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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rontium on osteoblastic phenotypes of cultured human periosteal-

derived cells. Periosteal tissues were harvested from mandible during surgical extraction of lower impacted

third molar. Periosteal-derived cells were introduced into cell culture. After passage 3, the periosteal-

derived cells were further cultured for 28 days in an osteogenic induction DMEM medium supplemented

with fetal bovine serum, ascorbic acid 2-phosphate, dexamethasone and at a density of 3 × 104 cells/well

in a 6-well plate. In this culture medium, strontium at different concentrations (1, 5, 10, and 100 μg/mL)

was added. The medium was changed every 3 days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We examined the cellular

proliferation, histochemical detection and biochemical measurements of alkaline phosphatase (ALP), the

RT-PCR analysis for ALP and osteocalcin, and von Kossa staining and calcium contents in the periosteal-

derived cells. Cell proliferation was not associated with the addition of strontium in periosteal-derived cells.

The ALP activity in the periosteal-derived cells was higher in 5, 10, and 100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than in untreated cells at day 14 of culture. Among the strontium-treated cells, the ALP activity was

appreciably higher in 100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than in 5 and 10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The levels of ALP and osteocalcin mRNA in the periosteal-derived cells was also higher in strontium-treat-

ed cells than in untreated cells at day 14 of culture. Their levels were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

ner. Von Kossa-positive mineralization nodules were strongly observed in the 1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at day 21 and 28 of culture. The calcium content in the periosteal-derived cells was also higher in 1 μg

/ml strontium-treated cells at day 28 of cul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w concentration of strontium

stimulates the osteoblastic phenotypes of more differentiated periosteal-derived cells, whereas high concen-

tration of strontium stimulates the osteoblastic phenotypes of less differentiated periosteal-derived cells.

The effects of strontium on osteoblastic phenotypes of periosteal-derived cells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differentiation-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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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trontium 관련약물(strontium ranelate)이 폐경기 이

후 나타날 수 있는 여성 척추골절이나 골반골절 등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골질은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새로운 골 다공증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1-3) Ranelate는

위, 장관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제로 stronium의 역할에는

직접적인 향이 없다. 골 조직에 한 결합력이 칼슘과 유

사한 strontium은 골형성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골흡수를

방지하는 두가지 기능을 통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Strontium의 골관련 세포들에 한 정확한 기전은 현재까

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골형성과 관련하여서는 골 세포에

서 발현된다고 알려진 칼슘 인지 수용체(calcium sensing

receptor)를 strontium이 활성화시켜 골 전구세포를 조골

세포로 분화시킴으로써 골형성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4,5) 또한 Core-binding factor alpha1 (Cbfα1) 라고도

불리우며 전구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초기 단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인 Runx2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

켜 골형성을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6,7)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은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ligand (RANKL)와 이의 수용체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RANK) 체계(RANK/RANKL

system), 그리고 osteoprotegerin (OPG)의 균형에 의하여

생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strontium은 RANK/RANKL

체계의 억제를 통하여 파골세포의 분화를 저해하여 궁극적

으로 골흡수를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파골세포의

활성 억제에 해서는 직접적으로 파골세포의 세포 자멸

(apoptosis)을 유도한다고도 알려져 있다.4,8)

생체외 실험을 통하여 strontium의 골형성 효과는 몇몇

종류의 세포를 이용하여 이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Marie

등9)은 난소절제된 쥐에서 strontium ranelate를 섭취시킬

경우, 골흡가 방지되는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 다. 원숭

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Buehler 등10)은 치조골의 재형성

과정에서 strontium ranelate를 적용할 경우, 골생성은 저

해없이 골흡수가 감소됨을 보고하 다. Delannoy 등11)은

정상적인 쥐에서 strontium ranelate를 장기간 섭취시켜

척추골 사를 관찰한 결과, strontium ranelate가 골의

광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골형성을 촉진시킴

과 동시에 골흡수를 방지시킴을 관찰하 다. Hott 등12)은

후지 석고붕 고정(hind limb plastar casting)을 이용하

여 쥐 운동억제 모델을 만들어 strontium ranelate의 효과

를 연구하 는데 strontium ranelate는 운동억제에 의하

여 나타날 수 있는 골흡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 다. 형성되거나 감소되는 골 조직자체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배양된 골 전구세포의 분화과정

에서 strontium의 역할은 많이 알려진 것이 없으며 적용

농도, 처리 시간등에 따라 다소 논란도 있다. 쥐의 두개골에

서 분리한 골 전구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Verberckmoes

등6)은 0.5에서 1 μg/mL의 농도, 2에서 5 μg/mL의 농도,

그리고 20에서 100 μg/mL 농도의 strontium 처리시 그

효과가 농도에 따라 상반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배양된 인간 골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strontium의 적용에 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관계

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농도의 strontium을 적용하여 골막

기원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하고자 한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골막기원세포의 추출 및 배양

골막기원세포를 추출하고 증식하는 과정은 이전 연구방법

에 의하여 실시하 다.13,14) 경상 학교 병원의 윤리위원회

를 따르고 환자 동의하에 매복된 하악 제3 구치의 발치과

정에서 약 5 × 20 mm의 골막을 채취하여 몇조각으로 다

시 자른다. 이를 100-mm culture dish에 넣은 후 10%

fetal bovine serum, 100 IU/mL penicillin, 그리고 100

μ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37℃, 5% CO2 배

양기를 통하여 배양하 다. 약 90%의 세포군집(conflu-

ence)을 나타내면 증식된 세포들을 0.02% 트립신과

0.02% EDTA로 5분간 트립신 처리시키고 1,500 rpm에

서 원심분리하여 계 배양을 실시하 다.     

2. 골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및 strontium

의 적용

Passage 3을 거친 후, 골막기원세포들은 3 × 104 cells/well

의 도로 6-well plate에 주입하고 10% fetal calf

serum, 50 μg/ml L-ascorbic acid 2-phosphate, 10 mM

β-glycerophosphate, 그리고 10nM dexamethasone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로 구성된 골형성 유도 배지에 다양한 농도(1, 5, 10,

and 100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여 4주 동안 배양

하 다. 배지는 매 3일마다 교체하여 준다.   

3. 골막기원세포의 증식

다양한 농도(1, 5, 10, and 100 μg/mL)의 strontium이

포함된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골막기원세포의 증식은

CCK-8 kit (Dojindo, Gaithersburg,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골막기원세포들을 5 × 103 cells/well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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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96-well plate에 주입하고 strontium이 포함된 배지에

서 37℃에서 1시간 동안 well당 10 μl CCK-8 solution으

로 처리하여 1, 3, 6, 9, 12, 그리고 15일째 세포 증식 양상

을 관찰하 다. 

4.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조직화학적 검사 및 활성

도의 측정(Histochemical detection and bio-

chemical measurement of alkaline phos-

phatase (ALP) activity) 

인산염 식염수로 세포층을 세척한 후, 3.7% 포름알데히

드와 90% 에탄올로 2분간 고정하고 10분간 TBS (Tris

Buffer saline)에 세척하 다. 이후 5-bromo-4-chloro-3-

indolyl phosphate와 nitroblue tetrazolium (BCIP/NBT,

Amresco, Ohio, USA)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기질을 이

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염색하여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의 조직화학적 검사를 시행하 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활성도는 pH 10.4의 Glycine-NaOH 완충액에서 p-nitro-

phenylphosphate (pNPP)를 기질로 이용하여 골막기원세

포에서 유리되는 pNPP를 흡광도 410 nm에서 측정하

다. 총단백량 측정은 Bradford protein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5.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osteocalcin에 한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

총 RNA를 각 주의 세포층에서 TRIzol reagent를 처리하

여 추출하 고 oligo (dT) 시발체(primer)와 Superscript

First-Strand Synthesis System (Invitrogen Life

Technologies, CA, USA)을 이용한 역전사반응으로

cDNA를 합성하 다. 적절한 시발체를 이용하여 합성된

cDNA로부터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osteocalcin 및

GAPDH에 한 PCR 증폭을 실시하 다. PCR을 위하여

사용된 시발체는 다음과 같다(sense / antisense):  

5′-AATGCATCCTGCACCACCAA-3′, 5′-GTAGC-

CATATTCATTGTCAT-3′, 515 bp, GAPDH; 5′-

CCTCGGAAGACACTCTG-3′, 5′-AGACTGCGCCTG-

GTAGTTGT-3′, 238 bp, ALP; 5′-CCCTCACACT-

CCTCGCCCTAT-3′, 5′-TCAGCCAACTCGTCACA-

GTCC-3′246 bp, osteocalcin. RT-PCR 산물은 1.5%

아가로스겔을 사용하여 전기 동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인자들의 mRNA 발현은 음 계측

(Densitometry, Bio-Rad Laboratories, CA, USA)을 통

하여 상 적으로 평가하 다. 

6. Von kossa 염색

배양된 세포를 인산염 식염수로 세척하고 4% 포름알데히

드로 10분간 고정하 다. 증류수로 세척한 후, 5% 질산은

용액으로 처리하고 30분간 암실에서 보관하 다. 과잉의

질산은 용액을 증류수로 여러번 세척하고 발색을 위하여 중

탄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용액을 7분간 적용하 다. 5%

티오황산염나트륨으로 여분의 질산은을 중성화시켰다. 

7. 칼슘량의측정(Quantification of calcium content)

24시간동안 관련 세포를 0.6 N HCl로 탈회시킨다. 이후

o-cresolphthalein 방법(o-cresolphthalein method, cal-

cium C-test Wako,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Osaka, Japan)을 이용하여 다양한 농도(1, 5, 10, and

100 μg/mL)의 strontium이 포함된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골막기원세포에 의하여 형성되는 칼슘에 한 정량적 평가

를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골막기원세포

Strontium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골막기원세포는 다층

구조로 잘 증식되었으며 무기질 기질을 배양 2주째부터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ontium의 처리 여부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골막기원세포의 명확한 형태학적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다(Fig. 1). 

2. 골막기원세포의 증식

다양한 농도(1, 5, 10, and 100 μg/mL)의 strontium

존재하에서 골막기원세포의 증식 양상을 배양 1, 3, 6, 9,

12, 그리고 15일째 관찰하 다. 골막기원세포의 증식에

하여 strontium의 농도에 따른 효과는 없었다. Strontium

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배지에 ascorbic acid, β-

glycerophosphate, 그리고 dexamethasone으로 구성된

골형성 유도인자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골막기원세포는

배양 15일째까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strontium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배양될 경우,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되는 경우보다 골막기원세포의 증식이 증가되어 나타

남을 관찰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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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분석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조골세포에서 형성되는 외효소

(ectoenzyme)로, 무기성 피로인산염(inorganic

pyrophosphate)의 분해에 관여하여 무기질 침착을 위한

인산염 혹은 무기성 피로인산염의 국소적 증가를 이루게 하

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조골

세포의 분화 초기에 그 활성이 뚜렷하여 초기 조골세포의

특이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다양한 농도의 strontium

처리에 따라 골막기원세포에서 발현되는 알칼리성 인산분

해효소의 조직화학적 평가는 배양 1주째와 2주째에, 그리

고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도는 배양 2주째에 평가

하 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발현은 strontium의 처

리여부에 관계없이 배양 2주째까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도는 strontium이

포함되었을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증가되었으

며 특히 고농도(100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

우가 가장 뚜렷하 다(Fig. 3).  

4. RT-PCR 분석

배양 2주째에 관찰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osteocal-

cin mRNA 발현 또한 strontium이 포함되었을 경우가 포

함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증가되었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

소와 osteocalcin의 mRNA 발현도 고농도(100 μg/ml)의

strontium이 포함되었을 경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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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ase contrast image of human periosteal-derived cells
cultured in osteogenic differentiation medium (DM+) with or
without strontium for culture times of 1 week (1W), 2 weeks
(2W) and 3 weeks (3W). The precipitates indicated as black
spots were first observed at 2 weeks and increased at 3
weeks in the periosteal cells treated with or without strontium.  

Fig. 2. Cell proliferation of periosteal-derived cells with or
without strontium. Cell proliferation was not associated
with the addition of strontium in periosteal-derived cells.
Cell proliferation was higher in osteogenic differentiation
medium (DM+) regardless of the addition of strontium. 



5. 골기질 형성 평가

Von Kossa 염색이나 생성되는 칼슘량의 정량화적 측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석회화된 골기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흔

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석회화된 골기질 형성정도는 성숙한

조골세포의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다양한 농도의

strontium 처리에 따라 골막기원세포에서 발현되는 von

Kossa 염색은 배양 3주째와 4주째에, 그리고 생성되는 칼

슘량의 정량화적 평가는 배양 4주째에 실시하 다. Von

Kossa 양성 골기질은 strontium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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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chemical detection and biochemical activity of ALP. The ALP activity was increased in a dose-depen-
dent manner in the strontium-treated periosteal-derived cells.

Fig. 4. ALP and osteocalcin expression in the periosteal-derived cells treated with or without strontium at 2 weeks
(2W) of culture. ALP and osteocalcin mRNA levels tended to be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the
strontium-treated periosteal-derived cells. Representative quantifications of genes were expressed as relative
mRNA levels by densitometry. Bands with the lowest intensity were regarded as 1.



평가시기동안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 특히 저농도(1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 그 발현이 뚜렷하 다. Strontium을 처리하지 않

았을 경우, 골막기원세포에서 생성되는 칼슘량은 0.18

mg/ml 다. 1, 5, 그리고 10 μg/ml의 strontium을 처리

하 을 경우 골막기원세포에서 생성되는 칼슘량은 각각

0.21 mg/ml, 0.18 mg/ml, 그리고 0.17 mg/ml 다

(Fig. 5). 

Ⅳ. 총괄 및 고찰

골 전구세포를 이용하여 성숙한 조골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을 응용하는 골 조직공학은 이제 어느덧 재건학의 중요

한 한 축이 되고 있다. 골 조직공학과 관련하여 최근의 경향

은 단순하게 원천이 되는 전구세포에서 조골세포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골 전구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골

수기원줄기세포(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의 조골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분화 촉진제의

적용이 보고되고 있는 정도로 다른 성체줄기세포와 관련하

여서는 관련된 보고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골흡수와 골생성이라는 균형적인 생리학적 현상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서는 골의 미세구조 손상, 골흡수 증가등이

동반되는 골다공증으로 골반골절이나 척추골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strontium 관련 약물이 폐경기 이

후 나타나는 골다공증등의 치료제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Strontium은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골조직에

흡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골흡수를 방지함

과 동시에 골생성을 촉진시켜 골구조(bone geometry), 피

질골 두께, 해면골 형태(trabecular bone morphology),

및 골조직의 내부 성분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골재생에 유

리한 방향으로 골 사를 유지하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골

재생 효과를 나타낼 때 골광화에는 어떠한 악화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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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Von Kossa staining and quantification of the calcium content in the periosteal-derive cells treated with or without
strontium at 3 weeks (3W) and 4 weeks (4W) of culture. A, Von Kossa-positive mineralization was strongly observed in 1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B, Calcium content was much higher in 1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than in 5 and 10
μg/ml strontium-treated cells.  



다양한 생체외 실험을 통하여 strontium의 골형성 효과

는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배양된 골 전구세포의 분화과정에

서 strontium의 역할은 많이 알려진 것이 없으며 여러 가

지 면에서 다소 논란도 있다. Strontium의 처리 농도, 처리

기간, 제공되는 세포의 종 및 생리학적 상태, 그리고 해당

세포의 성숙정도 등이 이에 관여할 수 있다. Atkins 등15)은

골반 수술을 받는 성인 여성환자들에서 채취한 해면골로부

터 획득한 조골세포의 골기질 형성과정과 strontium의 농

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에서 5 mM 이상의 stron-

tium의 적용될 경우, 생체외 환경에서 골기질 형성이 뚜렷

하게 증가됨을 보고하 다. Barbara 등16)은 쥐의 조골세포

인 MC3T3-E1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0.1에서 1

mmol/L의 strontium 농도에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하 다. Strontium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Zhu 등7)의 연구결과이다. 다른

연구들이 골 전구세포에 strontium의 적용이 조골세포로의

분화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다만 적용되는 농도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반하여, Zhu 등7)은 쥐의

퇴골과 경골 골수에서 채취한 골수기질세포, U-33 골 전

구세포(U-33 pre-osteoblastic cells), 그리고 성숙한 조골

형 OB-6 세포(mature osteoblstic OB-6 cells)를 이용한

연구에서 strontium은 이러한 세포들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를 전반적으로는 촉진시키지만 조골세포 인자의 세 한 발

현은 세포 특이성을 나타낸다고 하 다. 

Strontium의 효과가 세포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농도(1, 5, 10, and 100 μg/mL)

의 strontium이 골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에 미치

는 향을 관찰하고자 하 다. 골막기원세포의 증식과 관련

하여서는 strontium의 특이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골 전구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시 초기 조골세포 특이 표

지자로 알려진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도에 해서

는 strontium은 농도의존성 경향을 나타내어 고농도(100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가 가장 뚜렷한 효

과를 나타내었다. 배양 2주째에 관찰한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와 osteocalcin의 mRNA 발현도 고농도(100 μg/ml)

의 strontium이 포함되었을 경우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되

었다. 배양 3주와 배양 4주째 관찰한 von Kossa 양성 골기

질 정도는 저농도(1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

우, 그 발현 양상이 뚜렷하 다. 배양 4주째에 관찰한 골막

기원세포에서 생성되는 칼슘량도 5, 10 μg/ml의 stron-

tium을 처리하 을 경우에는 조골세포로의 분화에 효과가

없었으나 저농도(1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

우에 생성되는 칼슘량이 증가됨을 관찰하 다. 

골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연구한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골막기원세포는 배양 2주째에서부터 골기질을 형

성하며 점차 성숙한 조골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관찰하

다.13,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로 고농도의

strontium은 덜 분화된 골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 표현형에

더 향을 미치며, 저농도의 strontium은 좀 더 분화된 골

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 표현형에 더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향후 좀 더 세분화된 연구방법과 정량

화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경상 학교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따르고 환자 동의하에

매복된 하악 제3 구치의 발치과정에서 5 × 20 mm의 골

막을 채취하여 일차배양 및 계 배양을 실시하고 passage

3을 거친 골막기원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strontium으로 처

리하여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4주 동안 배양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trontium은 골막기원세포의 증식에는 특이적인 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2. Strontium을 처리한 후, 골막기원세포에서 나타내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활성도는 strontium의 농도

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특히, 고농도(100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가 가장 뚜렷

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3. 배양 2주째에 골막기원세포에서 발현되는 알칼리성 인

산분해효소와 osteocalcin의 mRNA 발현도 고농도

(100 μg/ml)의 strontium이 포함되었을 경우에서 가

장 강하게 발현되었다.  

4. 배양 3주와 배양 4주째 관찰한 von Kossa 양성 골기

질 정도는 저농도(1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 그 발현 양상이 뚜렷하 다. 

5. 배양 4주째에 관찰한 골막기원세포에서 생성되는 칼슘

량도 5, 10 μg/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에

는 조골세포로의 분화에 효과가 없었으나 저농도(1 μg

/ml)의 strontium을 처리하 을 경우에 생성되는 칼

슘량이 증가됨을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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