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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 국문요약 국문요약 

백서 배자의 구개 발생 과정중 Tbx3, Bmp4와 Shh 발현양상

두개 및 안면의 성장과 발육 과정중에서 분리된 두 개의 이차구개판은 성
장,상승,개조 및 융합이라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구개의 형
태형성 (morphogenesis)을 하게 된다.구개판내의 외배엽성 상피와 중배엽의
신호전달물질인 Bmp4와 Shh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전사인자인 Tbx3의 경우,사지의 발생과 같은
다양한 장기의 발생과정동안 Bmp4와 Shh과 연관되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서 배자의 이차구개발생동안 융합시기와 차이를 보이는 이
차구개판의 전방과 후방 구개발생의 형태학적 차이를 관찰하고 배자기 13.5
기 (Embryonicday13.5;E13.5)와 14.5기 (E14.5)에서 Tbx3,Bmp4와 Shh의
발현양상을 관찰하여 이들이 전방과 후방의 구개발생 과정중에 어떠한 기능
을 수행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백서 배자를 배자기 13.5기 (E13.5)에서 채
취하여 Tbx3,Bmp4와 Shh의 발현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제자리부합법 (in
situhybridization)을 시행하였다.편측의 구개판의 위치는 정상으로,반대편
의 구개판은 180°회전하여 위치시키는 역전체외배양 (Reverse in vitro
culture)을 시도하여 전방과 후방 이차구개판의 신호전달물질의 발현양상과
형태학적 변화양상을 관찰하였다.전기유전자도입법 (Electroporation)을 이용
하여 Tbx3,Bmp4와 Shh를 편측 이차구개판에서 과발현시키고,반대편 이차
구개판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전방과 후방 구개판의 발생과정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이차구개판의 상피가 이차구개판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중배엽으로부터 상피를 분리하고,재조합하는 실험을 시행하
였다.또한 체외배양된 구개판의 세포증식을 PCNA (Proliferation Cell
NucleusAntigen)면역조직화학방법으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Tbx3와 Bmp4는 이차구개판의 전방부위의 중배엽에서만 발현되며,후방
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Shh는 전방과 후방 이차구개판의 상피에서 확인되
었다.Tbx3는 구개판의 융합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2.Tbx3,Bmp4와 Shh를 각각 과발현시킨 결과,Tbx3의 과발현은 Bmp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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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의 발현을 억제 (down-regulation)하였고,Bmp4의 과발현은 Shh를 억제
하고,Tbx3를 촉진 (up-regulation)하였으며,Shh의 과발현은 Tbx3를 촉진하
고,Bmp4를 억제하였다.PCNA 면역조직화학방법으로 세포증식을 확인한 결
과,전기유전자 도입법으로 Tbx3를 과발현시킨 이차 구개판부위에서 대조군
에 비하여 세포증식이 증가된 것을 관찰하였다.Anti-SHH 5E1을 이용하여
체외배양한 구개조직에서만 Shh뿐만 아니라,Tbx3와 Bmp4의 발현까지 억
제되었다.

3.구개판 상피를 간엽조직에서 분리한 결과,전방 이차구개판에서는 Tbx3
와 Bmp4가 발현되지 않았으며,후방 이차 구개판부위에서는 정상적으로는
관찰되지 않던 Bmp4가 발현되었다.구개상피를 재조합한 경우,Tbx3와
Bmp4의 발현이 회복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백서 배자의 이차구개판의 발생과정중 외배엽
상피와 중배엽의 상호작용 (epithelialmesenchymalinteraction)과정에서 상
피와 중배엽내에 위치한 신호전달물질인 Tbx3,Bmp4와 Shh의 발현이 발생
중인 전방과 후방 이차 구개판부위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하며,Tbx3와 Bmp4
는 구개판의 간엽세포증식과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Bmp4와
Shh는 서로 억제하며 이들 두 가지 신호전달물질은 Tbx3를 유도하였다.
Bmp4와 Shh는 전사인자 Tbx3에 의하여 억제 조절된다.결론적으로 상피(외
배엽)-중배엽에 존재하는 전사인자들간의 상호작용이 이차구개의 형성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구개상피에 위치한 Shh을 포함한 구개상피인자가 이
차구개발생과정중 구개판 형태와 크기결정을 위한 세포증식반응을 시작하는
핵심적인 인자로 판단된다.Tbx3는 Shh와 Msx1을 매개하는 Bmp4와 Shh사
이에서 이들을 조절하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이차구개
의 형성과정에서 구개판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는 간엽세포증식을 보다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여하는 Tbx3의 정확한 신호전달기전과 역
할 및 알려지지 않은 구개상피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핵심 되는 말 : 이차구개발생, Shh, Bmp4, Tbx3, 형태형성, 외배엽-중배엽 상호작용, 

신호전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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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배자의 구개발생과정중 Tbx3, Bmp4와 Shh 발현양상 

<지도교수: 이 충 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변   성   규 

I. 서 서 서 서 론  론  론  론  

척수동물의 두개안면부의 형성은 중배엽에서 유래한 신경능 세포, 외배엽성 세

포 등으로 구성된다. 두개안면의 형태형성은 이러한 배자의 조직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이과정중에는 안면조직세포의 이동, 증식, 패턴화 

(patterning)와 분화 (differentiation)에 정확한 조절이 필수적이며, 여러 전사인자 

(transcriptional factor)들과 신호전달분자 (signalling molecule)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조율된다. 이러한 과정중에 일단의 조직이 증식하고 융합하여 구개 (입천장)을 형

성한다 (Alappat  등, 2003). 

Tbx 유전자는 T-box 전사인자중의 하나로, 척수동물의 다양한 장기에서 각각 

다른 단계에서 발현되며, 특히 척수동물의 배아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umpel 등, 2002; Suzuki 등, 2004). 백서의 T-box 유전자인 Tbx1-Tbx6는 활성상태

인 조직의 상호작용중에 특정한 패턴의 발현을 보이며, 유도과정에서 특히 발현된

다 (Chapman 등, 1996). Tbx3는 발생중인 닭의 사지에서 발현되며, 손가락의 패턴

화와 발생중인 배자의 사지에서 전후장축 (rostrocaudal axis)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umpel 등, 2002; Takayuki 등, 2004; Rallis 등, 2005). 척골-유선증후군 

(Ulnar-mammary syndrome)은 TBX3돌연변이에 의하여 매개되는데, 치아와 모발, 

유선의 미발육과 사지와 생식기이상 등의 특징이 있다 (Bamshad 등, 1997). Tbx3는 

발생중의 얼굴 융기에서도 발현되지만 (Gibson-Brown 등, 1998), 아직 얼굴 발생 융

기에서 Tbx3유전자의 특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척수동물의 안면 발생과정에 관련된 몇 그룹의 펩타이드 성장인자들이 있다 

(Francis-West 등, 1998). 이들 유도인자들은 헷지호그 (hedgehog)계의 하나인 sonic 

hedgehog (Shh), 골형성단백질 (bone morphogenetic proteins ; BMPs)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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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와 Bmp4는 구강안면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

서 보고되었다. 사람에서 Shh가 이종접합형 기능상실 돌연변이 (heterozygous 

loss-of-function mutation)가 일어나면, 완전전뇌증 (holoprosencephaly), 정중 구순구

개열 (medial cleft lip and palate), 단일상악중절치 (single maxillary incisor), 중추신경

계 전두엽의 융합 (frontal CNS lobe fusion), 안구근접증 (hypotelorism)에서 단일안

구증 (cyclopia)을 포함한  중안면부 결손증이 발생한다 (Michael 등, 2005). Bmp4는 

초기 구강상피에서 유래하며, 하악궁의 외배엽성중배엽세포 (ectomesenchyme 

cell)내의 homeobox gene (Msx-1)의 발현을 활성화한다  (Tucker  등, 1998) 

Shh는 구개주름의 전구세포에서 발현되며, 악골의 구강상피를 두껍게 만든다.  

Bmp4의  발현은 인접한 간엽조직에만 발현되며, 상피내의 Shh의 약간 근심부위에

서 가장 강하게 발현된다 (Bitgood 와 McMahon, 1995). 이미 보고된 바 있는 두 개

의 유전자  Bmp4와  Shh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중배엽에 발현된  Bmp4

는 MEE에서 Shh의 발현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Zhang 등, 2002). 

또한 Tbx3는 사지와 같은 다른 장기의 발생과정에서 Bmp4와 Shh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상지의 발생과정에서 Shh는 중배엽내에서 Bmp4의 발현을 억제함으로

써 전방절편 (anterior stripe)내  Tbx3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umpel S. 2002).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구개발생과정중의 외배엽상피-중배엽 상호작용 

(epithelial mesenchymal interaction)에 관련된 신호전달물질 등의 상호작용과 구개

판의 융합과정에 집중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지발생에서 Bmp4 및 Shh 와 밀접

한 연관을 지닌 Tbx3가 이차구개발생중 어떤 발현양상을 보이며, 전방과 후방 구

개축을 따라서 Bmp4,  Shh 와 Tbx3의 발현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Tbx3가 Bmp4 및 Shh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지발생에서와 같이 

구개발생과정중에도 신호전달 작용을 하는가와 구개판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

는 세포증식과정에 이들 유전자가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포유

류의 구개발생과정에서 전방구개부위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Bmp와 

Shh 신호전달물질과  Tbx3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조절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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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방법 

가가가가. 실험대상  실험대상  실험대상  실험대상  

성체 ICR 백서는 인공조명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하에서 55%의 상대습

도와 22°C의 항온을 유지하며,  음식과 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백서의 배자는 시기를 맞추어 임신한 백서에서 채취하였다. 배자기 0 

(Embryonic day 0 ; E0)는  vaginal plug가 인지되기 시작한 날로 정하였고, 본 실험에

서의 백서 배자는 각각의 발육단계 에 따라서 E13.5에서 E15.5사이의 단계에서 이

용하였다. 각각의 실험 당 최소 15 개 이상의 배자를 이용하였다. 

나나나나. 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

1. 체외장기배양법체외장기배양법체외장기배양법체외장기배양법 (In vitro organ culture) 

이차구개판을 E13.5 백서 배자의 상악에서 분리 한다 (Fig. 1). 37℃에서 5% CO2

가 유지되는 항온기에서 혈청이 함유되지 않은 배지를 첨가하여  Trowel이 보고한 

변형 배양법에 따라서 금속 그리드와 여과지위에 배양할 구개판을 0.04 mm간격을 

두고 정렬하여 올려놓고, 48 시간동안 배양한다. 배지는 24 시간마다 교체하였다. 

배지는 DMEM/F12 (Gibco BRL, UK)배지를 이용하였으며, 아스코르빈산

(ascorbic acid) 20 ug/mL (Sigma, USA)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을 첨가하

였다. 조직은 고정하고, 제자리부합법을 위하여 처리하였다.  

2. 역전체외장기배양법역전체외장기배양법역전체외장기배양법역전체외장기배양법(Reverse in vitro organ culture)

한 마리의 E13.5 백서 배자의 상악에서 분리한 이차구개판에서, 좌측은 바로 두

어 대조군으로 하고, 우측 (실험군)의 편측 구개판은 다른 배자에서 얻은 좌측 구개

판을 180° 회전 (reverse positioning)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시킨다 (Fig. 1B). 이

와 같은 상태로 상기한 배양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외배양하였다.   

333...전전전기기기유유유전전전자자자도도도입입입법법법(((EEEllleeeccctttrrrooopppooorrraaatttiiiooonnn)))을을을이이이용용용한한한유유유전전전자자자과과과발발발현현현(((gggeeennneeeooovvveeerrr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미세모세관침을 이용하여 이차구개판의 중배엽에 직접 DNA를 주입하였다.  

PBS 완충액에 약 1 ug/ul DNA을 넣고, 전기유전자도입기 (electroporator)를 이용하

여 25 V의 전압을 20 ms동안 가하면,  DNA가 조직 내에 직접 주입된다. Bmp-4, Shh

과 Tbx-3가 포함한 벡터 (vector)는  C. Tickle  (Univ. of Dundee)박사가 제공하였다 

(Fig. 2). 이 벡터만을 전기도입한 결과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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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이이이차차차구구구개개개판판판의의의 중중중배배배엽엽엽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구구구개개개상상상피피피의의의 분분분리리리와와와 이이이후후후,,,중중중배배배엽엽엽에에에 구구구개개개상상상피피피
를를를다다다시시시재재재접접접합합합
백서배자에서 이차구개를 채취하여 페트리디쉬 (Petridish)에 PBSbuffer

를 담은 채로 현미경하에서 박리하였다.구개상피를 제거하기위하여 PBS를
dispaseII(0.6U/ml,Roche)로 대치하고,상온에서 50분간 보관하였다.10%
FBS(FetalBovineSerum)를 포함한 PBS를 반응정지액으로 사용한다.한
쌍의 forceps를 이용하여 중배엽에서 상피를 박리하고,필터지위에 위치시켰
다.분리한 구개상피에서 텅스텐 주사침 (tungstenneedle)을 이용하여 전방
구개부의 상피를 채취하였다.이렇게 채취한 전방구개부 상피를 필터지위에
서 구개판 중배엽에 재조합 (Recombination)하였다.

 5. 제자리부합법 제자리부합법 제자리부합법 제자리부합법 (Whole mount In-situ hybridization) 

제자리부합법 (WholemountIn-situhybridization)은 김 등 (2003)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PBT로 세척하고,35분간 proteinaseK (10g/mlin
PBS)로 처리하였다.표본은 PBT로 두 번 세척하고,0.25% glutaraldehyde를
함유한 4% PFA로 20분간 재고정하였다. 50% formamide를 함유한
hybridization buffer에서 70°C를 유지하며 2 시간 동안 Prehybridization하였
다.70°C에서 0.2-0.5g/mlriboprobe를 함유한 hybridization buffer에서 하
룻밤동안 hybridization하였다. 여분의 probe는 70°C에서 standard saline
citrate로 차례로 세척하여 제거하였다.15% goatserum을 함유한 TBT로 3
시간 동안 조직 내의 비특이적인 결합을 차단하였다.이러한 과정 후에
alkaline phosphatase와 결합 (conjugation)된 antidigoxigenin antibody를
1:2000로 희석한 차단액으로 하룻밤동안 보관하였다.여분의 항체는 TBT로
세척하여 제거하고,조직은 100mM Tris,pH 9.5;50mM MgCl2;100mM
NaCl,0.1% Tween20을 함유한 colorbuffer로 equilibration한다.

666...PPPCCCNNNAAA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염염염색색색법법법 (((PPPrrrooollliiifffeeerrraaatttiiiooonnn CCCeeellllllNNNuuucccllleeeuuusssAAAnnntttiiigggeeennn
ImmmmmmuuunnnooohhhiiissstttoooccchhheeemmmiiicccaaalllSSStttaaaiiinnniiinnnggg)))

시료는 통법을 따라 OCT compound에 embedding한다.표본을 7㎛ 두께로
절단하였다. 조직 절편은 탈파라핀화하고, 재수화 (deparaffized and
rehydrated)한다.Endogenous peroxidase에 의하여 비특이적으로 배경이 염
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슬라이드를 15 분간 3%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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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에 넣어두었다.시편을 4℃하에서 일차 항체 (primary antibody :the
mouse monoclonal antibody against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NeoMarkers,CatNoMS-106,USA)에 하룻밤 넣어두었다.PBS로
세척한 후, 시편을 biotinylated goat anti mouse immunoglobulin과
streptavidin peroxidase두 개의 반응액에 실온에서 각각 10분간 반응시켰
다.마지막으로 DAB reagentkit(Zymed,CatNo00-2014,USA)로 시료를
관찰하였다.

777...NNNOOOGGGGGGIIINNN비비비드드드매매매식식식법법법(((NNNOOOGGGGGGIIINNN BBBeeeaaaddd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
지름 150um의 AffigelBluebeads(BioRad)를 건조시킨 후에,0.5mg/ml

humanrecombinantNOGGIN (Regeneron)에 적셨다.구개판 발생의 유전자
조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NOGGIN-soakedbead를 E13.5기 이차구개판의 편
측(우측)에 이식하여 48시간동안 체외배양하였다.Bead매식후에 제자리부
합법(whole mountin situ hybridization)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PBS-soakedbead를 대조군 (좌측)으로 이용하였다.

888...AAAnnntttiii---SSSHHHHHH555EEE111을을을 첨첨첨가가가한한한 배배배양양양액액액으으으로로로 이이이차차차구구구개개개판판판을을을 체체체외외외배배배양양양
Shh을 억제한 후,Tbx3, Bmp4의 발현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Anti-SHH

5E1을 10u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DMEM/F12배지에 첨가하여 상기한 방
법과 동일하게 배양하였고,제자리부합법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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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in vitro organ cultur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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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 GGGeeennneeeooovvveeerrr---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wwwiiittthhhEEEllleeeccctttrrrooopppooorrraaatttiiiooonnnmmmeeettthhhoooddd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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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가가가가. 배자 배자 배자 배자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시 시 시 시 전방구개판과 전방구개판과 전방구개판과 전방구개판과 후방구개판의 후방구개판의 후방구개판의 후방구개판의 형태의 형태의 형태의 형태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이차구개 발생 시 발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방구개와 후방구개발생의 

형태학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개의 중앙지점은 발생중인 제1대구

치의 치배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방구개 (청색 선)는 비공 (nasal pit)을 포함하고, 

후방구개 (붉은 선)는 이설근 (genioglossus muscle)을 포함하였다 (Fig.3A-C).  

E13.5기에서, 구개판은 혀의 측면에 수직으로 위치하다가 구개판의 전방부위

가 혀의 배면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전방구개판과 혀 사이의 공간은 후방구

개판과 혀 사이의 공간보다 더 크다.  E13.5기의 전방구개판은 마치 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의 후방구개판은 혀근처에서 수직으로 위치하였

다. E13.5기 동안, 구개판의 후방부는 혀를 측면에서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Fig.3D, G).  E14.5기에는 구개판은 혀 위로 수평방향으로 놓이고, 정중선 (MES)에

서 융합하였다. 이 시기에 전방구개는 후방구개보다 더 두꺼웠다 (Fig.3E, H). 

E15.5기에서, 이차구개판은 완전히 융합되지만, 구개판의 위치는 E14.5기와 유사

하였다. E15.5기에서 구개판의 후방부위는 전방구개보다 더 편평해졌다 (Fig. 2F, 

I).  E13.5기로부터  E14.5기까지의 구개판의 형태학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

개판의 형태를 통하여 구개판이 발육하는 각 단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나나나나. 구개발생과정에서 구개발생과정에서 구개발생과정에서 구개발생과정에서 Tbx3의 의 의 의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체외배양 (in vitro culture)에서 Tbx3의 발현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E13.5

기와 E14.5기의 생체내 (in vivo)에서의 Tbx3의 발현양상과 비교하기로 하였다. 

Tbx3는 전방에서 중앙부위의 구개판의 간엽조직에서만 독특하게 발현되었으며, 

후방부위의 구개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4A, B). E13.5기에서 Tbx3는 구개

판 간엽조직의 측방부위에서만 발현되었으며, 정중선으로부터는 일정부분 떨어

져 있었다 (Fig. 4C, E).  E14.5기에서 Tbx3는 MES로부터 떨어져 구개판의 간엽조

직에서 강하게 발현되지만, 후방구개판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Fig  3D와 F).

다다다다. 역전체외배양된 역전체외배양된 역전체외배양된 역전체외배양된 구개판에서 구개판에서 구개판에서 구개판에서 Tbx3의 의 의 의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E13.5기에서 48 시간 동안 체외배양한 후에 Tbx3의 발현양상을 확인하기 위하

여 두 가지의 다른 실험을 시행하였다. 먼저 대조군 (Fig.1A)에서는 생체내의 Tbx3 

의 발현양상과 동일하여, 전방의 구개판 간엽조직에서만 강하게 발현되었고, 후방

부위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Fig.5C, E). 편측의 구개판을 180° 회전시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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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판을 반대방향으로 위치시킨 역전체외배양의 경우,  Tbx3는 전방에서 중간부

위까지만 강하게 발현되고, 후방구개부위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전배

양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구개판은 정중부위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융합되었다 

(Fig. 5D,  F). 

라라라라. 이차구개판의 이차구개판의 이차구개판의 이차구개판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중 중 중 중 Bmp4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E13.5 기와 E14.5기에서 Bmp4의 발현을 제자리부합법으로 검사하였다.  E13.5 

기에서 Bmp4 는 전방에서 중간부위에 이르는 간엽조직에서만 발현되었으며, 

MEE에서 측방으로는 일정거리를 떨어져서 발현되었다 (Fig.6A, E). 반면에 후방

구개부위에서는 Bmp4가 발현되지 않았다 (Fig.  5I). 구개융합이 일어난 후인 E14.5

기에서 Bmp4의 발현은 단지 전방구개의 구개주름부위의 간엽조직에서만 발현되

었으며(Fig. 6B), Tbx3의 발현양상과 유사하게,  Bmp4의 발현도 MES에서 거리를 

두고 일정부위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났으며, 이차구개의 후방부위에서는 발현되

지 않았다  (Fig. 6F,  J). 체외배양한 구개판에서도 체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방

구개주름부위의 간엽조직에서 Bmp4의 분명한 발현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M,  N). 

마마마마. 이차구개판의 이차구개판의 이차구개판의 이차구개판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중  중  중  중  Shh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Shh는 E13.5기와 E14.5기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발현되었는데, 전방과 후방부

위 전 영역을 걸쳐서 구개주름부위의 상피조직에서만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 6C, 

D, G, H, K, L). E13.5기에서 전방에서 후방구개부위까지 Shh이 강하게 발현되는 

약 6-7개의 구개주름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E14.5기에서는 9개의 구개주름에서 

명확하게 Shh 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생체 내에서도 Shh의 발현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Fig. 6O,  P). 

바바바바. Tbx3, Bmp4와 와 와 와 Shh을  을  을  을  각각 각각 각각 각각 과발현시킨 과발현시킨 과발현시킨 과발현시킨 후 후 후 후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 발현양상의 발현양상의 발현양상의 발현양상의 변화와 변화와 변화와 변화와 간간간간

엽세포증식엽세포증식엽세포증식엽세포증식

이차구개의 발생에서 Tbx3, Bmp4와 Shh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발현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유전자도입법 (electroporation method)을 통한 유전자 

과발현을 유도하고 각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비교하였다 (Fig. 2). 우측의 구개판을 

실험군으로 좌측의 구개판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우측에는 Tbx3, Bmp4와 Shh 

각각의 유전자를 담지 않은 벡터 (vector)만을 전기도입법을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Fig.  7). 제자리부합법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대조군과 동일한 발현양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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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벡터만을 이용한 전기유전자도입법이 실험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구개판을 실험군으로 좌측의 구개판을 대조군으로 설정하

고, 전기유전자도입법을 이용하여 이차구개발생과정중에 Tbx3를 과발현 

(over-expression)시킨 결과, 좌측의 대조군에 비하여  Bmp4와 Shh의 발현이 감소하

였다. 전방과 후방구개부위에서 모두 Tbx3를 과발현시킨 후에 Bmp4와 Shh이 전혀 

발현되지 않았다 (Fig.  8A, C, B, D). 이를 통하여 E13.5기와 E14.5기에서 Tbx3가 

Bmp4와 Shh을  억제 (down-regulation)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 방법으

로 Bmp4를 과발현시킨 결과, 발육 중인 이차구개판의 전방구개부위에서 Tbx3의 

발현을 유도하였지만, 후방구개부위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9A, C). 반면에,  Bmp4 를 과발현시켰더니, 전방과 후방구개 모두에서 구개주름의 

상피조직에서 발현되는 Shh의 발현이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Fig. 9B, D). 

이러한 Tbx3와 Bmp4의 과발현이 실제 세포증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PCNA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이용하여 검사함 결과, 좌측의 대조군들 

(Fig.10B, E)과 비교한 결과, Tbx3를 과발현시킨 실험군 (Fig. 10C)과 Bmp4를 과발

현시킨 실험군 (Fig. 10F) 모두에서 세포의 증식소견이 관찰되었다. 

 전방구개에서 Shh을  과발현시킨 결과, Tbx3의 발현을 유도하지만 Bmp4의 발

현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Fig. 11A, B). 반면에, 후방구개에서는 Shh을 과발현

시켜도 Tbx3와 Bmp4의 발현양상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 (Fig. 11C, D).

 

사사사...NNNOOOGGGGGGIIINNN비비비드드드매매매식식식(((NNNOOOGGGGGGIIINNNBBBeeeaaaddd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과과과AAAnnntttiii---SSSHHHHHH555EEE111을을을첨첨첨
가가가한한한 배배배양양양액액액으으으로로로이이이차차차구구구개개개판판판을을을체체체외외외배배배양양양한한한 후후후 Bmp4, Tbx3와와와와  Shh의 의 의 의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변변변변

화 화 화 화 

 구개판의 발생과정에서 Bmp4, Tbx3와  Shh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알기 위하여 

Bmp4의 길항체로 알려진 NOGGIN을 비드 (bead)에 적셔서 실험군에 이식한 결과, 

간엽조직에 발현되는 Tbx3와 Bmp4의 발현은 억제되지만 (Fig . 12A, B, D, E), 상피

조직에 발현되는  Shh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Fig. 12C, F). Shh의 항

체인 Anti-SHH 5E1를 배양액에 포함하여 배양한 결과,예상대로 Shh의 발현

은 억제되었다. 마찬가지로 Tbx3와 Bmp4의 발현도 함께 억제되었다 (Fig. 12G, H, 

I, J, K, L).  

아아아아. 구개상피를 구개상피를 구개상피를 구개상피를 제거한 제거한 제거한 제거한 후 후 후 후 Tbx3와  와  와  와  Bmp4의 의 의 의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발현양상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이차구개의 발생과정 중 상피-중배엽의 상호작용 (epithelial-mesenchy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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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을 이해하기 위하여 E13.5기의 백서배자의 융합전 구개판을 채취하여 

구개상피만을 제거한 상태의 구개판을 48 시간동안 체외배양하여 Tbx3와 Bmp4의 

발현양상을 제자리부합법으로 검사하였다. 

Tbx3는 상피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전방에서 후방을 걸쳐서 발현되지 않았다. 

상피의 장애가 없어서 구개판의 융합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Fig.13A, C).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상피조직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자가 구개 간엽조직내에 위치한 

Tbx3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사실은 구개상피를 제거한 후 

48 시간동안 배양한 조직시편에서, 전방구개부위에서는 Bmp4의 발현이 사라진 반

면에, 후방구개의 간엽조직에서는 Bmp4가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  13B,  D). 

자자자자. 구개상피를 구개상피를 구개상피를 구개상피를 재조합재조합재조합재조합(recombination)한 한 한 한 후 후 후 후 Tbx3와  와  와  와  Bmp4의 의 의 의 발현양상의 발현양상의 발현양상의 발현양상의 회복  회복  회복  회복  

 제거한 구개상피를 E13.5기에서 이미 상피가 제거된 구개판의 간엽조직에 전

장과 후방에 각각 위치시키고 48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구개상피가 이차구개의 발

생과정중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고자하여 구개상피를 제거한 경우 구개

간엽조직에서 발현이 사라진 Tbx3와 Bmp4의 발현이 재조합한 구개상피에 의하여 

회복되는지 알고자 하였다. 구개상피는 구개전방부위의 상피만을 사용하였다. 구

개상피를 재조합 결과, Tbx3의 발현이 회복되었다 (Fig. 14A, C). 본 실험의 결과에

서 보면,  정상적으로 발생중인 구개에서 Tbx3는 전방에서 중앙부위까지만 발현되

었다. 구개상피의 재조합한 경우, 정상적으로 Tbx3가 발현되지 않던 후방구개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개간엽조직의 후방부위에도 전

방구개상피를 재조합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흥미롭게도 후방구개에서도 

Tbx3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Fig. 14B, D). 전방구개에서, 재조합한 구개상피를 배양

한 구개판의 간엽조직에서 Bmp4의 발현도 회복되었으며 (Fig. 14E, G), 후방구개에

서는  Bmp4가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 14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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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stablishment of the morphogenesis of anterior and posterior palatal shelf 

    in palatogenesis. 

 (A-C) Blue line is section plane of anterior region and red is posterior region. 

 (D) At E13.5, anterior palatal shelves are bent to bottom side of the tongue. 

 (G) Whereas posterior palatal shelves are correctly at a right angle near to tongue 

      and the space between posterior palatal shelf and tongue is narrow than 

     anterior palatal shelf and tongue.

 (E, H) At E14.5, palatal shelves are change into horizontal position and anterior 

     palate is thicker  than posterior.

 (F, I) At E15.5, disappear MES then completely fused and posterior palate is 

     much flatten  compared with a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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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Expression pattern of Tbx3 in mouse secondary palate in vivo. 

(A, C, E) At E13.5, Tbx3 was expressed only in anterior to middle region of the 

  palatal shelves.                    

(B, D, F) At E14.5 also, Tbx3 expression was detected only in anterior to 

middle part of the  palate but not in the posteri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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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patter of Tbx3 in mouse secondary palate at E13.5 in vitro 

culture for 48 hours. 

 (A, C, E) Control culture was shown that Tbx3 was strongly expressed in 

   anterior region but   definitely disappear in the posterior region. 

 (B, D, F) Reverse in vitro culture for 48 hours also, Tbx3 was expressed only 

   in the anterior  region of the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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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pattern of Bmp4 and Shh in palatogenesis. 

(A, E, I) At E13.5, Bmp4 was strongly expressed only in the anterior to 

middle mesenchyme   region of secondary palatal shelves.

(B, F, J) At E14.5, Bmp4 expression was detected only in the anterior 

 mesenchyme region of  palatal rugae.

(M, N) Bmp4 was strongly expressed in anterior mesenchyme region in 

 vitro culture palate. 

(C, D, G, H, K, L) At E13.5 and E14.5, Shh expression was detected only 

 in the epithelium of the palatal rugae region. 

(O, P) in vitro culture palate also Shh was strongly expressed in 

 epithelium of the palatal  ru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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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BBmmmppp444,,,SSShhhhhhaaannndddTTTbbbxxx333gggeeennneee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aaafffttteeerrrvvveeeccctttooorrrwwwiiittthhh
eeellleeeccctttrrrooopppooorrraaatttiiiooonnn mmmeeettthhhoooddd...
Tbx3, Bmp4 and Shh Expression pattern after microinjection of vector 

with electroporation  methods. There are the same expression pattern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microinjection of vector without 

Tbx3, Bmp4 and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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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lteration of Bmp4 and Shh expression pattern after over-expression of 

Tbx3 genes.

   (A, C) Tbx3 over-expression led to disappear of anterior and posterior Bmp4 

     expression. 

   (B, D) Shh expression pattern was down regulated by Tbx3 over-expression 

     in anterior  and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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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lteration of Tbx3 and Shh expression pattern after over-expression of 

  Bmp4 genes. 

  (A, C) Tbx3 expression pattern was not altered by Bmp-4 over-expression. 

  (B, D) Whereas Bmp4 over-expression was definitely down regulate of Shh 

    expression in anterior  and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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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PPCCCNNNAAAIIImmmmmmuuunnnooohhhiiissstttoooccchhheeemmmiiicccaaalllssstttaaaiiinnniiinnngggaaafffttteeerrr Tbx3 and Bmp4 

 over-expression  with  electroporation method. 

(A, B, C) In vitro organculturedsecondarypalate,cellproliferation
wasdetectedin Tbx3 overexpressedrightexperimentalsidepalatal
shelfcomparedwithleftcontrolside.

(D, E, F) After Bmp4 overexpression, cell proliferation was detected on the 

    epithelial and  mesenchymal tissue beneath the epithelium in experimental side.  



20

Fig .11  Alteration of Tbx3 and Bmp4 expression pattern after over-expression 

 of Shh genes. 

(A, C) More strong Tbx3 expression was detected in Shh over-expressed palate 

  compared with  control only in the anterior region. 

(B, D) Shh over-expression led to decrease of Bmp4 expression level in the 

  anteri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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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AAAlllttteeerrraaatttiiiooonnnsssooofffBBBmmmppp444,,,SSShhhhhhaaannndddTTTbbbxxx333gggeeennneee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aaafffttteeerrr
NNNOOOGGGGGGIIINNN bbbeeeaaaddd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aaannndddcccuuullltttuuurrreeewwwiiittthhhAAAnnntttiii---SSSHHHHHH555EEE111iiinnniiinnn
vvviiitttrrroooooogggrrraaannncccuuullltttuuurrreeeooofffssseeecccooonnndddaaarrryyypppaaalllaaattteee...
(A, B, C)AfterimplantationofNOGGIN beadsinexperimentalside
(Right),Tbx3andBmp4wasdown-regulatedbutShhwasnot
altered.

(D, E, F)HistologiccrosssectionofexpressionpatternsofTbx3,
Bmp4 andShh.

(G, H, I)ExpressionpatternsofTbx3,Bmp4andShhafter48hours
invitroorganculturewithculturemediaincludingAnti-SHH 5E1,
expressionof Tbx3,Bmp4and Shhweredown-regulated.

(J, K, L) HistologiccrosssectionofexpressionpatternsofTbx3, Bmp4 

   and  S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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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lterations of gene expression after removal of palatal epithelium.

 (A, C) Tbx3 expression was not detected through anterior to posterior in 

  epithelium-removed palate.

 (B, D) Bmp4 expression was not observed in anterior whereas strongly 

  expressed in posteri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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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lterations of gene expression after recombination palatal epithelium. 

(A, C) In anterior, expression of Tbx3 was rescued by recombined epithelium.

(B, D) Posterior region also, palatal epithelium rescued expression of Tbx3. 

(E, G) Recombined epithelium led to recover Bmp4 expression in anterior 

  region of the  palate. 

(F, H) In the posterior region, strong expression was detected by palatal 

  epithelium in  posterior part of the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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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 총 총 총 괄  괄  괄  괄  및  및  및  및  고 고 고 고 찰 찰 찰 찰 

포유류에서 일차구개와 이차구개판은 성장, 상승과 개조 (remodeling)등의 발육

과정을 거치며 융합 (fusion)하여 완전한 구개를 형성하게 된다 (Ferguson, 1988). 이

와 같이 복잡한 다단계의 이차구개형성과정에서 정상적인 구개형태형성에 결손

이 발생하면, 구개열 (cleft palate)이라고 부르는 가장 흔한 안면기형이 발생하게 된

다. 이차구개의 형태형성은 제 1 새궁에서 유래하는 상악돌기에서부터 두개의 수

직 구개판이 발육함으로 시작된다. 구개판은 초기에는 혀의 측면에서 수직으로 성

장하다가 수평으로 상승하여 혀의 배면에 놓이게 되고, 정중선에서 융합하여 완전

한 형태의 구개를 형성한다. MEE (Medial Edge Epithelial cells)세포는 E14.5기에서 

정중선에서 만나게 된다 (Ferguson, 1988). 일단 양측의 구개판이 접촉하게 되면, 빠

르게 응집하여 두꺼운 MES (Midline Epithelial Seam)와 얇은 기저막을 갖게 된다 

(Ferguson, 1988; Takigawa와 Shiota, 2004). 이러한 과정 후에 정중선의 세포는 프로

그램 세포사 (programmed cell death)가 일어나거나 (Mori 등, 1994; Taniguchi 등, 

1995, Martinez-Alvarez 등, 2002a; Cuervo 등, 2002), 상피세포-간엽세포전환 

(epithelial mesenchymal transformation-EMT)이 일어나거나 (Fitchett과 Hay, 1989; 

Griffith와  Hay, 1992; Shuler 등, 1992; Martinez-Alvarez 등, 2000),  혹은 구개상피세

포가 비강이나 구강으로 이동하게 된다 (Carette와 Furguson, 1992). EMT는 구개판

의 융합에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며 (Sun 등, 1998), 안면 발생원기 ( facial primordia)

의 형성단계에서 또한 중요하다 (Richman과 Tickle., 1989). 

 Tbx3 발현과 발현과 발현과 발현과 이차구개의 이차구개의 이차구개의 이차구개의 발생기전 발생기전 발생기전 발생기전 

본 연구에서 이차구개의 형태형성과  Tbx3발현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Bmp4

와 Shh과 같은 다른 신호전달물질을 조절하면서, 전방구개와 후방구개에서의 

Tbx3발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bx3, Bmp4와 Shh은 사지발생 (limb development)

과 유선의 발생 (mammary gland development)에서 상호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진 신호전달물질들이다 (Tumpel 등, 2002; Eblaghie 등, 2004).

Tbx3와 Bmp4는 구개판의 E13.5기의 간엽조직내에서 발현되는 주요부위가 

MEE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서 위치하며 서로 중첩된다 (Fig. 4C, 6E). 이는 Tbx3와 

Bmp4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실험에 의하면, Tbx3가 

발현되지 않는 구개후방부위에서도 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Tbx3와 Bmp4

는 직접적으로 EMT를 유도하거나 융합과정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PCNA조직면역화학염색결과에서 보듯이 Tbx3와 Bmp4를 과발현시킨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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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의 분열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된 것으로 보아 구개판의 

간엽세포증식과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E14.5기에서, Bmp4는 단지 

간엽조직에서만 발현되고, Shh 는 구개상피에서만 발현되지만, Bmp4와 Shh는 모

두 구개주름부위에만 발현되었다 (Fig 6 G, H, K, L). 이러한 결과는 이차구개의 발

생과정에서 이 두 가지 신호전달물질 Bmp4와 Shh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편측의 구개판을 180° 회전하여 위치시키고 시행한 역전체외배양에서 

Tbx3가 단지 전방부위 구개에서만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구개판은 완

전히 융합되었다 (Fig  5D, F).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Tbx3 발현여부가 구개판의 융

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Tbx3, Bmp4 과 과 과 과 Shh 발현양상발현양상발현양상발현양상

Tbx3는 전사인자유전자의 T-box 족 (family)의 아족 (subfamily)의 하나이다. 

Tbx3는 또한 백서에서 유선 (mammary gland), 사지 (limb)와 난황 (yolk sac)의 발생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자로 잘 알려진 물질이다 (Davenport 등, 2003). 배자의 다른 

부위에서 Tbx2와 Tbx3의 발현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Bmp들이 조절 신호전

달물질 (regulatory signals)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Yamada 등, 2000). 무엇

보다도 Tbx3는 Shh에 의해서 작동 (switched on)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Tumpel 등, 2002). 발생중인 척수동물의 많은 장기에서 Shh와 Bmp가 함께 발현되

는 현상 (coexpression)을 보면, Shh 과  BMP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Bitgood와 McMahon, 1995). 이러한 각각의 유전자들이 전사한 단백질은 같

거나 혹은 다른 조직층내의  인자들의 발현을 유도 혹은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형

태로 조절하는데, 각 장기에 따라서도 조절양상이 상이하다. Msx1, 전방구개의 간

엽조직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엽조직내에 Bmp4의 발현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호전달물질이다 (Zhang 등, 2002). 

Tbx3, Bmp4와 Shh가 이차구개의 발생과정중에서 서로간의 어떻게 신호를 전달

하는지 확인하고자 전기유전자도입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유전자를 과발현 

(over-expression)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Tbx-3을 과발현시키면, 전방과 후방부

위 구개모두에서 분명히 Bmp4와 Shh의 발현은 억제 (down-regulation)되었다 (Fig. 

8A-D).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차구개의 정상발생과정중에  Tbx3가  Bmp4와  

Shh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발현을 억제 (down regulation)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Tbx3는 구개판의 발생과정중에서 Bmp4와 Shh에 

의하여 다시 유도 (up-regulation)된다는 점이다. 전방구개부위에서, 중배엽성 인자

인 Tbx3는 간엽조직내에 위치하며 발현되는 Bmp4와 구개상피에 발현되는 Sh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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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상승조절 (up-regulation)된다 (Fig.  9A, Fig. 11A).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Bmp4와 Shh이 정상적인 이차구개의 발생과정중에 Tbx3의 발현을 조절 (switch on)

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Bmp4와 Shh는 서로 상호간에 조절

(coregulation)하였다. Bmp4가 과발현되면, Shh의 발현을 억제 (down regulation)하였

다. 한편, Shh가 과발현 (over-expression)되면, Bmp4가 억제 (down regulation)하였다 

(Fig. 9B, D,   Fig.11B). 

결론적으로, 이차구개의 발생과정중에 Bmp4와 Shh는 서로 억제 (down 

regulation)하며 이들 두 가지 신호전달물질은 Tbx3를 유도 (positive regulation)하였

다. Bmp4와 Shh는 전사인자 Tbx3에  의하여 억제(negative regulation)조절되었다 

(Fig. 15 E). 이차구개판 발생중의 Tbx3,Bmp4와 Shh의 발현양상에 의해 조절
되는 세포증식은 정상적인 이차구개발생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Shh가 구개판 간엽세포의 증식을 유도할 때,기존에 알려진
Bmp2외에도 Tbx3와 Bmp4가 세포증식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구

개상피에 위치하는 Shh는 구개 발생과정중에 핵심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간엽조

직내의 Fgf10이  Shh를 유도하여 세포증식을 일으키는 기전이 제안되었다 (Rice 

등, 2004). 또한  Shh이 Bmp2를 매개로 하여 구개판 간엽조직의 세포증식을 유도한

다고 제안되었다 (Zhang 등, 2002). 본 연구의 결과를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종합

하여 보면,  Tbx3와 Bmp4를 통하여도 세포증식이 일어나며, 특히 Msx1과  Shh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Bmp4의 역할 사이에서  Tbx3가 특이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구개상피의 구개상피의 구개상피의 구개상피의 재조합후 재조합후 재조합후 재조합후 구개판 구개판 구개판 구개판 간엽조직에서  간엽조직에서  간엽조직에서  간엽조직에서  Tbx3 와  와  와  와  Bmp4  발현의 발현의 발현의 발현의 회복 회복 회복 회복 

척수동물의 사지와 치아는 발육중인 중배엽으로부터의 일련의 신호전달이 상

부의 상피세포로 전달되면서 발생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상피가 두꺼워지게 된

다. 이와 같이 두꺼워진 상피는 신호를 다시 하부의 중배엽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런 과정을 통하여 성장와 패턴화 (patterning)가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

피-중배엽의 상호작용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이 이차구개발생과정을 

조절한다. 간엽조직에 위치한 Fgf10은 구개상피내에 위치한 Fgfr2를 통하여 구개

상피에서 Shh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시 하부의 간엽조직으로 

신호를 되돌려 보낸다. 이러한 신호전달망 (signaling network)이 구개의 크기와 형

태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어왔다 (Rice 등., 2004).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구

개판의 간엽조직은 세포의 증식을 유지하고, 상피에 위치한 상피세포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의 작용에 의하여 상피세포의 자연사 (apoptosis)가 일어난다고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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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yler와 Pratt, 1980; Miettinen 등, 1999). 또한 생체외 조직의 분리와 재조합 실험

에서, 중배엽 조직이 구강, 비강, 그리고 MEE측의 구개상피세포를 특성화시킨다

고 하였다 (Francis-West, 2003).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구개상피를 제거했을 때, Tbx3와  Bmp4의 발현양

상이 현저히 변화하였다. Tbx3는 배양된 구개조직의 전방과 후방 모두에서 관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상피내의 모종의 인자가 전방 구개판에서 Tbx3의 발현을 유도

하고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Bmp4  또한 상피를 제거하고 배양한 구개조직의 전방

구개에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는 반면에, 후방부위에서는 강하게 발현된다. 결국, 구

개상피가 전방구개부위에서 Bmp4 의 발현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방구

개부위에서는 정상 구개 발생과정 중에 구개상피에 의하여 Bmp4발현이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개상피를 재조합하면, 이렇게 변화한 Tbx3와 Bmp4의 발현양

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구개상피내에 존재하는 상피인자

로는 Shh와 Fgfr2가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상피인자 

(epithelial factor)가  중배엽내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키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이차구개의 발생과정중 융합과정뿐만 아니라, 구개판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상피-중배엽간의 상호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bx3는 구개판 

간엽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mp4와 Shh사이에서 중간 조

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Bmp4와 Shh사이의 직접 조절기전외에 

Tbx3를 경유하는 중간 조절기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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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diagram of Tbx3, Shh and Bmp4 gene expression pattern on

 the developing mouse secondary palate at E13.5 and E14.5. 

(A, B, C, D) Shh was expressed on the oral side of epithelium but not on the MEE 

 and Bmp4 was expressed diffusely in the mesenchyme before palatal fusion 

 (E13.5) but changed to be limited expression near the above Shh-expressed palatal 

 rugae after palatal fusion. But Tbx3 expression is diffusely detected in the entire 

region of mesenchyme of anterior palate. In the posterior region only Shh 

expression was detected. A schematic model for signalling cascades integrating 

Tbx3, Bmp4, Shh in the developing secondary palate at E13.5. 

(E). In this model, it is proposed that in the anterior palatal shelves, mesenchymally 

expressed Tbx3, which can be induced by Shh and Bmp4, is not required for palatal 

fusion process. And then mesenchymally expressed Tbx3 maintains to down-

regulation of Shh expression in the epithelium of palatal rugae and Shh in turn 

induces Bmp2 expression in the mesench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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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백서 배자의 이차 구개발생 과정 중 Tbx3, Bmp4와 Shh가 서로 간에  어떻게 작용

하며, 구개판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자 체외배

양법, 제자리부합법, 전기유전자도입법등을 이용하여  Tbx3, Bmp4와 Shh의 발현양

상을 관찰하였다. 

1. Tbx3, Bmp4와 Shh의 발현양상은 전방과 후방구개부위에서 확연하게 

   다르며,  Tbx3는  구개판의 융합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2. Tbx3와 Bmp4를 과발현시킨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의 분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Tbx3와 Bmp4는 구개판의 간엽세포증식과

   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차구개의 발생과정중에 Bmp4와 Shh는 서로 억제하며 이들 두 가지 신호

   전달물질은 Tbx3를 유도한다. Bmp4와 Shh는 전사인자 Tbx3에 의하여 억제

   조절된다. 또한  Anti-SHH 5E1을 이용하여 체외배양한 구개조직에서만  

   Shh 뿐만 아니라, Tbx3와  Bmp4의 발현까지 억제되었다. 

4. 구개상피를 제거한 경우, Tbx3와  Bmp4의 발현이 억제되며, 구개상피를 재

   조합한 경우, Tbx3와  Bmp4의 발현이 회복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상피(외배엽)-중배엽간의 상호작용이 이차구개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개상피에 위치한 Shh을 포함한 구개상피인자가  이차구개

발생과정중 구개판 형태와 크기결정을 위한 세포증식반응을 시작하는 핵심적인 

인자로 판단된다.  Shh이  구개판 간엽세포의 증식을 유도할 때, 기존에 알려진  Bmp2

외에도 Tbx3와 Bmp4가 세포증식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Tbx3는 Shh와  Msx1

을 매개하는 Bmp4와  Shh사이에서 반응을 조절하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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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bx3, Tbx3, Tbx3, Tbx3, Bmp4Bmp4Bmp4Bmp4    and and and and ShhShhShhShh    Expression Expression Expression Expression Pattern Pattern Pattern Pattern of of of of Palatogenesis Palatogenesis Palatogenesis Palatogenesis 

in in in in Mouse Mouse Mouse Mouse Embryo  Embryo  Embryo  Embryo  

Seong-Kyu Byun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ong-Kook Yi)

Craniofacial malformation is the most common birth defects that occur in 

humans. During the secondary palate development, two shelves elevated to a horizontal 

position above the tongue, then they completely fused in developing embryo. Many 

previous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the relationship among signalling molecules, 

which affect the epithelial mesenchymal interaction during the palatogenesi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expression pattern of the specific signalling molecules, Tbx3, 

Bmp4 and Shh demonstrating the signalling cascade of these genes and the differential 

expression pattern along the anterior-posterior axis of developing secondary palate. 

Furthermore, mutual interaction of these genes can explore to be considered as similar 

molecular network existing in other system such as limb bud and mammary gland. 

 1. Tbx3 thus controls genetic hierarchy involving Bmp and Shh signals that regulates 

the growth of the anterior region of palate during mammalian palatogenesis, which 

provide insights into the morphology and size determination of developing palate.  The 

definitive morphological differences are between anterior and posterior parts of the 

developing palate in mouse secondary palatogenesis. Tbx3 expression level was not 

related with palatal fusion process. 

2. Molecular network among Tbx3, Bmp4 and Shh, is significant for distinguished 

expression patterns at E13.5 and E14.5. Because these molecules are plays important 

roles in other related developing organs, such as limb and mammary gland. By 

electroporation method of individual genes, the effect of over-express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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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signalling cascade among Tbx3, Bmp4 and Shh. Interestingly, Tbx3 

expression level was up regulated by Bmp4 and Shh over-expression in palate. In 

anterior region, mesenchymal factor Tbx3 would be positively regulated by Bmp4 

expression in mesenchyme and Shh expression in epithelium. It suggests Bmp4 and Shh 

can switch on the expression of Tbx3 in palatal development. Tbx-3over-expression 

definitely down regulated the expression level of Bmp4 and Shh, in both anterior and 

posterior reg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bx3 is directly related with and down regulate 

Bmp4 and Shh in normal palatogenesis. Moreover, Bmp4 and Shh were co-regulated by each 

other. Shh expression was down regulated by over-expressed Bmp4. And then Bmp4 was 

down regulated by Shh over-expression. 

3. After removal of palatal epithelium from mesenchyme for understanding the 

epithelial function, which includes Shh signalling in developing palate, Tbx3 and Bmp4  

expression were not detected. But Tbx3 .and Bmp4 expression were rescued by recombining 

palatal epithelium from anterior palate.

Our results show that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s are essential to Tbx3 

signalling with Bmp4 and Shh expression. In conclusion, Bmp4 and Shh, down regulated 

each other and these signalling molecules positively regulated expression of Tbx3 in the 

secondary palate. Signalling molecules Bmp4 and Shh are negatively regulated by 

transcriptional factor.  Tbx3, Bmp4 and Shh are important signalling molecules during 

secondary palate development and related with cell proliferation in the palatal 

mesenchyme.  But the exact mechanims for determination of size and morphology of 

developing palate. and the specific roles of  Tbx3, Bmp4 and Shh were not revealed yet . 

More schematic and  sequential studies will be needed for searching the whole process 

of secondary palatal development and signalling network involving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 during palatogenesis.  

Key words : Palatogenesis, Shh, Bmp4, Tbx3, morphogenesis, signaling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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