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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치아의 교정력을 가하게 되면 압박을 받는 
부위에서는 파골세포가 나타나서 치조晋을 홉 
수하게되고, 장력을 받는 부위에서는 조골세포 
가 나타나서 신생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골개조 현상을 통하여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된 다 이 와 같 은  골개조 현상은 전적으 
로 기존의 치조골 자체에만 국한하여 일어나기 
보다는 치주인대세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역 
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

치주인대의 형성과정을 보면 백악질로부터 
나온 짧고 치밀하게 배열된 백악질섬유와 치조 
골로부터 나온 분리된 치조섬유가 치아의 장축 
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7

이와같이 형성된 치주인대는 비석희화된 결

• 車 敬石

체조직으로서 다른 결체조직과 성격을 달리하 
며 힘을 흡수,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외에 
도 치주인대내에 있는 혈관, 임파관에 의하여 
백악질， 골， 치은에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며, 

고유감각 및 촉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0 | c ^ . 8 , 9 . 1 0 , U , l M 3 , U , 1 5 )

freeman등9 은 치주인대의 미분화된 간 
엽세포들은 혈관 근처에 있다가 후에 치조골, 

치아쪽으로 이주하면서 섬유아세포， 백악아세 
포, 조골세포로 분화되기 위한 progenitor cell 

이라고 생 각 하 였 다 . 1972년 Arnold 와 
Baram18>은 Rhesus monkdy의 치주인대세포 
배양을 처음으로 시작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치 
주인대의 형태학적인 면에서 연구되어왔던 것 
이 이제는 생화학적인 면에서 치주인대세포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Limeback19.20>에 의 하면 치 주 인 대 세 포는 
Type, I , III, V collagen을 형 성 한다고 하였 
으며，Gottlow등21’2지은 치주인대세포가 치주재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백악질 석회 
화에 관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Aukhil23>은 
Beagle dog의 치주인대를 제거한 후 치주창상 
에 대한 연구에서 치주인대세포가 백악질을 형 
성하는 능력 이 있다고 하였다.

Brunette등24’25>은 porcine 및 monkey의 치 
주인대조직으로부터 3H-Thymidine을 사용한 
자기방사선적연구에서 형 태적으로 뚜렷이 다른 
섬유아세포와 상피세포를 발견하였고 상피세포



는 Malassez상피잔사에서 유래된다고 하였다. 

이 러한 치주인대세포에서 의 섬유아세포와 상피 
세포에 대한 연구는 Tyrpsinization261 및 
Keratinization27>에 의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Robert와 Chase281 에 의하면 교정적으로 유 
도된 골형성동안에 Sprague-Dawley rats구치 
치주인대의 세포역동학에 대한 연구에서 치주 
인대로부터 증식하는 세포들은 골면쪽으로 이 
주하며 이 세포는 DNA합성없이 조골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 전조골세포(preosteoblast) 로 
서 존재하며，조골세포는 치주인대로부터 유래 
된다고 하였다.

Umeback20>등은 교정적 치아 이동시 치주인 
대세포는 인접한 백악질과 치조골의 개조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치주인대세포가 조골세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많은 
선학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져 왔다. 즉, 치주인 
대세포가 치은 섬유아세포보다 조골세포의 
marker enzyme인 alkaline phophatase 활성도 
가 더 높게 나타나며29.30.31,32.33.사>, Tvpe I ,

III, V collagen을 합성29.2。.35.3«하고, bone 

associated extracellular matrix 구성성분인 
osteonectin36-37-38), Bone proteoglycan 136), 

Bone sialoprotein 1 39.40>등을 생 성 함으로써 치 
수인대세포는 다른 결체조직에 존재하는 세포 
와 다르며 경조직을 형성하는 세포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자 
는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 및 칼습의 세 
포내로의 유입과 세포로부터의 유리에 관한 실 
험을 통하여 치주인대세포가 치은섬유아세포에 
비해 조골세포에 대한 유사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하며, 임상적으로 치 
주질환이 없다고 판정된 환자의 치은조직 및 
치아를 발거, 채득하여 초기배양 후 계대배양 
을 통하여 얻은 치은섬유아세포 및 치주인대세 
포를 사용하였다.

치아를 발거하기 1주일 전부터 환자에게 잇 
솔질을 잘 하도록하고，클로르핵사메드(부광약 
품)로 양치하도록 권유한 후 무균상태에서 발 
치할 치아 주변의 치은을 채취하여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가 포함된 mini

mum essetial medium (MKM, Gibco) 으로 세 
척하고 scalpel불 이용하여 mincing한 후 10% 

FBS 가 포함된 MEM 이 들어있는 60mm 

culture dish (Corning) 에 위치시킨 후 37°C 에 
시 95% 습도를 유지하면서 5% C02 가 함유된 
C02 incubator (Precision scientific) 에 서 배 양 
하였다. '

치주인대세포의 분리를 위하여 발거된 치아 
를 10% FBS가 첨가된 MEM으로 3-4회 세척 
을 한 후 치주인대를 currette을 이용하여 채 
득한 후 치은성유아세포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 
양하였다. 10% FBS가 첨가된 MEM을 매일 
교환하며 위상차현미경을 사용하여 배양조직 으 
로부터 치은섬유아세포 및 치주인대세포가 조 
직외부로 자라나오는 것을 관찰한 후 0.5% 

Trypsin 과 5 . 3mM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EDTA, Gibco) 로 세 포를 
때어내어 1000 X g로 4°C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수집한 후 Hanks’ balanced salt 

soulution(HBSS, Gibco) 을 사용하여 2-3 회 
세척하였다. 10% FBS가 포함된 MEM에서 
35mm배양접시에 1 : 5로 계대배양을 시행하였 
으며 이중일부는 이후 실험을 위하여 세포를 
수거하여 10% dimethylsulfoxide (DMSO, 

Sigma) 가 포함된 배양액에 넣은후 서서히 냉 
둥시켜 액체질소통(보자리에 저장하였다.

세포분리 및 배양 2. Alkaline phosphatase (ALP) 활성도 측정

본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단국 대학교 치과 배양중인 세포를 trypsin-EDTA로 처리하여
대학 부속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상, 하 세포들을 수거한 후 중류수를 넣고 ultrasonic 

악 제 1，2소구치 발거를 요하는 환자로써 전신 disrnptor(UR-20P, Tomy) 를 사용하여 세포



막을 파괴하여 ALP의 활성도를 측정에 사용 
하였다.

ALP활성도의 측정을 .위해 p-nitrophenyl 

phosphate(PNPP, Sigraa) 를 기질로 하여 37* 

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기질로 부터 유리 
되어 나오는 p-nitrophenol(PNP) 을 spectro- 

photometer (UV-120, Shimadzu) 를 이용하여 
비색정량하였다. 이때 pH 10.3인 0.1M 

glycine-NaOH완충액에서 효소반응을 시켰으 
며 세포파괴액의 단백질 농도는 Lowry등의 
방법w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ALP의 효소 
활성도는 세포파괴액의 단백질 mg당 기질로부 
터 유리되어 나온 PNP의 농도로 계산하여 치 
은섬유아세포와 치 주인대 세포의 활성 도를 비 교 
하였다.

3. Calium으I uptake와 release분석

세포막내로 칼슘의 유입 및 세포막외로의 유 
입된 칼슘의 세포막외로 유리를 알아보기 위하 
여 반감기 가 163일 이 며, 최 대 /3 에 너 지 가 0. 

257MeV 인 «CaCl2(NEZ-013, 0.7329GBq/ 

mg) 를 사용하였다.

45Ca Uptake를 관찰하기 위하여 배양중인 
치 은섬 유아세 포와 치 주인대 세 포의 배 양액 에 20 

//Ci의 45C a C lj 넣고 30분, 1시간, 2시간 및 
4시간이 경과된 후 각각의 배양접시내 배양액 
을 제거하고 trypsin-EDTA를 사용하여 세포 
를 수거하였다. 중류수 0.5ml를 넣고 ultra

sonic disrupter를 이용하여 세포막을 파괴한 
후 세포파괴액의 일정량을 취하여 cocktail 

solution 에 넣 은 후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Beckman, LS 5000TA) 를 이 용하여 
세포막내로 유입된 <5Ca양을 측정하였다.

<sCa의 유리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20yCi 

의 <503(〕12를 넣고 2시간동안 배양한 후 배양 
액을 제거하고 배양중인 세포는 HBSS롤 이용 
하여 2-3회 세척하였다. 그 후 신선한 배양액 
을 넣고 30분, 1시간, 2시간 및 4시간후 치은 
섬유아세포와 치주인대세포로 부터 각각의 배 
양액내로 유리되어 나온 *5Ca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양액의 일정 량을 cocktail solution에

넣은후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III. 실험성적

I. 세포분리 및 배양

치은섬유아세포는 explant culture후 3일이
지나면 상피세포의 왕성한 성장을 보이다가 
(Fig. 4) 5일후 방추형의 섬유세포의 출현을 
시작으로 상피세포의 성장은 보이지 않았고 섬 
유아세포의 성장만을 보였다. 치주인대세포는 
explant culture후 6일 경과후부터 방추형의 
세포들이 출현하였다(Fig. 5). 치은섬유아세 
포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치주인대세포와는 형 
태적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Fig.6 및 7).

2 •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 측정

세대를 증가시키면서 alkaline phosphatase 

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치주인대세포는 
2세대에서 가장높은 alkaline phosphatase활성 
도를 보였으며， 세대가 중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치은섬유아세포는 세대 
가 증가하면서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앗다. 이와함께 치 
주인대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는 
전세대를 통하여 치은섬유아세포에 비해 유의 
성있게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다(Table 1 및 
Fig. 1).

Tab le  1. A c tiv it ies  of a lka line  phosphatase in human

periodon ta l ligam ent cells (PDL) a ad g ingival 

fib rob las ts  (GFB)

E nzym e a c tiv ity  (nm ole substrate cleaved/mg p ro te in )

Passage P D L G F B

First

Second

T h ird

F o u rth

F if th

69 .16  ± 5 .9 8 *  

89 .34  ± 3 .1 6 *  

48 .94  ± 7 .3 1 *  

37 .60  ± 1.31* 

31 .84 ± 1 .0 ᄋ*

8 .5 8  ± 1 .0 9  

10.48 ± 0 .4 9  

9.51 ± 0 .9 2  

8.21 ± 0 .7 5  

8 .1 7 ± 0 .7 1

Values are Mean ± S.E. (n = 4)

*p  < 0 .0 1 ,  compared to  gingival fibroblasts.



0,5 1 2 3 4 Time (hrs；

F ig . 2 . T im e  c o u r s e  o f  4 s C a  u p t a k e  f r o m  th e  

4 5 C a C l2 c o n t a i n e d  M E M  i n t o  h u m a n  

p e r i o d o n t a l  l ig a m e n t  c e lls  a n d  g in g iv a l 

f ib ro b la s ts .
1st 2nd 3rd 4th 5 th

Passage

A lk a l in e  p h o s p h a t a s e  a c t iv i t ie s  o f  

h u m a n  p e r i o d o n t a l  l i g a m e n t  c e lls  ( P D L )  

a n d  g ig ival f ib r o b la s t s  (G F B ) .  E a c h  

b a r  r e p r e s e n t s  t h e  m e a n  an d  s t a n d a r d  

e r r o r  f o r  f o u r  w e lls .

* p  <  0 . 0 1 ， c o m p a r e d  to  g in g iv a l  f i b r o 

b la s ts .

3. Caicum Uptake와  Release 분 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5CaCl2 가 세포막내로 
유입되는 양은 치주인대세포 및 치은섬유아세 
포 모두 2시간대에서 가장 높은 칼습의 유입양 
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치주인대세포가 치은 
섬유아세포에 비하여 높은 칼습의 유입양을 보 
이고 있었다(Fig. 2K

2시간동안 *5CaCl2를 배양중인 치주인대세포 
및 처은섬유아세포의 배양액에 넣고 prein

cubation 하여 45Ca를 유입시킨 후 각 시간대에 
따라 배양액으로 유리되어 나오는 칼습의 양을 
측정하여 본 결과 치주인대세포가 초기에 많은 
양의 칼슘의 유리를 보였던 반면에 치은성유아 
세포는 완만한 유리를 보였다(Figl. 3).

IV. 총괄 및 고안

Piche등49>에 의하면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 
유 아세 포는 배 양접 시 내 에 세 포들 이 밀 생 되 기

ᄋ-5 1 之 3 4 Time (hrs)

F ig . 3 .  T im e  c o u r s e  o f  4 s C a  r e le a s e  f r o m  t h e  

h u m a n  p e r i o d o n t a l  l ig a m e n t  c e lls  a n d  

g in g iv a l  f ib r o b la s t s  w h ic h  w e r e  p r e 

in c u b a te d  in  4 s C a C l2 c o n ta in e d  M E M  

fo r  2 h o u r s .

이 전에는 차이 점 이 없으나 배 양접 시내에 세포 
들이 밀생에 이르게되면 치주인대세포는 치조 
골세포와 같이 다층으로 정열을 이루지 않은 
형태를 이루기도 치은섬유아세포와 같이 단층 
으로 방추형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Brunette등62>은 돼지의 치주인 
대세포로부터 상피세포와 섬유아세포를 모두 
분리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치은섬유 
아세포는 치은조직에서 채취한 후 2-3일간 배 
양한 후에 나타난 상피세포의 출현으로 치주인 
대세포와는 구별이 가능하나 5일후에 방추형의 
세포들이 출현하게 되면 치주인대세포외■ 식별 
이 어려웠는데 이는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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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포는 방추형 형태의 길쭉한 섬유아세포와 
같이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한 Someer- 

man등33>，Ragnarsson둥271의 실험결과와 일치 
하였다.

1917년 Levene과 Medigreceanu42)는 신장과 
장점막에서 처음올 alkaline phosphatase를 밝 
혀냈으며， 1923년 Robison에 의해 이의 역할 
에 대하여 연구된 바 이는 organic phos- 

phates로 부터 inorganic phosphates를 분리 ス] 

키는 효소가 골내에 존재한다고 믿고 alkaline 

phosphatase가 골 석화화 기전에 관여하는 것 
으로 추정하였다. 즉， phosphatase는 조직액 
에 존재하는 organic phosphate를 분해하며 
inorganic phosphate농도를 높이며 충분한 양 
의 inorganic phosphate ions 이 축적되면 
calcium ions과 결합하여 골을 형성한다고 하 
였다43

1961년 Fleish와 Neuman은 alkaline phos- 

phatase는 collagen calcification의 억제인자 
inorganic pyrophosphate를 파괴 함으로써 골 
형성 부위에 작용한다고 하였다4이 이와같이 
alkaline phosphatase는 골석희화에 있어서 여 
러 다른 효소와 함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효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s».

본 실험에서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 
를 2세대부터 5세대까지 배양후 치주인대세포 
와 치은섬유아세포간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치주인대세포가 치은섬 
유아세포보다 유의성있게 높은 alkaline phos- 

phatase 활성도를 보였는데 이는 Somerman 

등33\ Maeder등46>, Kawase둥w, Piche등<s>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나타난 양상은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Somerman등33>은 동일환자, 

동일세대의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를 비교한 실험에 
서 치주인대세포가 치은섬유아세포보다 높은 
활성도를 보였으며, 치주인대세포 및 치은섬유 
아세포의 활성도는 실험개체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Maeders 등*61은 치주조직세포에서 alkaline 

phophatase 및 osteocalcin level 에 대한 실험 
에서 치주인대세포는 치조골세포에 비하여 상

당히 낮은 수치를 보인반면에 치은섬유아세포 
와는 개체에 따라 유사하거나 크다고 하였으 
며, Piche등491은 이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하였다. 본 실험에서 각세대간의 치주인대세포 
는 치은섬유아세포에 비하여 alkaline phos- 

phatase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번째 세 
대의 치주인대세포에서 활성도가 가장 높으며, 

세대가 중가하면서 낮은 활성도를 보이고 치은 
섬유아세포는 세대가 중가하면서 큰 차이점이 
없이 낮게 나타났다. Kawase등481은 치조골세 
포와 치은섬유아세포와의 비교에서 치주 인대세 
포가 치조골세포와 유사한 수치를 보인 반면에 
치은섬유아세포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하 
였다. 반면에 Ohshima등비의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간의 alkaline phosphatase활성 
도에 대한 실험에서，7명의 개체에서 치은섬유 
아세포는 개체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는 낮았고, 치주인 
대세포인 경우는 개체간의 차이는 컸으며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는 높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Somerman등33>은 한 개체내에서 
치주인대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가 
치은섬유아세포보다는  크다고 하였지 만 
Ohshima<7)등은 다른 개체를 통한 실험에서 절 
대 적 으로 치 주인대 세포가 치 은섬 유아세 포에 비 
하여 높음을 통해 치주인대세포는 치은섬유아 
세포와 달리 석회화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Yamada등50>은 기능을 하는 치아의 치주인 
대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는 치아의 치주인대세 
포보다 alkaline phophatase와 Ca-ATPase수 
치가 높았으며， 이들 효소의 활성도는 치조골 
이나 백악질 근처에 있는 치주인대세포에서 높 

게 나타남을 통해 치주인대세포가 다른 결체조 
직과는 다르며 조골세포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칼슘대사는 수많은 화합물에 의하여 조절되 
며 이들중 주요한 것은 부갑상호르몬(PTH) 와 
칼시토닌 (CT) 및 Vitamin D3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PTH는 칼습의 혈중농도에 의해 조 
절되는데51.52> 칼슘농도가 감소하면 분비가 증 
가하게 된다. PTH의 골조직에 대한 기능은 
골조직을 홉수하여 혈장 칼슘농도를 중가시킬



뿐 아니라 조골세포의 중식을 자극한다고 알려 
져 있다53.s<l. 각종 석회화된 조직의 세포 및 
세포성분들의 골의 석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이러한 세포들의 
구조적… 또는 생화학적56) 연구가 되어 왔지만 
석회화 초기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 
지 않고 있다. 석회화의 기전을 이해하는데는 
칼슘의 대사 및 mitochondria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7.58

Reith와 Boyde59*에 의하면 odontoblast 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상아질을 형성할때 칼슘 
uptake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Sayegh등601에 
의하면 백서에 자뇨대를 주사한후 치배에 의 

한 labeled칼습의 최대 uptake는 주사우 15분 
이었으며 30분이 지나면 상당한 감소를 보인다 
고 하였고, 석회화를 하고있는 조직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Shaw등61)에 의하면 
토끼 장골의 골아양세포의 기능평가에 대한 실 
험에서 성장하는 골에서 칼슘 uptake가 높다 
고 하였다.

본 실험은 %3(：12를 이용한 연구에서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막내로 유입된 45Ca의 
유입되는 양은 Fig. 2와 같으며 치주인대세포 
인 경우 2시간대에서 가장 높은 45Ca유입을 나 
타내었다. 또한 전시간대에 걸쳐서 세포막내로 
의 <5Ca유입은 치주인대세포가 치은섬유아세포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세포막내로 유입된 <5Ca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리되어 나오는 양은 Fig. 

3과 같으며 치주인대세포인 경우 비교적. 초기 
에 높은 유리를 볼 수 있었으며，치은섬유아세 
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칼슘의 유리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 
는 서로 다른 성질을 보였으며， 치주인대세포 
가 조골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V . 결 론

■조골세포의 marker enzyme인 alkaline pho: 

phatase의 활성도를 세대를 중가시키면서  ̂

정하여 비교하였고，골형성에 관여하는 칼습드 
세포막내외로 유입 및 유리되는 정도를 관찰면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주인대세포는 치은섬유아세포에 비하0 
alkaline phosphatase활성도가 높게 나타났^ 

며， 2번째 세대의 치주인대세포에서 활성도7 

가장 높았으며， 세대가 증가하면서 활성도7 
감소한 반면 치은섬유아세포는 세대가 증가동 
면서 큰 차이점이 없이 낮게 나타났다.

2 . 치주인대세포의■ 치은섬유아세포 각ス 
의 4SCa유입은 2시간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노 
으며 전 시간대에 걸쳐서 치주인대세포가 치든 
섬유아세포보다 칼습유입이 큰것으로 나타노 
다.

3. 치은섬유아세포의 45Ca유리는 시간이 1 

과하면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치주^  

대세포는 초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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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PERIODONTAL 

니GAMENT CELLS IN VITRO

Soung-Wook Cho, D.D.S., M.S.D., Kyung-Suk Cha, D.D.S., M.S.D., Ph. D.

Dept o f Orthodontics College o 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periodontal ligament cells (PDL cells) and gingival fibro

blast cells (GFB cells), alkaline phosphatase, a marker enzyme for osteoblast, was used to measure 

the activities and ᄀ3 CaCl2 isotope was used to find out cellular and release of ᅳ Ca，a requisite 

for bone formation,. PDL cells and GFB cells from 1 to 5 passages were also measured in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ssay.

By the use of above methods, followings were concluded that the PDL cells and the GFB 

cells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at PDL cells showed large 

amount of calcium uptake and large amount of calcium release in initial stage, they seem to 

possess characteristics which are similar to osteoblast-like cells.

1. The PDL cells, in contrast to the gingival fibroblast, showed exceedingly high alkaline phos

phatase activity which was highest at the second passage，decreasing thereon. But gingival 

fibroblasts cells showed no distinct differences in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s the passage 

were elapsed.

2. For both PDL cells and GF cells, the 45Ca uptake was greatest at 2 hours period. The PDL

cells showed higher measuring than GFB cells through out the whole time period.

3 . Whereas the GFB cells showed slow increase of 4SCa release as time relapsed, the PDL cells 

showed rapid increase of "'Ca rel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