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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맥동성 음  용이 연골세포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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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in Rat Chondr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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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LIPUS) is known to accelerate bone regeneration, but the precise cellular 

signaling mechanism is still unclear. The purpose i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LIPUS on the signaling 

mechanism of rat chondrocyte. In the explant culture condition, there was inhibition effect of 1 W/㎠ intensity LIPUS 

on chondrocytes proliferation but chondrocytes proliferation was increased at 0.25 W/㎠ intensity. In addition, western 

blot analysis of MAPKs showed that LIPUS increased ERK1/2 activity from the 10 min treatment of LIPUS. Hydrogen 

peroxide(H2O2), resulted in a time- and dose-dependent cell proliferation, which was largely attributed to apoptosis. 

H2O2 treatment caused marked sustained nucleus condensation in Hoechst stain. LIPUS and H2O2 activates 

phosphorylation of p-ERK1/2 and PD 98059(10
-5M) blocked the effect of LIPUS and H2O2. Moreover, the synergistic 

phosphorylation of p44/42 MAPK by H2O2, LIPUS was selectively inhibited by PD 98059, ERK1/2 inhibito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increase in cell proliferation caused by H2O2 and LIPUS could be explained by changes in the 

level of the prostaglandin E2. Our study demonstrated that LIPUS stimulate the cell proliferation via activated 

phosphorylation of ERK1/2 in condrocyte. LIPUS has anabolic effects on rat cartilage in explant cultures, indicating a 

potential important method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c carti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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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  내의 연골세포는 세포외 기질의 생성과 유지에 요

한 작용을 하며, 퇴행성 골 염에서는 세포외 기질  세포성

에 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1). 따라서 성숙한  연골 내에 

조직손상을 회복하고, 세포의 형태나 정상 인 기능 유지가 

염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 정상 에서 연골의 

유지는 단일세포인 연골세포(chondrocyte)와 세포외 연골 기질

의 이화작용(catabolism)과 합성(synthesis) 사이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3),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서 

연령과 비례하여 염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세포고사는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한 필수 인 부분

이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 을 통해 조 되어지고 있다. 세

포고사의 조 은 세포 내․외부의 자극 변화에 의해 조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소실되어, 비정상 인 세포고사가 유도되면 

염을 야기하게 된다.  연골은 과 림 , 통증 섬유, 신

경이 분포 하지 않는 조직이며, 세포분열의 정지로 인해 사기

능이 하되어 있어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연골 세포의 세포고사 조 에 다른 여러 기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5,6), 퇴행성 골 염에서 연골의 세포고사와 세포 괴

사의 기 은 매우 요한 요인으로 이와 련된 연구를 통해 퇴

행성 골 염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염 치료 분야에서 연골손상에 한 치료  세포 재생

을 한 방법  약침과 탕제 용 외에도 외부에서 유압(shear 

stress), 인장력(strain), 음  등의 물리  자극을 주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 연골 등에 용 시 조직  세포 내 물

질 사를 변화시키며7)
, 주로 세포 내 신호 달체계를 포함하여 

Ca2+과 K+ ion channel에 따라 Ca2+의 농도 변화를 가져온다8). 

한 기계  수용기를 통해 들어간 세포 신호를 따라 단백질의 인

산화를 진시켜 연골세포의 증식과 세포 염증반응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 세포증식 진, 성장 과정의 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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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9)

. 따라서 정상 인  연골에

는 물리 인 자극이 연골의 유지에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비정상   조직이거나 강한 물리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조직 괴를 가져 온다10)
. 이러한 음  자극은 골 이나, 인 , 

근육 등의 손상 후 치료 목 으로 사용하 을 때 효과 이며, 

Huang 등
11)

에 의하면, papain으로 유도한 골 염에서 염 

기에 음 를 용 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비온열 효

과를 유도하는 단속형 음 의 생체 조직 내 생리  변화는 

음 장 내에서 매질의 흐름(streaming)에 의한 세포막의 투과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 의 비온

열 효과에 의한 손상된 연골 내의 세포고사와 이와 계되

는 세포 내 신호 달 체계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세포고사는 생화학 으로 DNA 

laddering, 염색체 응축, 세포 수축, 세포 고사체의 형성, 포식세

포에 의한 포식작용 등의 형태학 인 특징을 보이며12), 이는 세

포와 스트 스 종류  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세포 자가고사

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는 허 증(ischemia), 산소증(hypoxia), 

방사선조사(radiation), 화학물질(chemical agent), Fas/Fas 

ligand, 일산화질소(nitric oxide) 등이 있다
13).

    외부의 산화  스트 스 자극은 세포내 여러 신호 달 경

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세포 신호 달을 유도하는데 이 경로  

하나가 serine/threonine kinase인 MAPKs(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경로이다14). 이는 세포 외부환경 변화 자극을 인

지하여, 세포 성장, 분화, 세포고사 등의 조 에 여하는 신호를 

세포질 내부로 달하는 신호 달계이다15). MAPK의 아형으로

는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p44/42 

MAPK(ERK1/2), p38-MAP kinase(p38), c-Jun N-terminal 

kinase (JNK)로 구성된다16). 세포고사(proapoptotic) 는 항세

포고사(anti-apoptotic), 생물학  과정에 의해 MAPK 활성화는 

자극되며, 매우 발산력이 강하며, 세포 형태에 매우 의존 인 경

향을 보인다14). 특히 ERK1/2 경로는 보통 성장인자의 활성과 세

포 분화, 증식, 생존과 련되어진 신호경로이나 연골세포에

서의 proteoglycan 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억제 으로 작용한다

고 보고된바 있다17).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임상분야에서 염 치료에 용하는 

음 가 실제 어떠한 세포 기 에 의해 효과를 발휘하는지 세

포 수 에서의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기에, 세포 배양된 연

골세포에서의 음  치료 효과에 해 세포내 작용 기작에 

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재료  방법

1. 연골세포의 분리  배양

    연골세포 배양을 해 실험동물로는 무게 280～300 g의 

Sprague-Dawley rat를 사용하여 연골 채취를 하 다. 각 실험을 

한 백서들은 경추탈골한 후 우측 슬  부 를 베타딘과 알

코올(70%)로 소독하고 피부 개 후  연골을 채취하 다. 채

취한 연골 조직은 4℃ PBS(phosphate buffer saline, pH 7.4) 용

액에 보 하 다. 채취한 연골은 크기가 2～3 ㎜로 잘게 잘랐으

며, 37℃에서 30분 동안 10 ㎖, 0.1% EDTA-CMFT(calcium 

magneium free tyrode) 용액에 넣어 0.15% trypsin(GIBCO, 

840-7072IL, NY)에 1시간, 2 ㎎/㎖ collagenase Ⅰ(Sigma, C0130, 

USA)에 반응시키며 세포 부유액을 얻었다. 이 부유액은 나일론 

여과지(pore size, 120 ㎛)로 여과한 후 1,500 rpm으로 5분간 원

심분리 하여 원심분리 된 세포를 Hank's balanced salt 

solution(GIBCO, 450-1200EA, NY)으로 세척한 후 연골세포를 얻

었다. 얻어진 세포는 10% FCS(fetal calf serum, GIBCO, 

26140-038, NY)와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213000-025, NY)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35 ㎜ 

배양 시에 각 well 당 5 × 104 cells/㎠ 도로 분주하 으며, 

37℃, 5% CO2 하에서 배양하 다. 2～3일 간격으로 배지를 교환

해주었고, 배양 시가 완 히 차면 모든 세포는 1회 계  배양 

후 사용하 다. 1회 계 배양 할 때 배양 시에 3 × 104 cells/㎠ 

농도로 용도에 따라 각각 동일하게 심어 배양한 후 사용하 다.

2. 음  용

    치료용 음 는 Sonopuls 590
Ⓡ therapeutic ultrasound 

device (Enraf Nonius, 2600 AV, Delft, the Netherland)를 사용

하 고, 음 의 transducer head의 직경은 3 ㎝이고, 70% 에탄

올로 소독하여 사용하 다. transducer head는 37℃에서 세포배

양이 된 35 ㎜ 배양 시(culture dish) 내 배지와 head가 공기가 

하지 않도록 잘 착되도록 한 후 연골세포에 자극을 주었다. 

매일 동일 시간에 처리하 으며, 출력은 0.25 W/㎠, 1 W/㎠를 

각각 주 수가 1 ㎒, 맥동비(duty cycle)가 1:4인 맥동 음 로 설

정하고, 0, 1, 2, 5, 10분간 조사하 다.

3. 연골세포의 증식 측정

    연골세포의 증식과 생존율을 측정하기 하여 

XTT(sodium 3'-[1-(phenylamino- carbonyl)-3, 4-tetrazolium]-bis 

(4-methoxy-6-nitro) benzene sulfonic acid hydrate)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이는 mitochondria의 succinate-tetrazolium 환원효

소에 의해서 formazan 염색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분해되어 

나타나며, 수용성 사산물이다. XTT 시약은 페놀 드가 들어

있지 않은 배지에 XTT를 1 ㎎/㎖로 용해시킨 XTT 용액(ab7963, 

abcam, cambridge, UK) 5 ㎖과 PBS 1.25 mM로 용해시킨 

N-methyl dibenzo-pyrazine methyl sulfate (PMS) 용액 0.1 ㎖을 

자 공유 시약으로 사용 직 에 제조하 다. 연골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한 후 35 ㎜ 배양 시에 각 well 마다 음 를 

처리하여 세포배양기(37℃, 5% CO2)에서 세포배양하고, 배양이 

끝난 후 XTT를 1 ㎎/㎖로 용해시키고 PBS에 1.25 mM로 용해시

킨 PMS 용액에 100 ㎕를 사용 직 에 혼합하여 배양 시당 첨가

하고 배양기에서 5시간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나면 ELISA 

reader(Bio-Rad, Hercules, Calif)로 500 nm의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4. 세포사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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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 용기에 배양한 연골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한 후 

배양된 세포를 DNA와 결합하는 형  색소인 Hoechst 

33342(Invitrogen, USA) 시약을 5 ㎍/㎖ 농도로 첨가된 PBS와 암

실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자외선 필터를 이용하여 형 미경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으로 핵의 형태를 찰하

다. 최소한 300개 이상의 세포를 찰하 으며, 핵 내 염색질

(chromatic)이 응축(condensation) 된 사멸체(apoptotic body)가 

존재하는 세포를 세포사멸이 일어난 세포로 간주하 다.

5. Western blotting

    각 조건에 따라 음  처리된 연골세포는 4℃ PBS로 세척

하고 수확한 후, 4℃ 용해 버퍼(300 mM NaCl, 50 mM Tris–Cl 

(pH 7.6)), 0.5% Triton X-100, 2 mM phenylmethylsulfonyl 

fluroride, 2 ㎕/㎖ aprotinin, 2 ㎕/㎖ leupeptin을 넣은 후, 4℃

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4℃, 14,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추출하 다. 용해된 세포의 단백질 농도

는 단백질을 정량화를 통해 계산하 고, 추출된 단백질은 동일한 

양을 7.5～12% sodium dodecyl sulfate(SDS) polyacrylamide gel

의 각 lane에 로딩한 후 기 동하 다. 이후, 겔을 polyviny- 

lidene difluoride membrane (Amersham, 0.2 ㎛ pore size, USA)

에 붙 다(DiFiglia et al., 1995). Membrane은 TBS(PBS 

containing 0.01% (v/v) Tween 20)에 5% nonfat dried milk로 

4℃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TBS로 다시 세척한 후, rabbit 

anti-phospho p44/42 MAP Kinase (Thr202/Tyr204) polyclonal 

antibody, rabbit anti-p44/42 MAP kinase polyclonal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1:100, Herts, UK)를 4 ℃에서 24 시

간 반응시킨 후, enhanced chemical luminescence kit (RPN 

2106, Amersham Life Science, Inc., USA)를 이용하여, 방사선 필

름에 감 시켜서 단백질 발 을 확인하 다. 

6. Prostaglandin E2의 측정

    배지에서 PGE2의 측정은 Model 680(BIO-RAD Inc., Japan)

의 기기에 PGE2 assay kit(R & D System Inc., Minneopolis,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 다. Calibrator Diluent RD5-39를 비

특이  결합(nonspecific binding, NSB)을 한 well에 150 ㎕ 첨가

하고, Calibrator Diluent RD5-3950를 100 ㎕ 첨가하여 zero 

standard(B0) well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microplate well에 

sample과 100 ㎕의 표  용액을 첨가하 다. 한 blank와 NSB 

well을 제외한 나머지 well에 50 ㎕의 1차 항체 용액을 첨가하고, 

blank를 제외한 나머지 well에 50 ㎕의 PGE2 Conjugate를 첨가

하 다. 마지막으로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수세 용

액(400 ㎕)으로 4번 깨끗이 세척한 후 암실에서 기질 용액을 각

각의 well에 200 ㎕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다. 마지막으로 50 

㎕의 정지 용액을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450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7.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학  분석은 SPSS ver. 12.0 windows를 사용

하 다. 각 실험결과들은 평균 ± 표 오차로 나타내었고, 통계 

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모든 통계학  유의 수

은 p<0.05 수 에서 채택하 다.

결    과

1. 강도 맥동성 음 가 연골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

    음 를 1 W/㎠와 0.25 W/㎠의 강도로 0, 1, 2, 5, 10 분간 

처리하여 24시간과 72시간 후에 연골세포의 증식률을 찰하

다. 음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24시간 후 98.22±14.52%, 1 

W/㎠으로 1분 처리 시 80.28±15.51%(p<0.01), 2분 처리 시 

60.65±13.37% (p<0.001), 5분 처리 시 28.67±8.34% (p<0.001), 10

분 처리 시 20.21±8.62% (p<0.001)로 오히려 세포증식이 억제되

는 효과를 보 다(Fig. 1A). 72시간 후에는 0분 일 때 

104.55±13.21%, 1분 처리 시 60.51±13.36%(p<0.001), 2분 처리 시 

30.93± 7.87%(p<0.001), 5분 처리 시 15.33±7.61%(p<0.001), 10분 

처리 시 10.51± 4.61%(p<0.001)로 역시 24시간 에서와 같이 세

포증식이 억제되었다(Fig. 1A). 음 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24

시간 후 97.54±13.67%, 0.25 W/㎠ 1분 처리 시 98.64±12.55%, 2

분 처리 시 105.66±15.96%, 5분 처리 시 102.35±13.67%, 10분 처

리 시 108.76±11.88%로 약간의 증식은 보 으나 유의하지 않았

다(Fig. 1B). 음 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72시간 후 

105.79±11.87%, 0.25 W/㎠ 강도 음  1분 처리 시 

107.66±11.37%, 2분 처리 시 120.36± 17.48%(p<0.05), 5분 처리 시 

128.68±14.56%(P<0.01), 10분 처리 시 120.59± 11.48%(p<0.01)로 

유의한 세포증식 효과를 보 다(Fig. 1B). 상기의 실험결과에 따

르면 1 W/㎠보다 0.25 W/㎠ 음  처리 시 배양된 연골세

포의 세포 분열 증식이 높다는 것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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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dependent effects of LIPUS in chondrocyte proliferation. 
Values are means±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P < 0.01, ***P 

< 0.001 vs. LIPUS 0 min. The autoradiographs are representative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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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 맥동성 음 가 ERK1/2 신호 달 활성화에 미치는 

향

    일정기간 동안 배양한 연골세포에서 음 를 0.25 W/㎠를 

5분간 처리한 후 p-ERK1/2, p38 MAPK, JNK 등의 MAPK 아형 

 어느 kinase가 활성화되는지 알아보았다. 강도 음  처리 

10분 후 p-ERK1/2가 발 되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차 증가되

어, 60분에 최 로 발 된 후 90분에서 감소하 다(Fig. 2). p38 

MAPK, JNK는 발 되지 않았다. MAPK 아형  강도 맥동성 

음 로 인하여  연골 세포의 p-ERK1/2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ph
os

ph
o-

p4
4 

M
AP

K
 (%

 o
f c

on
tr

ol
)

0

6 0

8 0

10 0

12 0

14 0

16 0

*

*
* *

*

ph
os

ph
o-

p4
2 

M
AP

K
 (%

 o
f c

on
tr

ol
)

0

6 0

8 0

1 0 0

1 2 0

1 4 0

1 6 0

*
*

* *

L IP U S 0 5 1 0 2 0 3 0 6 0 9 0 (M in )

*

Fig. 2. The phosphorylation of p-ERK1/2 in rat chondrocyte after 

LIPUS treatment. Values are means±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LIPUS 0 min. The autoradiographs are representative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3. 연골세포의 세포 고사 시 세포 형태학  변화

    퇴행성 골 염과 같은 상태를 인 으로 유도하기 하

여 세포 증식에 향을 주는 여러 물질  과산화수소수를 50 μ

M, 24 시간 처리하여 연골세포의 세포고사를 유도하 다. 

배양 미경 소견 상 정상  연골세포에 비해(Fig. 3A) 산화  

스트 스로 인한 세포고사 유도 시 연골세포의 세포질의 축 

 세포 수가 감소함을 나타내었다(Fig. 3B). Hoechst 염색을 통

하여 핵 내 염색질 응축(condensation)을 형  미경을 통해 

찰한 결과 정상  연골세포(Fig. 3C)에 비하여 산화  스트

스로 인한 세포고사 유도 시 핵 응축과 세포 수가 많이 감소했음

이 찰되었다(Fig. 3D).

4. 강도 맥동성 음 와 세포 고사가 MAPK 활성화에 미치는 

향

    연골세포에서 과산화수소수 50 μM과 강도 맥동성 음

를 처리한 후 p-ERK 1/2의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과산화수소수 50 μM과 강도 맥동성 음  0.25W/㎠ 처리 후 

60분 후에 p-ERK가 발 되었고, 두 가지를 병합 시에도 발 이 활

성화됨을 보 으나 병합 처리 시 더욱 인산화가 증폭되지는 않았

다. ERK 선택  억제제인 PD 98059를 10
-8

 M과 10
-5

 M을 60분 

처리 시 과산화수소수와 강도 맥동성 음 에 의하여 증가되는 

p-ERK 1/2 활성화를 10-5
 M에서 유의하게 억제하 다(Fig. 4).

A

  

B

C

  

D

Fig. 3. The microscopical morphology changes(A, B) and 

assessment of nuclear morphology(C, D) of H2O2(50 μM, 24hr) 

treated chondrocyte (Hoechst stain, × 200).

Fig. 4. Effects of PD 98059 on hydrogen peroxidase and LIPUS 

induced phosphorylation of p44/42 MAPKs. Chondrocyte were treated 
with PD 98059 for 6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LIPUS 0.25W/㎠. Values are 

means±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H2O2 and LIPUS. The autoradiographs are representative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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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 맥동성 음 가 Prostaglandin E2(PGE2)에 미치는 향

    강도 음 가 염증에 여하는 PGE2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기 해 ELISA를 이용하여 PGE2 농도 변화를 찰하 다

(Fig. 5). PGE2 농도 변화는 산화  스트 스를 주지 않았을 때 

0.30±0.04 ng/㎖, 과산화수소 50 μM 처리 후 4시간 후에 

0.83±0.03 ng/㎖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P<0.05). 강도 음

만 시간별(0, 1, 5, 10분)로 처리하고, 1분일 때 0.28±0.02 ng/㎖, 

5분일 때 0.26±0.05 ng/㎖, 10분일 때 0.34±0.06 ng/㎖로 정상

 연골 세포에서 LIPUS만 처리 시에는 PGE2의 농도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산화  스트 스로 세포고사를 유도 후 

강도 음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  1분일 때 

0.80±0.03 ng/㎖, 2분일 때 0.64±0.01 ng/㎖, 90 일 때 0.7±0.04 

ng/㎖로 강도 음  5분과 10분에서 유의한 PGE2의 농도의 

감소를 보 다(P<0.05)(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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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hange of prostaglandin E2 concentration in LIPUS 

treatment after chondrocyte apoptotic cell death. Values are means±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non-treated, **P < 0.05, vs. H2O2 

alone treated.

고    찰

    강도 맥동성 음 는 50년 동안 물리  그리고 생물학  

방법으로 골 치유
18)와 골형성 동안에 의 성장을 가속화 하는

데 리 사용되어져왔으며, 기계  에 지의 형태로 음 를 생체 

조직 내로 달시켜, 진단  그리고 치료  기법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19). 세포배양을 통한 in vitro 연구와 실험  골 을 유

발한 동물 모델에서 강도 음 의 용은 세포 내에서 유익한 

사이토카인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생물학  효과를 자극하여 골

치유를 진한다고 하 으며20), 동물모델에서 강도 음 의 

용 시 시간의존 으로 여러 유 자 발  증가나, aggrecan, 

proteoglycan 등의 세포외 기질 생성을 보인다고 하 다21). Rubin 

등
22)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강도 음 는 골  치유과정에서 

골에 많은 수의 유 자 발 을 증가시켜 세포생리에 직 인 

향을 다고 하 다. 한 소 에서 강도 음  용 시 세

포막을 따라 K+의 유입이 증가된다고 하 고20), 골아 세포주에서

도 세포 내 TGF-β와 adenyle cyclase의 활동성을 조 한다23). 

    강도 음 에 한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결국 세포 활

성에 강도 음 가 향을 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 가 세포 활성도에 향을 다면 이에 여하는 유 자 

발   단백질 발 에도 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랫트 연골세포에 강도 맥동성 음  

용 시 세포신호 달기 에 한 연구 보고는 거의 보고되지 않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골세포 내의 신호 달기 을 밝힘으로

서 강도 맥동성 음 의 염 치료에 한 기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하 다.

    강도 맥동성 음 의 강도를 달리하여 1 W/㎠와 0.25 

W/㎠을 용하여 세포의 증식을 확인한 결과 1 W/㎠를 용 

했을 때는 오히려 세포의 증식이 24시간과 72 시간 배양 시 

히 떨어지는 것을 찰 할 수 있었으며, 0.25 W/㎠ 용 시에는 

세포 증식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이는 1 W/㎠로 사용 

시 연골세포의 손상을 가져와 세포 증식을 오히려 억제하는 것

으로 보여 지며, 0.25 W/㎠의 경우 처리 시간이 증가 할수록 세

포 증식이 증가되는 것은 각기 동일한 강도의 강도 음 라

도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증식에 다른 

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Yang등24)은 1 MHz, 0.5 W/

㎠의 이상의 강도로 음 를 골 부 에 조사 시 가골 형성이 

증가한다고 하 으나, in vitro 상에서 0.5 W/㎠의 이상의 경우

는 오히려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용량으로 보여 진다 하 다. 생

체 내에서 신장(stretch)과 유압(shear stress)과 같은 기계  스트

스는 특정 세포형태 내 DNA 합성을 유도하고, 기계  스트

스는 세포외 신호조 에 여하는 ERK1/2를 활성화 시킨다25). 

본 연구결과에서 연골세포에서 0.25 W/㎠의 강도 맥동성 

음  처리 시 10분에서부터 유의한 p-ERK1/2의 증가가 찰

되었다. 다른 세포시스템 내에서 ERK1/2 활성화는 세포의 신장

과 같은 직 인 기계  자극이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며, 기계

 스트 스를 간 으로 용 시 비생리학  기계  에 지의 

형태가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26). 이러한 p-ERK1/2의 증가는 

결국 연골세포내의 DNA 합성을 진 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 Zhou 등27)
의 연구에서 사람의 피부섬유아세포에 1.5 MHz의 

0.3 W/㎠, 1:4의 맥동비로 세포에 처리 한 결과 integrin 수용기

를 경유하여 ERK1/2 경로를 활성화 하 다고 하 다. 강도 맥

동성 음 는 조직에 간 인 기계  자극을 으로써 다른 

세포들 내에서 DNA 합성과 세포내 칼슘 유입, 단백질 합성과 

골 생성 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23,28), Choi 등29)의 결과

에서 C-28/I2 사람의 연골세포주 세포에서 0.2 W/㎠의 강도로 

세포 주를 자극했을 때 Jun N-terminal kinase(JNK)와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를 경유하여 type II 

collagen과 aggrecan의 합성을 진시킨다고 하 다. 본 연구결

과에서도 세포외 기질 물질의 증가는 검사하지 않았지만 0.25 

W/㎠에서 p-ERK1/2의 활성화를 진하여 세포 증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람의 퇴행성 골 염과 

같은 상황을 유도하기 해 세포에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물질로

서 사용한 H2O2(hydrogen peroxide)는 높은 산화  물질이며, 

자유라디칼의 하나로 단백질, 지질, 핵산의 산화 과정을 통해 세

포고사를 유도하여, 세포 기능 손상과 세포 고사를 유도하게 된

다. 세포 고사 유도 후 연골세포의 형태학 인 변화는 핵 내 

분열이나 응축 등 형 인 세포고사의 특징을 보 다. 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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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과산화수소수 50 μM을 24시간 처리 후에 Hoechst 염색

으로 찰한 결과 연골세포의 핵 내 응축 상이 히 일어났

다. DiPietrantonio등30)
에 의하면 H2O2는 세포고사를 유도한다고 

하 고, 이외 반응성 산소종(ROS), 일산화질소 등은 염, 세

포노화, 암, 허 성 손상 등의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세포 내에

서 많이 생성되어지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산

화수소수로 유도한 세포고사에서 p-ERK1/2 활성과 강도 맥동

성 음 가 자극한 p-ERK1/2의 인산화는 PD 98059 (10-5
M)에

서 유의한 차단 효과를 보 다. 따라서 연골세포에서 강도 

맥동성 음 에 의한 ERK 경로를 통해 증식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보여진다. Xia 등31)
에 의하면 JNK와 p-ERK는 anti-apopto- 

sis kinase로서 일반 으로 세포내에서 발생되어지며, 세포 내 

ERK1/2는 산화  스트 스, TNF-α, 성장인자 결핍, 세포고사 유

도제 등에 의한 세포고사 유발에 응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기

능을 하는 세포신호 달자로 알려져 있다32). 이러한 것은 Fas와 

계된 세포고사 유도 시 ERK1/2의 세포고사  역할에 해 일

부 보고된 바가 있다. Asada 등33)의 연구에서 Bovine 연골 

세포에서 과산화수소수는 연골세포의 자가 고사를 유도하 으

며, 이는 Ca
2+ 신호 달과 p-ERK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의 자가 

고사를 유도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련하여 강도 음 가 PGE2의 농도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강도 음 와 용 시 산화  스트 스로 인해 증가되

었던 PGE2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H2O2로 인한 세포 내 염증성 

물질인 PGE2의 증가는 세포의 산화  스트 스로 인한 물질로 

생각되어지며, Reyes-Martin 등
34)의 연구에서 신장의 원 세뇨  

내 Madin-Darby cells (MDCK)에서 H2O2를 이용하여 성 신부

염을 유도 시에 S-ketoprofen은 cyclooxyge- nases (COX-1 and 

COX-2), PGE2 생성과 caspase 의존성 세포고사를 억제한다고 보

고한바가 있다. Takahashi 등35)에서는 퇴행성 골 염 환자의 

연골에서 NO와 련하여 세포고사가 유도되었고 이러한 세

포고사는 p38과 p44/42 MAPK신호 달계를 경유하여, 세포고

사와 련되는 PGE2 생성과 련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분야에서 염 치료에 사용하는 음

 치료에 한 세포수 에 미치는 메카니즘을 연구하 다. 강

도 맥동성 음 는 세포내 특정 신호 달체계인 ERK1/2를 거

쳐 세포 증식에 변화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찰하 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다양한 변수의 음 를 용하여 

음 가 세포내 어떠한 수용기와 다른 신호 달체계에도 어떤 경

로를 거쳐 작용을 하는지 구체 인 연구들이 다각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층 배양한  연골세포에서 강도 맥동

성 음 (low-intensity pulsed ultrasound)의 비 열  효과와 

련하여 세포신호 달 기 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연골세

포에서 음 를 1 W/㎠와 0.25 W/㎠의 강도로 0, 1, 2, 5, 10분

간 처리하여 24시간과 72시간 후에 연골세포의 생존율을 찰한 

결과 1W/㎠로 처리한 후 24시간과 72시간 후 변화는 0분일 때 

보다 시간 의존 으로 세포 증식이 유의한 세포증식의 억제효과

를 보 으며(p<0.001), 0.25 W/㎠의 강도에서는 0분일 때 보다 

시간 의존 으로 유의한 세포증식의 효과를 보 다(p<0.001). 

강도 맥동성 음  0.25 W/㎠를 5분 동안 처리한 후 10분 후부

터 p-ERK가 발 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

되어 60분에 최 로 발 된 후 90분부터 감소하 다. 과산화수소

수, 강도 음 는 p-ERK의 활성화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ERK 증가는 PD 98059(10-5
M)에 의해 유의한 활성화 억제 반응

을 보 다(P<0.05). 한 세포질 내 PGE2의 농도감소에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연골세포에서 강

도 맥동성 음 는 ERK를 매개로 연골세포의 증식과 ERK 

발   PGE2 농도변화에 향을 미쳐 세포 증식 련 신호 달

에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강

도 맥동성 음 와 연골세포의 신호 달기 에 있어 

ERK1/2가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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