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26, No. 4, 2001

  319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총괄 및 고찰

Ⅴ. 결    론

   참고문헌

   문초록  

Ⅰ. 서    론

  골조직대사는 골형성과 골흡수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되며 이러한 골조직 대사과정에는 조골세포, 파

골세포 및 골조직세포 전구세포 등이 관여하고 있다
1)
. 골조직대사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

여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 등 전신적 호르몬에 관

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신적 

인자 이외에도 autocrine 또는 paracrine 작용에 의하

여 필요한 시기에 그 향을 나타내는 국소적인 인자

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
. 즉 골조직세포나 인접세포에서 생성되는 성장인자 

(growth factors), cytokines, prostaglandins 및 국소

적 조절물질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자들은 조

골세포나 파골세포 및 골조직세포 전구세포들의 성

장과 분화에 향을 미침으로써 골조직대사를 조절

하고 있다. 한편 골수조직에는 모세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골수조직은 여러 골조직세포 특히 

파골세포와 인접하여 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3). 

따라서 혈관내피세포도 골조직대사를 조절하는 물질

로 널리 알려진 prostaglandin E2 이외에
4)
, 골조직대

사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생성 및 분비함으

로써 골조직대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5-7). 

  Endothelin (ET)은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물

질로써 강력한 혈관수축작용을 나타내는 물질로 최초

로 보고되었으며8),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ET-1, ET-2 

및 ET-3 등 일련의 유사한 단백질군으로 이루어져 있

음이 보고되어 있다9,10). 이 중 ET-1은 21개의 아미노

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서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

되나 혈관평활근 이외에 많은 조직 및 세포들이 ET 

수용체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어 ET가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을 갖고 있다고 추측된다11-15). 즉 ET-1

은 혈관, 기관지, 창자 및 자궁의 평활근을 수축시킬 

뿐만 아니라8,16-18), 심장에서 atrial natriuretic peptide

의 생성을 촉진하고19) 신장에서 aldosterone과 

corticosterone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20)
.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3가지의 ET 중 ET-1만이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 분비됨으로써 인접 조직이나 

세포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조

직대사도 ET-1의 조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최근의 연구결과 ET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모

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가설들

을 뒷받침하고 있다21-23). 즉, 조골세포의 특성을 갖고 

있는 ROS 17/2 세포와 MC3T3-E1 세포 등이 ET-1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으며
24)
, ET-1은 조골세포에 결

합한 후 phospholipase C의 생성과 phospholipase D

의 파괴를 촉진하고23,25) 세포내 calcium의 농도를 증

가시키며
23,26)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cAMP의 생성

을 억제시키는 등26) 다양한 세포내 반응을 활성화시

킨다. 조골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대한 효과도 매우 다

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며 ET-1은 MC3T3-E1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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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을 촉진시킴이 알려져 있고
14)
, 조골세포로부터 

osteopontin, osteocalcin 및 type I collagen의 mRNA

의 합성을 증가시키고27), 마우스의 두개관에서 분리

한 조골세포로부터 교원질 및 비교원성 단백질의 합

성을 증가시킬뿐 아니라21) interleukin-6의 생성을 증

가시키는 등28) 조골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ET-1의 골흡수에 대한 작용

도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며 Tatrai 등21)은 

ET-1이 골조직 장기배양 (organ culture)시 골흡수와 

collagen의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Alam 등29)은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가 ET-1에 의

하여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된다고 보고하 으며 이러

한 억제작용은 acid phosphatase의 유리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나 파골세포의 운동성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 주장하 다. 또한 이러한 억제작용

이 혈관평활근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소량의 

농도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여 혈관내피세포에서 생

성, 유리되는 ET-1이 골수조직 내에서 파골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국소적 조절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

리라 시사하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 보면 ET가 골조직대사에 다양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작용세포나 작용기전은 밝

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ET-1이 조골세포의 성장과 활성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 으며 사람의 

osteosarcoma 세포주인 HOS 세포주를 조골세포의 

실험모델로 이용하여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ET-1

을 처리한 후 세포 수와 MTT reduction의 변화를 측

정함으로써 세포 수의 변화의 지표로 삼았고,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도, superoxide의 생성량, nitric 

oxide의 생성량 및 gelatinase 활성 등의 변화를 측정

함으로써 조골세포의 활성도의 변화를 추정하 다. 

Ⅱ.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1. 세포의 배양

  조골세포의 실험모델로 사람의 osteosarcoma cell 

line인 HOS 세포주를 사용하 으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과 

항생제가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 USA)으로 75 ㎠ 세포배양 

플라스크에서 세포를 배양하 다. 배양액은 일주일에 

2회 교환하여 주었으며 배양중인 세포가 단층을 이루

면 trypsin-EDTA로 처리하여 세포를 수집한 후 1 : 

10으로 계대배양 하 고, 배양 중 37℃ 온도와 95%의 

습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5% CO2와 95% 공기를 

공급하 다. 이상의 방법으로 배양한 세포는 실험목

적에 따라 24-well 또는 96-well culture plate에 분주

하여 3-4일간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 세포성장도 측정

  HOS 세포를 24-well culture plate에 well 당 2×

104개의 세포가 들어가도록 분주하여 3일간 배양한 

후 endothelin-1을 여러 가지 농도 (1, 5, 10, 50 및 100 

nM)로 첨가하여 다시 2일간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trypsin-EDTA 용액 (Gibco, 

USA)으로 처리하여 부착된 세포를 모아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 (pH 7, Gibco, USA)로 1회 세척하 으며 

이를 다시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로 희석시켰다. 세포

수는 희석된 세포액을 광학현미경 (Nikon, Japan)하

에서 hemocytometer (Sigma, USA)를 이용하여 100

배의 배율로 측정하 으며, 이 때 trypan blue 

exclusion 방법으로 생세포 계측을 시행하 다. 

3. MTT reduction assay

  MTT reduction assay를 위해 HOS 세포를 96- 

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하여 배양하면서 각각의 농

도로 endothelin-1을 48시간 동안 처리하 다. 배양을 

끝내기 3시간 전에 배양액에 MTT (50 ㎍/well, 

Sigma, USA) 용액을 첨가하여 주었으며 최종 3시간

의 배양기간 동안 세포의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formazan granule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세포수의 변

화여부를 평가하 다.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을 제거

하고 0.04 N HCl/isopropanol로 30분 동안 formazan 

granule을 용해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 (SLT 

400 SFC, SLT Lab instruments, Austria)를 이용하

여 550 ㎚에서 비색정량 하 다. 실험결과는 대조군

의 흡광도에 대한 실험군의 흡광도의 비율로 표시하

다.

4.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측정

  조골세포 활성의 지표로써 endothelin-1 처리 후 

HOS 세포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 활성도를 측정하

다. HOS 세포를 24-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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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농도로 endothelin-1을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 으며 배양이 끝난 후 0.3 ml의 0.1% Triton 

X-100을 첨가하여 세포내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를 

추출하 다. 추출액 중 일부를 효소활성 측정에, 일부

를 단백질 정량에 각각 사용하 으며, 효소활성 측정

은 일정량의 세포추출액을 glycine-NaOH buffer 

(pH 10.4)에 첨가하여 40 mM의 p-nitrophenyl 

phosphate (pNPP, Sigma, USA)와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과정 중 기질인 pNPP로부터 유리되

어 나온 p-nitrophenol의 양을 흡광광도계 (spectro-

photometer,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405 nm에

서 비색정량 하 다. 단백질 측정은 BCA protein 

assay reagent (Pierce, Rockford, USA)를 이용한 

Lowry 방법30)으로 측정하 으며 효소활성은 nmol 

substrate cleaved/hr/mg protein으로 나타내었다.

5. Nitric oxide 생성 측정

  HOS 세포 배양시 생성되는 nitric oxide의 양은 배

양액내의 nitric oxide 안정화 최종산물인 nitrite 

(NO2
-) 양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 다. HOS 세포를 

96-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하여 배양한 후 

endothelin-1이 첨가된 phenol red-free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난 후 새

로운 96-well plate에 100 ㎕의 세포배양액을 옮긴 다

음 동량의 Griess 용액 (1% sulfanilamide, 0.1% 

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2.5% 

phosphoric acid)과 혼합한 후 실온에서 15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microplate reader (SLT 400 SFC, 

SLT Lab instruments, Austria)를 사용하여 530 ㎚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6. Superoxide 생성 측정

  HOS 세포 배양시 생성되는 superoxide의 양을 측

정하기 위하여 NBT (nitro blue tetrazolium) 

reduction assay를 시행하 다. 세포를 96-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하여 배양하면서 세포가 단층을 

이루기 전에 여러 농도의 endothelin-1을 48시간 동

안 처리하 으며 최종 4시간 동안 NBT (10 mg/ml, 

Sigma, USA) 용액을 배양액 내에 첨가하여 배양하

다. 배양기간 동안 세포에서 생성된 superoxide에 

의하여 NBT로부터 생성된 formazan granule을 

dissolving solution (10% SDS in 0.01N HCl)으로 녹

인 후 microplate reader (SLT 400 SFC, SLT Lab 

instruments, Austria)를 이용하여 550 ㎚에서 비색정

량 하 다. Superoxide 생성량의 변화는 대조군의 흡

광도에 대한 실험군의 흡광도의 비로 나타내었다.

7. Gelatinase 활성 측정  

  HOS 세포에서 생성되는 gelatinase의 활성측정을 

위하여 세포를 24-well culture plate에 배양하면서 

일정한 농도의 endothelin-1이 첨가된 serum-free 배

양액으로 교환하여 48시간 동안 처리하 다. 배양이 

끝난 후 각각의 배양액을 모아 원심분리하여 부유세

포를 제거한 후 filter 형의 concentrator (Centricon 
TM, Amicon)을 이용하여 배양액을 약 5배정도 농축

한 다음 gelatinase 활성측정에 사용하 다. 농축된 

배양액은 동량의 2X sample buffer로 혼합한 후 

non-reducing 상태로 1 mg/ml의 gelatin이 첨가된 

10% SDS-PAGE gel (Zymogram gel, Novex)에 

mini-gel electrophoresis system (Xcell Mini-Cell, 

Novex)을 이용하여 전기 동을 시행하 다. 전기

동은 25 mA/gel의 조건으로 약 90분간 시행하 으며 

배양액내에 존재하는 gelatinase의 분자량을 알아보

기 위하여 분자량 6,500 - 200,000인 pre-stained 

molecular weight standard (Kaleidoscope prestained 

standard, BioRad)를 전기 동시에 함께 이용하 다. 

전기 동이 끝난 후 renaturing buffer (0.25% triton 

X-100)로 30분씩 2회 세척하여 gel내의 SDS를 제거

한 다음 developing buffer (50 mM Tris-HCl, pH 

8.3, 0.2 M NaCl, 6.7 mM CaCl2, 및 0.02% Brij 35)로 

1회 세척한 후 37℃에서 약 16시간 정도 incubation하

다. 그 후 gel을 0.5%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으로 약 45분간 염색한 다음 destaining하여 청

색 바탕 위에 투명하게 나타나는 gelatinolytic 밴드를 

관찰하 다. 

Ⅲ. 연구결과

1. 세포성장도

  HOS 세포를 endothelin-1으로 48시간 동안 처리하

여 배양한 후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세포수가 증가됨이 관찰되어 endothelin 

-1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소량의 endothelin-1 (1 nM)을 처리하여 배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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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세포수가 약간 감소함을 보여 주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5 nM 이상으로 endothelin-1을 

처리한 경우 농도의존적인 세포수의 증가가 관찰되

었다. 또한 10, 50 및 100 nM의 endothelin-1을 처리

한 경우 세포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17%, 22% 

및 30% 증가되어 유의성있는 증가가 관찰되었다. 한

편 배양기간 중 계속하여 세포를 관찰한 결과 모든 

농도의 endothelin-1 처리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MTT reduction assay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48시간 동안 endothelin-1

Table 1. Effect of endothelin-1(Endo) on the pro-

liferation of HOS cells (48hr. treatment)

Treatment Cell number (×10-4)

Control 27.2 ± 2.52

Endo  1 nM 25.8 ± 2.27

Endo  5 nM 31.2 ± 3.45

Endo 10 nM  31.8 ± 1.89
*

Endo 50 nM  33.1 ± 3.81*

Endo 100 nM  35.4 ± 2.37**

Values are Mean + S.E. (n=8).
*P<0.05, ** P<0.01, compared to control.

Table 2. Effect of endothelin-1(Endo) on the MTT 

reduction in the HOS cell culture (48hr. 

treatment)

Treatment Absorbance ratio

Control 1.00 ± 0.02

Endo  1 nM 0.99 ± 0.01

Endo  5 nM 0.99 ± 0.02

Endo 10 nM  1.09 ± 0.02**

Endo 50 nM  1.09 ± 0.01**

Endo 100 nM  1.11 ± 0.02**

Data are expressed as a absorbance ratio of cultured control.

Values are Mean + S.E.(n=10).  **P<0.01, compared to control.

을 처리한 후 MTT reduction assay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및 5 nM의 endothelin-1을 처리하

여 배양한 결과 MTT reduction 양은 대조군과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고농도의 endothelin-1을 처

리한 경우 MTT reduction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10, 50 및 100 nM의 

endothelin-1으로 처리하여 배양한 경우 각각 9%, 

9% 및 11%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특히 세포

수의 측정과 유사하게 100 nM의 endothelin-1을 처

리한 경우 가장 큰 증가효과가 관찰되었다.

3.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도

  HOS 세포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에 미치

는 endothelin-1의 향을 관찰한 결과 endothelin-1

은 농도의존적으로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3). 세포배양 중 

48시간 동안 endothelin-1을 1 및 5 nM 농도로 첨가

하여 배양한 경우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이 약

간 증가되는 양상을 보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으며 10, 50 및 100 nM의 endothelin-1을 첨가하여 배

양한 경우 용량의존적으로 효소 활성이 억제되는 양

상을 보 다. 특히 50 및 100 nM의 endothelin-1을 첨

가하여 배양한 경우 효소활성이 대조군의 65.0 nmol 

substrate/hr/mg protein에 비하여 56.4 및 48.4 nmol 

substrate/hr/mg protein으로 유의성있는 억제효과가 

관찰되었다.

Table 3. Effect of endothelin-1(Endo) on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HOS cells 

(48hr. treatment)

Treatment ALP activity

Control 65.0 ± 1.64

Endo  1 nM 69.7 ± 2.11

Endo  5 nM 65.4 ± 1.76

Endo 10 nM 62.8 ± 2.16

Endo 50 nM  56.4 ± 1.22**

Endo 100 nM  48.4 ± 3.39**

ALP activity is expressed as nmol substrate cleaved/hr/mg 

protein.

Data are Mean + S.E. (n=6).  **P<0.01,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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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endothelin-1(Endo) on the NBT 

reduction in the HOS cell (48hr. 

treatment)

Treatment Absorbance(OD550)

Control 0.244 ± 0.004

Endo  1 nM 0.246 ± 0.005

Endo  5 nM 0.246 ± 0.002

Endo 10 nM  0.268 ± 0.005
**

Endo 50 nM  0.278 ± 0.004**

Endo 100 nM  0.294 ± 0.005**

Values are Mean + S.E.(n=10).
**P<0.01, compared to control.

Fig. 1. Effect of endothelin-1 on the gelatinase 

activity of concentrated conditioned 

media of HOS cell culture. HOS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endothelin-1 for 48 hrs. Concentrated 

conditioned media was resolved in 10% 

zymogram gel containing 1 mg/ml gelatin. 

Lane 1, control : lane 2-6, endothelin-1 1, 

5, 10, 50 and 100 nM-treated group. 

Numerals are molecular weigh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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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endothelin-1(Endo) on the nitrite 

production in the HOS cell (48hr. 

treatment)

Treatment Absorbance(OD530)

Control 0.020 ± 0.001

Endo  1 nM 0.028 ± 0.001

Endo  5 nM 0.015 ± 0.001

Endo 10 nM 0.013 ± 0.002

Endo 50 nM 0.013 ± 0.001

Endo 100 nM 0.028 ± 0.002

Values are Mean + S.E.(n=10). 

4. Superoxide 생성 측정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endothelin-1이 조골세포

로부터 형성되는 superoxide의 양에 미치는 향을 관

찰하 다. Superoxide 생성의 지표로 NBT reduction

방법을 이용하 으며 세포배양시 endothelin-1을 첨

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경우 사용한 전체 농도에

서 농도의존적으로 NBT reduction이 증가됨이 관찰

되었다 (Table 4). 특히 endothelin-1은 10, 50 및 100 

nM의 농도에서 10%, 14% 및 20%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100 nM의 농도에서 가장 큰 증가가 관

찰되었다. 이를 통하여 endothelin-1은 HOS 세포로부

터 superoxide의 생성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5. Nitric oxide 생성 측정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endothelin-1이 조골세포

로부터 생성되는 nitric oxide의 양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으며 nitric oxide의 생성은 배양액내의 nitric 

oxide의 안정화 최종대사산물인 nitrite의 양을 측정함

으로써 관찰하 다. HOS 세포배양시 endothelin-1을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경우 배양액내의 nitrite

의 양은 첨가된 endothelin-1의 농도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나 생성량이 매우 적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5). 

6. Gelatinase 활성 측정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조골세포에서 생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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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내로 유리되는 gelatinase의 활성을 zymo-

graphy 방법으로 측정하 다. 세포배양 중 48시간 동

안 세포를 serum-free 배양액으로 처리한 후 각 배양

액을 모아 농축한 다음 gelatin을 포함한 zymogram 

gel에 전기 동하 다. 이를 renaturing buffer 및 

developing buffer에 incubation한 후 coomassie blue

로 염색한 결과 분자량 약 65,000정도의 gelatinase A

로 추정되는 밴드가 관찰되었다 (Fig. 1). 한편 

endothelin-1로 처리한 배양액을 모아 동일한 방법으

로 효소활성을 측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분자량을 갖

는 효소의 활성이 관찰되었으며 그 활성은 endothelin 

-1 처리시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 (Fig. 1). 

Ⅳ. 총괄 및 고찰

  골조직 대사는 다양한 인자에 의해 조절되며 전신

적 호르몬, 성장인자, cytokines들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나 autocrine 또는 paracrine 작용에 의하

여 필요한 시기에 향을 미치는 국소적 인자들도 골

조직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리라 생각

된다2). 골수조직에는 모세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골수조직이 파골세포와 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3), 혈관내피세포도 골조직 

대사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생성, 분비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여러 

물질 중 prostaglandin E2가 골조직 대사에 향을 미

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4), 최근들어 ET-1도 골

조직 대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21-23). 

  ET-1은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혈관

수축작용을 갖고 있는 펩타이드로써
8)
 혈관평활근의 

수축 이외에도 renin의 유리억제31) 및 atrial 

natriuretic peptide 분비 등의 작용을 나타낸다19). 지

금까지의 연구결과 ET는 ET-1, ET-2 및 ET-3 등 

일련의 유사한 단백질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나9,10), 이 

중 ET-1만이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분비됨으

로써 인접 조직이나 세포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관평활근 이외에 많은 조직 및 

세포들이 ET 수용체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

며 이는 ET가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11-14). 본 연구는 ET-1이 조골세

포의 성장과 활성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 으며, 사람의 osteosarcoma 세포주인 HOS 

세포주를 조골세포의 실험모델로 이용하여 HOS 세

포를 배양하면서 여러 농도의 ET-1을 처리한 후 세

포수, MTT reduction,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

도, superoxide의 생성량, nitric oxide의 생성량 및 

gelatinase 활성 변화등을 측정하 다.

  ET-1이 세포증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세포수의 측정과 MTT reduction assay를 시행하

으며 ET-1을 48시간 처리한 후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세포수가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Table 1). 소량

의 ET-1을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 세포수가 약간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고 5 nM 농도 이상에서 세포수의 증가효과가 나타났

으며 10, 50 및 100 nM 농도에서 유의한 증가효과가 

관찰되었다. MTT reduction assay 결과에서도 ET는 

저농도에서 MTT reduction을 감소시켰으나 유의성

은 없었고, 10, 50 및 100 nM 농도에서 유의한 MTT 

reduction 증가가 관찰되었다 (Table 2). 이러한 연구

결과는 ET-1이 melanocyte, fibroblast 및 MC3T3 

-E1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켰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

으로
14,15,32)

 ET-1이 조골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ET-1은 쥐의 

osteosarcoma cell line인 ROS17/2.8 세포의 성장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가장 큰 효과를 나

타내는 ET-1의 농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조골세포의 분화정도에 따라 ET-1의 효과가 약간 다

른 것으로 추정된다.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는 조골세포의 표지효소로 

널리 이용되며 자세한 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

만 골조직 형성의 여러 단계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된

다33,34). 본 연구에서 조골세포 활성의 지표로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ET-1은 

HOS 세포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즉 세포배양시 ET-1을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내의 염기성 인

산 분해효소를 추출하여 활성을 측정한 결과 소량의 

ET-1 첨가 시 효소활성이 약간 증가되었으나 유의성

은 없었으며, 고농도의 ET-1을 첨가한 경우 첨가된 

ET-1의 농도에 비례하여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었으

며 50 및 100 nM 농도에서 유의한 억제효과가 관찰

되었다. ROS 세포 배양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관

찰되었으나 ROS 세포는 HOS 세포에 비하여 높은 효

소 활성도를 갖고 있음이 차이점으로 관찰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ET-1이 또다른 조골세포주인 

MC3T3-E1 세포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 다는 Takuwa 등15)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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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T-1은 세포의 증식은 촉진시키지만 조골세포의 

활성은 억제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다른 조골세포 활성의 지표로 superoxide와 

nitric oxide의 생성에 미치는 ET-1의 향을 측정하

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골조직 세포에서 생성

되는 reactive oxygen species들도 골흡수에 관여함

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파골세포의 형성이나 파골세

포의 활성화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된다35-37). 

Superoxide는 NADPH oxidase에 의해 형성되며38) 

세포를 phorbol myrystate acetate (PMA) 등으로 자

극하는 경우 superoxide의 생성이 증가된다. 또한 생

성된 superoxide는 NBT dye를 불용성의 formazan 

granule로 변환시키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superoxide의 생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OS 세

포를 배양하면서 NBT reduction assay를 시행한 경

우 대조군에서도 NBT reduction이 관찰되어 HOS 세

포도 자발적으로 superoxide를 생성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HOS 세포에서 생성되는 superoxide의 양은 

세포를 ET-1으로 처리한 경우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10, 50 및 100 nM 농도로 처리한 경우 

유의한 증가양상이 관찰되었다 (Table 4). HOS 세포

에서 생성되는 superoxide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

거나 골흡수에 직접 관여하는지는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ET-1이 superoxide 생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골조직 대사에 향을 미칠 가능성

을 제시한 결과라 사료된다. 한편 reactive oxygen 

species이외에 nitric oxide (NO)도 시험관내 실험에

서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함이 알려져 있어 골조직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로 생각된다39). 본 연구

에서 HOS 세포배양시 ET-1을 처리하여 48시간 동

안 배양한 다음 NO의 생성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포배양액 내의 NO의 안정화 최종산물인 nitrite의 양

을 측정하 다. HOS 세포배양시 대조군의 경우에도 

nitric oxide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양은 매

우 적었으며 ET-1 처리시 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지만 그 생성량이 매우 미약하여 의미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최근에 조골세포

가 NO를 생성하며40), 여러 cytokine 처리에 의하여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NO의 양이 조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41)
 조골세포가 NO 생성량의 조절

을 통하여 파골세포의 활성이나 골조직대사를 조절

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조골세포는 

inducible 형태의 nitric oxide synthase를 갖고 있어 

cytokine 처리없이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NO의 양이 

매우 적으며 본 연구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

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T-1이 superoxide의 

생성은 증가시키나 nitric oxide의 생성에는 큰 향

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골흡수 과정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무기

질의 흡수는 파골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산에 의하여, 

유기질의 분해는 조골세포나 파골세포에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단백분해효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추측된다42,43). 골조직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중 간질성 

교원질 분해효소와 cathepsin등의 역할이 잘 알려져 

있으나44) 최근들어 gelatinase (type IV collagenase)

도 골흡수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HOS 세포를 serum-free 배양액으로 48시간 배

양한 후 이를 5배 정도 농축하여 zymography를 시행

한 결과 분자량이 약 65,000 정도 되는 gelatinase 활

성이 측정되었으나, 이러한 gelatinase의 활성은 

ET-1으로 처리한 경우 효소활성이 큰 차이를 나타내

지 못하 다 (Fig. 1). Gelatinase는 분자량에 따라 

gelatinase A 및 gelatinase B등 2가지로 구분되며 골

조직에서는 조골세포가 주로 gelatinase A를 생성하

는 반면 파골세포는 gelatinase A 및 B를 모두 합성, 

분비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골조직대사에 gelatinase

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다45). 이러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관찰된 

gelatinase의 분자량을 고려해 보면 HOS 세포도 

gelatinase A로 추정되는 효소를 생성, 분비하는 것으

로 추정되나 효소활성은 ET-1 처리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았다. ROS17/2.8 세포도 gelatinase A로 추정

되는 효소를 분비하나 효소활성이 ET-1에 의해 증가

됨이 관찰된 바 있으며, 이는 조골세포의 분화정도에 

따라 ET-1의 작용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ET-1은 HOS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켰으나 세포의 활성에는 다양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염기성 인산 분해효

소의 활성은 억제시킨 반면 superoxide의 생성은 증

가시켰으며 nitric oxide의 생성과 gelatinase 활성에

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러한 연구는 ET-1이 

조골세포의 활성지표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

냄을 시사하고, 같은 조골세포주라 하더라도 세포의 

분화정도에 따라 효과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추

정되며 ET-1의 정확한 작용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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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Endothelin-1(ET-1)은 2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된 펩타이드로써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며 강력한 

혈관수축작용을 나타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

지의 연구결과 ET는 ET-1, ET-2 및 ET-3 등 일련

의 유사한 단백질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중 

ET-1만이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 분비됨으로써 인

접 조직이나 세포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osteosarcoma 세포주인 

HOS 세포주를 조골세포의 실험모델로 이용하여 

HOS 세포배양를 배양하면서 여러 농도의 ET-1을 

처리한 후 세포수, MTT reduction, 염기성 인산 분해

효소의 활성도, superoxide의 생성량, nitric oxide 생

성량 및 gelatinase 활성 등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ET-1이 조골세포의 성장과 활성에 미치는 향을 측

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여러 농도의 ET-1을 처

리한 후 세포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ET-1은 10, 

50 및 100 nM의 농도에서 유의한 세포증식 촉진효

과를 나타내었다.

2. MTT reduction assay 결과 ET-1은 10, 50 및 100 

nM 농도에서 HOS 세포에 의한 MTT reduction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3. HOS 세포배양시 ET-1을 첨가하여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내의 염기성 인산 분해효소를 추출하여 활

성을 측정한 결과 ET-1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50 

및 100 nM 농도에서 유의한 억제효과가 관찰되었

다.

4. HOS 세포를 배양하면서 ET-1을 처리한 경우 첨

가된 ET-1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BT 

reduction이 증가되어 ET-1은 조골세포에서 생성

되는 superoxide의 생성량을 증가시켰다.

5. ET-1은 조골세포로부터 생성되는 nitric oxide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나 실험에 사용된 모든 농

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6. Gelatinase 활성측정 결과 HOS 세포는 gelatinase 

A로 추정되는 효소를 유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ET-1은 조골세포로부터 생성, 유리되는 

gelatinase의 활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ET-1이 조골세포의 증식과 활

성에 다양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

골세포가 혈관내피세포나 다른 인접세포에서 생성되

는 여러 조절물질들에 의하여 그 기능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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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Endothelin-1 on the Proliferation and Activity of HOS Cells

Moon-Seo Bae1, D.D.S., Seon-Yle Ko2, D.D.S.,Ph.D., Jung-Keun Kim2, D.D.S.,Ph.D., 

Se-Won Kim1, D.D.S.,Ph.D.

Department of Dental Pharmacology1 and Oral Biochemistry2, School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Endothelin-1 (ET-1) is a recently discovered potent vasoconstrictive peptide. It was first identified in vascular 

endothelial cells. ET-1 is a 21-amino acid peptide and elicits systemic effects such as stimulation of the production of 

atrial natriuretic peptide and release of aldosterone and corticosterone.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role of ET-1 in the 

bone metabolism, effect of ET-1 on the proliferation and activity of osteoblastic cells was studied using HOS cells as 

osteoblast model. ET-1 dose-dependently increased the cell proliferation as determined by cell counting and MTT 

reduction assay after 48hr treatment.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was inhibited by ET-1 and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by 50 and 100 nM ET-1. ET-1 increased NBT reduction by HOS cells dose-dependently showing that ET-1 

may increase the superoxide production by osteoblasts. Nitrite concentration in the media of HOS cell culture without 

cytokine stimulation was negligible and unaffected by ET-1 after 48hr treatment. Finally, after collection and concentration 

of conditioned media, gelatinase activity produced by HOS cells was determined by zymography. HOS cells can produce 

and secrete the gelatinase (gelatinase A type as determined by molecular weight of about 65,000) into culture media, 

however, ET-1 had no effect on the gelatinase activ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T-1 may have diverse effects on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therefore, i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bone metabolism. 

Key words : Endothelin-1, HOS cells, Osteobla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