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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포도당이 사람 치주인 세포의 Integrin과 Cathepsin 

발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경희 학교 치의학 문 학원 구강해부학교실1, 

경희 학교 치의학 문 학원 구강내과학교실
2, 경희 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3

김방수1․신제원1․홍정표2,3․주성숙1

  고농도 세포외 포도당이 치주인 세포의 integrin 발 과 cathepsin-B  -L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사람 치주인 로부터 일차배양을 통해 얻은 치주인 세포를 1,000 mg/L 농도의 포도당이 포함된 배양액 ( 조군)과 4,500 

mg/L 농도의 포도당이 포함된 배양액 (실험군)으로 나 어 24시간과 48시간 배양하 다. 그 후, RT-PCR을 통하여 

integrin,  cathepsin-B  -L의 발 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α5 intergrin 발 이 증가하 다.

2. Cathepsin-B는 24시간 배양 실험군에서 발 이 증가하 으나, 48시간 배양후에는 발 이 감소하 다.

3. Cathepsin-L은 24시간과 48시간 배양군 모두에서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발 이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고농도 포도당 조건은 치주인 세포의 integrin 발 을 증가시키며, 이는 세포활성에 향을 미쳐 

치주조직의 재생을 지연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한, 이 과정은 cathepsin 발 의 감소로 인해 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포도당, 치주인 세포, Integrin, Cathepsin

1)Ⅰ. 서    론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의 상당수가 앓고 있는 만

성 사성 질환으로1-4), 다양한 신 인 합병증과 함

께 구강내 증상도 보이게 된다
5,6)
. 당뇨환자에게 있어

서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가 상처치유의 지연이다. 

이는 치과 역에서도 주목해야할 부분으로, 상처치유

의 지연으로 인해 손상된 구강 막  치주조직의 재

생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고 당은 내피세포7,8) 

혹은 주 세포9)의 바탕질 합성과 부착단백질 발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

당 조건에 의한 바탕질 단백의 축 이 치유 지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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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고 당에 의하여 증가한 세포외바탕질과 부착단백

질, 특히 세포외바탕질과 세포 혹은 세포와 세포 사이

의 부착을 담당하는 integrin의 과발 이 세포의 정상

인 기능을 방해할 것으로 상되는데, integrin 

superfamily의 일원인 VLA-5의 과발 이 세포증식

과 이주를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0-12). 한 

Nishimura 등
10)

은 농도 포도당 조건하에서 치주인

세포는 integrin family의 하나인 VLA-5의 발 이 

감소하며 고농도 포도당 조건하에서는 반 로 

VLA-5의 발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부착단백질 합성의 조 은 다양한 성장인

자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하지만 

Leehey 등
14)

은 콩팥의 mesangial cell을 이용한 연구

에서 고농도 포도당이 세포외바탕질에서의 

cathepsins-B, -L과 Type IV collagenase와 같은 바

탕질 단백분해효소의 활성을 손상시킨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당뇨환자에 있어서 세포외바탕질 단백과 

integrin이 하게 분해되지 못함으로 인해 축 될 



김방수․주성숙․신제원․홍정표

36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

당 조건에서 세포외바탕질 단백과 부착단백질의 축

의 원인이 성장인자에 의하여 사가 진됨에 의

한 것인지 혹은 바탕질 단백 분해효소 활성의 억제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히 밝 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이러

한 연구들은 주로 섬유모세포와 mesangial cell을 이

용한 연구로, 특수한 발생학  유래를 가지는 치주인

세포에 직  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 치주인 로부터 일차배양

을 통해 얻은 사람 치주인 세포를 이용하여, 고농도 

포도당 조건에 의한 integrin 발 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cathepsin-B 와 -L의 발 을 조사하여 

이들 사이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한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1) 세포

  본 실험에는 발치한 건강한 사람 치아에서 일차 배

양으로 얻은 치주인 세포를 사용하 다. 

  사람 치주인  세포를 얻기 해 교정목 으로 발

거된 소구치의 치주조직을 멸균상태에서 취하 다. 

이 게 얻은 조직은 penicillin (100 U/ml)- 

streptomycin (100 μg/ml) (Gibco, USA)이 포함된 멸

균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 (DMEM; Gibco, 

USA)로 세정한 후 면도날로 잘게 잘랐다. 조직 조각

을 배양 시에 치시키고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과 항생제가 포함된 DMEM을 최

소량 첨가한 후 37℃, 5% 이산화탄소하에서 배양하

여 배양 시에 조직 조각이 부착되도록 하 다.

  조직의 부착이 확인되면 동일한 배양액을 첨가하

여 동일조건에서 배양하 다. 세포가 조직으로부터 

충분히 자라나오면 배양 시에서 조직을 제거하 다. 

세포가 배양 시에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배양 시에

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지 

Gene Primers

α5 subunit of integrin (5'-TTGGGGAGTTAAGACCTGGC-3', 5'-TAAGTCCTGGGTGTCTGGTG-3')

cathepsin-L (5'-GGAAAACTGGGAGGCTTATCTC-3', 5'-AGCATAATCCATTAGGCCACC-3')

cathepsin-B (5'-TCTCTGACCGGATCTGCATC-3', 5'-GGATAGCCACCATTACAGCCG-3')

Table 1. Primers for PCR used in the study.

않은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Gibco, 

USA)으로 세정하고 0.05% trypsin-0.53 mM 

tetra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Gibco, USA)를 넣어 세포가 배양 시 바닥

에서 떨어지도록 하 다. 이 게 얻은 세포는 1:3의 

비율로 계 배양하 다. 세포는 일주일에 3회 배양액

을 교환하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면서 계 배

양 4～6 의 세포를 실험에 사용하 다.

2) 고농도 포도당 배양액

  실험에 사용된 고농도 포도당 배양액은 4,500 

mg/L 농도의 포도당이 포함된 alpha-minimum 

essential medium (α-MEM; Gibco, USA)을 사용하

다. 조군으로는 1,000 mg/L 농도의 포도당이 포

함된 일반 인 α-MEM을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1) RT-PCR

  각 세포는 100 mm 배양 시에 1X106개씩 분주하

고, 10% FBS가 포함된 일반 α-MEM에서 24시간 배

양하여 배양  바닥에 세포가 부착하도록 한 후 24시

간동안 무 청배지에 배양하여 청의 향력을 배

제하 다. 이후 조군 혹은 고농도 포도당 배양액으

로 교환하고 24시간과 48시간 배양하 다. 각 시기별 

세포로부터 얻은 RNA로 Real Time-PCR (ABI 7900 

HT)을 통해 α5 ingergrin, cathepsin-B, cathepsin-L

을 detection한 후, β-actin 양에 한 상  측정치

로 정량화하 다.

Ⅲ. 실험성

1. Integrin

  배양 24시간후 조군을 1로 하여 상  수치로 

나타냈을 때, 24시간 실험군의 경우 1.1로 integrin 발

은 약간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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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integrin in periodontal 

ligament cells using RT-PCR. The cells were 

incubated 24 and 48 hours with 1000 mg/L 

(control) or 4500 mg/L (high glucose) of 

extracellular glucose. (*: p<0.05)

Fig. 2. Measurement of cathepsin-B (CTSB) and -L 

(CTSL) in periodontal ligament cells using 

RT-PCR. The cells were incubated 24 hours 

with 1000 mg/L (control) or 4500 mg/L (high 

glucose) of extracellular glucose. (*: p<0.05)

  48시간 배양하 을 때, 조군은 24시간과 거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험군의 경우 1.25로 integrin 

발 이 증가하 다 (Fig. 1).

2. Cathepsin-B와 -L

  24시간 배양하 을 때 조군 cathepsin-B 

(CTSB)의 발 을 1로 하 을 때, 24시간 실험군의 

CTSB 발 은 1.133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p<0.05). 그러나 CTSL 발 은 조군에 비해 실험

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조군 비 0.733을 

보 다 (Fig. 2).  

Fig. 3. Measurement of cathepsin-B (CTSB) and -L 

(CTSL) in periodontal ligament cells using 

RT-PCR. The cells were incubated 48 hours 

with 1000 mg/L (control) or 4500 mg/L (high 

glucose) of extracellular glucose. (*: p<0.05)

  48시간 배양하 을 때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CTSB와 CTSL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p<0.05). 48시간 배양 CTSB의 발 을 1로 하 을 

때, 48시간 실험군의 CTSB 발 은 0.743, CTSL 발

은 0.729을 보 다 (Fig. 3).

Ⅳ. 총   고안

  손상된 치주조직의 재생과정은 치주세포의 증식과 

이주, 분화와 바탕질 합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당뇨환자의 합병증으로 가장 흔한 것은 상

처치유의 지연이다. 상처치유의 지연은 세포외바탕질

과 부착단백질의 축
7-9)

으로 인한 세포 정상기능의 

해가 원인인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10-12). 이러한 연

구를 바탕으로, 당뇨환자에 있어서 손상된 치주조직 

재생의 지연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고농도 포도당 환

경이 치주인 세포의 integrin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본 실험에서 고농도 포도당 조건이 integrin 발 을 

증가시키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Fig. 1). 포도당에 

의한 integrin 발 의 증가는 24시간 배양시부터 서서

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48시간에서는 더욱 증가된 양

상을 보 다. Integrin은 세포와 세포 혹은 세포와 바

탕질 사이를 기계 으로 연결해주는 부착단백질이며
15)
, 세포내 도메인을 통해 세포 밖으로부터의 정보를 

세포내로 달해 으로써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16). 이 결과는 치주인 세

포를 고농도 포도당 조건하에서 배양하 을 때 

VLA-5의 발 이 증가하 다는 Nishimura 등10)의 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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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부합하는 것으로, 다른 결합조직세포에서와 마

찬가지로10-12) 치주인 세포에서도 고 당 조건에 의

한 치유지연은 integrin 축 으로 인한 치주인 세포

의 이주와 증식의 해  세포내 signaling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상할 수 있다. 

  Roth 등8)은 포도당 농도에 따른 integrin의 발 은 

TGF-β에 의한 사수 에서 조 된다고 하 다. 그

러나 Nishimura 등17)은 고농도와 정상농도 포도당하

에서 배양한 세포에서 TGF-β1 mRNA의 주목 할만

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anti-TGF-β1 

neutralizing antibody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integrin 

발 에는 변화가 없어, TGF-β1과 integrin 합성에는 

상 계가 없음을 제안하 다. 이는 이 에 내

피세포를 이용하여 고농도 포도당에 의해 나타나는 

세포의 변화는 TGF-β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보고18)

와 상응한다. 따라서,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integrin

의 과발 은 integrin 합성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는 integrin 분해의 감소에 의해 나타나는 상일 

수 있음을 상하게 된다.

  Cathepsin은 세포외 바탕질과 세포 표면 수용기를 

분해하는 단백분해 효소이다19). 특히 세포 표면 수용

기와 같은 단백질의 90%는 이들 효소에 의해 분해된

다고 한다20).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실험군에서 

cathepsin-B가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

우에 고농도 포도당에 의해 cathepsin-B와 -L의 발

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콩

팥의 mesangial cell을 이용한 이 의 실험결과와도 

부합한다
14)
. 따라서 integrin 발 의 증가는 일부 

cathepsin 발 의 하로 기인한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Cathepsin B와 L은 한 아교질 사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내 단백분해효소이다. 따라서 

고농도 포도당에 의해 cathepsin 발 이 해되면 세

포외 바탕질의 이상 축 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당뇨의 합병증으로써의 바탕질 축 을 설명할 수 있

는 바탕이 된다. 한 당뇨 모델 흰쥐를 이용한 실험

에서
21)
, 당뇨로 인해 cathepsin 발 이 감소한 흰쥐에 

인슐린을 주사하면 cathepsin 발 이 증가하 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포도당 농도 자체가 

cathepsin 발 을 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다른 결합조직에서와 마찬가

지로 고농도 포도당 조건에서 치주인 세포는 

integrin 발 이 증가하는 것을 보 으며, 이 상이 

당뇨로 인한 조직 치유지연의 원인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cathepsin-B와 -L의 발 은 고농도 

포도당 조건에서 크게 감소하 는데, 이는 integrin 

발 의 증가와 련이 있어, 고농도 포도당 조건에서

의 integrin 발 의 증가는 성장인자에 의한 integrin 

합성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cathepsin에 의

한 integrin 분해가 해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된다.

Ⅴ. 결    론

  고농도 세포외 포도당이 치주인 세포의 integrin 

발 과 cathepsin-B  -L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사람 치주인 로부터 일차배양을 

통해 얻은 치주인 세포를 1,000 mg/L 농도의 포도

당이 포함된 배양액 ( 조군)과 4,500 mg/L 농도의 

포도당이 포함된 배양액 (실험군)으로 나 어 24시간

과 48시간 배양하 다. 그 후, RT-PCR을 통하여 

integrin, cathepsin-B  -L의 발 을 평가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α5 intergrin 발 이 증

가하 다.

2. Cathepsin-B는 24시간 배양 실험군에서 발 이 증

가하 으나, 48시간 배양후에는 발 이 감소하

다.

3. Cathepsin-L은 24시간과 48시간 배양군 모두에서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발 이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고농도 포도당 조건은 치주인

세포의 integrin 발 을 증가시키며, 이는 세포활성

에 향을 미쳐 치주조직의 재생을 지연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한, 이 과정은 cathepsin 발 의 감소로 

인해 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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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Glucose at High Concentrations on the Integrin and Cathepsin Expression of the 

Cultured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Bang-Soo Kim1, Je-Won Shin1, Jung-Pyo Hong2,3 and Seong-Suk Jue1

Department of Oral Anatomy, School of Dentistry1,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2,

and Institute of Oral biology3, Kyung Hee University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to clarify the effect of high concentrations of extracellular glucose on the periodontal 

ligament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24 and 48 hours with α-MEM including 1,000 mg/L (control group) and 4,500 

mg/L (experimental group) of glucose. Then, the expressions of α5 integrin, cathepsin-B and -L were examined using 

RT-PCR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α5 integrin expression was increased after incubation in high glucose media. 

2. Cathepsin-B expression was increased after the 24-H incubation with high glucose media, but was decreased after 

the 48-H incubation.

3. The expression of cathepsin-L was decreased by the high glucose media.

  Theses results suggest that extracellular glucose at high concentration may be attributed to delayed wound healing 

in diabetes patients through increase in α5 integrin and decrease in cathepsins, which lead to accumulation of 

extracellular matrices and adhesion molecules.

Key words : Glucose, Periodontal ligament cells, Integrin, Catheps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