 투과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가스압은 세포막을 투과하므로 세포내 소기관 
은 압력에 의해서 대사 과정 이 영향을 받게되고 효소 
의 활성도에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적 치아이동에는 다양한 크기의 힘이 적용되 
며, 치근면적에 대하여 대개 10~450gm/cm2범주의 
크기가 임상적으로 사용이 된다. 치아에 가해지는 교 
정력이 단순한 경사이동일 경우에는 치근막 전체의 
치조골에 교정력이 골고루 분포되는 것은 아니며，그 
힘은 사실상 치근쪽과 치조골의 치조정에 집중된다. 

여기에서 치조정의 면적은 약 0.1cm2 (3mm x 3mm) 

정도이므로 이때에 가해지는 교정력은 0.1~4.5Kg/ 

cm2정 도이 다. 하지 만 치 체 이 동이 일어 나는 경 우에는 
치근막 전체에 골고루 힘의 분산이 일어나므로 같은 
크기의 교정력이 가하여 지더라도 교정력을 받는 치 
근막의 넓이에 따라 교정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힘의 크기는 본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가맙을 시행한 배7외 보고에 따라 여러가지 
힘의 크기중에서 가장 세포에 유의성 있는 변화를 일 
으킨 300gm/cm2 의 압력을 선택하였다.

힘의 크기 이외에 교정력은 가해지는 양상에 따라 
지속적，단속적 및 간헐적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지속적 및 압력을 가한 두 
군에서 모두 증가된 ALP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간헐적인 가압력에 의해서 증가의 양상이 두드러졌 
다. 이러한 결과는 Copray 등101 이 하악 과두연골에 
서，Kubotau)가 ROS세포에서 각각 간헐적 인 가맙력 
이 세포의 활성도에 증가를 가져온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라 하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헐적인 가압력 군 
에서 ALP의 수치 가 대조군과 지속적 가압군 보다 더 
증가되므로 골 형성에 있어서 간헐적 가압력이 지속 
적 가압력 보다도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생각되 
며，간헐적 인 가압력과 지속적 인 가압력의 양상은 세 
포수준에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세포에 대한 자극은 세포막의 인지질을 arachi- 

donic acid로 되게하고 이 arachidonic acid는 각각 
cyclooxygenase와 lipooxygenase의 경로를 통하여 
prostaglandin과 thromboxane, leukotrienes등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다. Yen12), Kubota13>, Binderman14), 

Ozawa15), Sandylfi,17) 둥은 세포에 대한 기계적인 자 
극은 특히 PG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고 하였다. 물론 
PG만으로 골의 개조현상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 
으나, PG은 파골세 포의 생산을 자극하는 골 흡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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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고, Ozawa 둥15)은 PG이 저농도에서 
ALP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지만 고농도 
에서는 사고의 활성도를 억제시켰다고 하였으며, 

Indomethacin의 처리로 PG의 효과가 없1어진다고 하 
였다. Morita 등18)은 PG은 MC3T3-E1 세포의 정상 
성장의 유지에 중요하다고 하였고 초기 분화 과정에 
서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PGs의 양을 측 
점하지 않았으므로, 자극의 종류에 따른 PG의 생성 량 
에 차이가 있는 지 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기계적인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한 경로를 통 
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 며，여 러 인자가 복합적 으로 작 
용하여 나타나는 유기체적 반응이므로 치아이동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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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ntinuous and intermittent compressive pressure on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MC3T3-E1 cells

H y e -S e o b  S ong , D .D .S .. H e e -M o o n  Kyung, D .D .S ., M .S.D ., Ph.D.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ro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cellular activity dependent on intermittent compressive 

force by determining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was measured o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every 24，48, 72hours. Experimental 

groups consisted of continous and intermittent compressive group which were compressed by 300g/cm2 of diaphram 

pump. The intermittent compressive group was connected by timer which was worked on 10 minutes an off lOminut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showed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compressed 24 hours.

2.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experimental groups were more increased than control group at compressed 48 

hours.

3.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intermittent compressive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d to control group. 

Whereby continuous compressive group showed not significant difference to control at 72 hours.

4.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intermittent compresssive group were stringly increased than continuous 

compressive groups.

.5. Between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 no other morphologic changes were detected by microscopic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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