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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eatmanishewhointhemidstofthecrowdcanperfectlykeepthe
independenceofsolitude.
익숙한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중학교 시절부터 나와 같이 한 낡은 사전 귀퉁
이에 적힌 글입니다.
문득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과 질책으로 이끌어 주
신 차 인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바쁘신 중에도 논문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 진 교수님과 박 광균 교수님,육 종인 교수님과 김 형준 교수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더불어 항상 나의 좋은 동료였던 김 남희 선생님과,애정과
이해로 저를 지켜봐 준 구강병리학교실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 주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부모님의 은
혜에 감사드립니다.든든한 나의 지지자 친구 영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그리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노력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유진이가 크면 그 ‘외로움’에 대해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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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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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론론론:::배양 세포를 이용하여 조직의 기능적 재생을 얻으려면,적절한 세포의 선택
과 충분한 배양 기간을 거쳐 재건된 조직을 결손부위로 이동시킬 운반체가 필요
한데,자가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배양하여 부유 형태로 이식하는 방법은 배양
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특별한 운반체 없이 간편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 배양하여 부유시킨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창상 치유
의 기전에 대한 invivo연구를 통해,배양하여 이식된 세포가 창상 결손부에서
생착하여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아니면 이식된 세포에 의해 정상 상피세포가
수혜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이주하도록 유도(induction)되는 것인지를 규명하고,또
한 배양세포의 이식을 통한 창상 치유 과정에서 싸이토카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실험 동물로는 8주된 20±2g의 암컷 누드마우스를 사용하였다.구강점
막 각화상피세포 이식의 실험에는 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과 구강점막 각화
상피세포를 이식한 이식군에 각각 15마리가 사용되었고,recombinanthumanIL-1
α(rhIL-1α)처리 실험에는 5일 대조군과 5일 rhIL-1α 실험군에 각각 3마리가 사
용되었다.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는 건강한 성인의 제 3대구치 발치 시 염증이
없는 부위의 치은을 채취하여 일차 배양하였다.세포 생존능 분석과 세포 주기 분
석을 통해 BrdU의 표지 간격을 정하고 이식 전에 배지에 첨가하여 구강점막 각화
상피세포에 BrdU를 표지하였다.누드마우스의 등에 1.5㎝×1.5㎝ 크기의 피부 전층
결손부를 형성한 후 수축 방지를 위해 봉합하여 고정하였다.배양 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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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cells/40㎕가 되게 부유하여 이식하였다.각각의 군은 술 후 3일,1주,2주째
에 희생시켜 결손부위에 대한 조직 생검을 실시하였다.광학 현미경 하에서 조직
학적 변화를 관찰하고 영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를 조사하였
다.이식군에 대해서는 anti-BrdU와 anti-cytokeratin(CK)AE1/3를 이용하여 이중
면역조직화학적 평가를 시행하였다.3일,1주,2주의 이식군과 대조군의 생검된 조
직으로 keratinocytegrowthfactor(KGF),interleukin-6(IL-6),interleukin1α(IL-1
α)에 대해서 westernblot분석을 시행하였고,싸이토카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 대신 rhIL-1α를 처리하여 조직학적 관찰 및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를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결결결과과과:::1.조직학적 소견 및 영상분석기를 이용한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보다 이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빠른 재상피화를 보였다
(p<0.05).이식군은 2주째에 창상부위의 완전한 재생을 보였으며 재생된 조직은
정상 피부 조직과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2.이식군에 대한 이중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anti-BrdU에 양성인 세포는 3일
이식군에서 창상변연부의 이행부위에는 존재하지 않고 창상변연부와 동떨어진 중
심부에서 관찰되었고,1주 및 2주 이식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3.Westernblot분석 결과,이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KGF,IL-6,IL-1α의 발현이
증가되었고,시기적으로 각각 다른 단계에서 발현을 보였다.
4.rhIL-1α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빠른 재상피화를 보였다.

결결결론론론:::이러한 결과로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이식에 의한 피부 재상피화
의 증진은 이식된 세포의 생착에 의한 것이 아니라,이식된 세포에 의해 정상 상
피세포가 수혜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이주하도록 유도(induction)되는 것이며,이러
한 창상 치유의 촉진에는 배양된 각화상피세포와 수혜부 결합조직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싸이토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 일차 배양 창상 치유 싸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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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조직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상적인 치료는 원래의 조
직으로 완전히 재생시키는 것이다.자가 재생이 실패할 경우 차선책으로 여러 가
지 외과적 재건술이나 의료 제재들이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외과적 재건술은 불
가피하게 공여부에 손상을 주게 되며,의료 제재들은 손상된 장기의 원래 기능을
완전히 재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1.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대체 치료법으로 조직공학과 연계된 재생의학의 개
념이 도입되게 되었다.조직 공학이란 인체의 기능을 회복,유지,증진시키기 위하
여 생명과학과 공학의 기본 개념과 기술을 통합 응용하여 인공 장기 및 이식 방
법의 개발을 연구하는 분야이다2.현재 거의 모든 포유동물의 장기와 조직들이
조직 공학적인 방법으로 응용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임상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가 상피세포를 배양하여 이식하는 방법은 1981년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
가 상피세포판(sheet)을 처음 사용한 이래로 많은 향상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3.
인공 피부에 있어서는 세포만을 이용하는 방법,세포외 기질만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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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세포외 기질을 혼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대체물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현재 상품화 단계에 이르렀다4,5.
구강점막을 조직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보다 최근에 이루어졌는데6,7,8,9,주
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와 구강점막 섬유아세포를 사용하거나 구강점막 각화상
피세포와 피부 섬유아세포를 이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복합 이식물이 개발되었다
10,11.그러나 이러한 복합 이식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
제점이 있다.
구강점막으로부터 상피세포판을 만들어 구강 내 큰 창상이나 피부의 치료에 사
용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드물게 보고 된 바 있으나12,13,진피의 간질 성분(matrix)
없이 상피 성분만을 사용하는 방법은 상피세포판이 부서지기 쉽고,창상 수축을
일으키며,또한 생착률이 일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11,13.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포를 부유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세포를 부
유시키는 방법은 상피세포판을 이식하는 방법보다 배양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특별한 운반체 없이도 간편하게 분열하는 상피세포를 능동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실험적으로 배양된 각화상피세포는 과증식된 상태로 나타나며,정상 상태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싸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15,16.또한,배양된 각화상피세
포로부터 분비되는 싸이토카인은 면역과 염증 반응,세포 성장,분화 조절 및 창상
치유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7,18,19.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 배양하여 부유시킨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누드 마우
스의 피부 결손부에 이식하여,배양하여 이식된 세포가 창상 결손부에서 생착되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인지,혹은 이식된 세포에 의해 정상 상피세포가 수혜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이주하도록 유도되는 것인지를 규명하고,배양 세포의 이식을 통
한 창상 치유 과정에서 싸이토카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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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가가가...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
생후 8주된 20±2g의 암컷 누드마우스(Balb/cSlc-nu,JapanSLC,Inc)를 사용하
였다.

(((111)))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 실실실험험험
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과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이식한 이식군에 각각
15마리가 사용되었으며 대조군은 3일 대조군,1주 대조군,2주 대조군,이식군은 3
일 이식군,1주 이식군,2주 이식군으로 각각 5마리씩 분류하였다.

(((222)))rrrhhhIIILLL---111αααα        처처처리리리 실실실험험험
어떠한 이식이나 싸이토카인 처리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과 rhIL-1α를 처리한
실험군에 각각 3마리가 사용되었으며,5일 후 희생시켜 대조군은 5일 대조군,실험
군은 5일 rhIL-1α 실험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나나나...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

(((111)))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구강점막 조직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한 환자 중 제
3대구치 발치 시에 제거되는 치은 조직을 환자 동의하에 채득하였다.구강점막
상피세포의 일차배양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행해졌다20.구강점막 조직을
phosphatebuffersaline(PBS)로 3회 이상 세척하고,1～2㎜ 크기로 잘라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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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ase-dispase(BoethringerMannheim,Germany)로 1시간 처리하였다.입체
현미경 하에서 상피와 결체조직을 조직 겸자로 분리한 후 상피는 0.25%
trypsin/ethylenediaminetetraceticacid(GIBCO BRL,U.S.A.)용액에 15분간 처리
하여 원심 분리하였다.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모아 Ca2+-supplemented0.15mM
keratinocytegrowthmedium(Clonetics,U.S.A.)이 든 collagen-coatedplate(IWA
KI,Japan)위에 분주하였다.배지는 3일마다 교환해 주며 70～80% 정도로 풍성하
게 자라면 냉동 보관 또는 계대 배양을 하였다.배지는 keratinocyte basal
medium(Clonetics,U.S.A.)-0.15mM Ca2+,7.5㎎/㎖ Bovinepituitaryextract,0.1㎍
/㎖ epidermalgrowthfactor(hEGF-B),5.0㎎/㎖ insulin,0.5㎎/㎖ hydrocortisone,
transferrin,epinephrine,50㎎/㎖ gentamicin,50㎍/㎖ amphotericin-B가 포함되도
록 하였다.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는 3passage일 때 누드마우스의 피부 창상에 이
식해 주었다.

(((222)))세세세포포포 생생생존존존능능능 분분분석석석

BromodeoxyUridine(BrdU)(Sigma,U.S.A.)는 thymidine으로 된 pyridine유사체
로,세포주기 중 합성기에 있는 세포의 DNA에 선택적으로 붙어 DNA 합성 중인
세포를 표지할 수 있다.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BrdU를 표지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세포의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yl-tetra
zolium bromide](Sigma,U.S.A.)분석을 통해 배가 시간(doublingtime)을 측정
하였다.30㎜ millicell(Millipore,U.S.A.)96wellplate에 200㎕당 3×103개의 구강
점막 각화상피세포를 분주하고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PBS로 씻어 주
었다.각 세포에 MTT 용액을 37̊C에서 3시간 처리한 후,배양액을 버리고
dimethylsulfoxide(DMSO)(Sigma,U.S.A.)로 녹인 다음,ELX800reader(Bio-
TekInstruments,Inc.,Winooski,VT)를 이용하여 570㎚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같은 방법으로 24,48,72,96시간에 MTT 검사를 시행하였다.24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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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흡광도가 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해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배가 시간
을 얻었다.

(((333)))세세세포포포 주주주기기기 분분분석석석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6wellplate에 1.5×105cells/well의 밀도로 37̊C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trypsin을 처리하고 PBS로 세척하여 coldethanol(70% v/v)
로 고정하였다.100µg/㎖ RNaseA와 50µg/㎖ propidium iodide(Sigma,U.S.A.)를
사용하여 배양한 다음,BecktonFACStarflow cytometer와 ModFitsoftware를
이용하여 세포 주기를 분석하였다.

(((444)))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의의의 BBBrrrdddUUU 표표표지지지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BrdU를 표지하기 위하여 50～60% 정도로 계대 배양하
였다.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PBS로 두 번 세척하고,누드마우스에 이식하기 3일
전과 1시간 전에 20μ㏖/ℓ BrdU를 배지에 첨가하였다.BrdU의 표지 간격은 배양
세포의 배가 시간과 세포 주기 분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222...방방방법법법

가가가...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

누드마우스에 KetamineHCl(한국유나이트,한국),Pentobarbitalsodium(유림,한
국),Flumoxefsodium(일동,한국)을 각각 25㎎씩 복강 내로 투여하였다.누드마우
스의 사지를 고정한 후,등 부위에 근막상방으로 1.5㎝×1.5㎝ 크기의 피부 전층 결
손부를 형성하고,창상 수축 방지를 위해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과 각 변의 중간지
점에 5/0Mersilk®(Johnson& JohnsonIntl,U.K.)를 이용하여 정상 피부와 결손
부 하방의 근육층을 봉합하여 고정하였다.이식군은 누드마우스의 피부 결손부에



-6-

배양 후 BrdU로 표지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1×105cells/40㎕의 농도로 균일
하게 처리하였고,대조군은 이식하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되도록 하였다.생검 후에
조직과 드레싱(dressing)의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 바세린을 바른 lensecleaning
tissue(Watman,U.K.)3장을 결손부에 얹고,결손부를 고정하기 위하여 Elatex®

(AlcareCo.,Japan)로 그 위를 감았다.대조군과 이식군은 각 군당 5마리씩 3일,1
주,2주에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다.

나나나...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관관관찰찰찰 및및및 재재재생생생된된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길길길이이이 측측측정정정

창상의 치유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이식한 날로부터 3일,1주,2주 후에 누드마우
스를 에테르를 사용하여 희생시킨 후,육안으로 관찰되는 실험 부위와 주변 정상
조직이 포함되도록 절개 생검을 하였다.생검한 조직은 이등분하여 반쪽은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고 파라핀에 포매한 후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반쪽은 westernblot분석에 사용하였다.4㎛ 두께로 연속 절편을 제작하
고 Hematoxylin& Eosin(H-E)으로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조직학적 구조와
상피의 분화를 관찰하였다.현미경과 CCD카메라로 연결된 컴퓨터에 조직 소견을
입력하고 Image-proplusprogram(Mediacybernetics,MD,U.S.A.)을 사용하여
입력된 상을 출력한 다음,창상변연부에서부터 새로 재생된 상피의 길이를 측정하
였다.각 표본의 연속된 5개의 슬라이드에 대해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값을 측정하
고,dBase에 입력하여 통계 분석하였다.통계학적 분석은 SAS(version6.4)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wayANOVA와 pairedt-test를 시행하였다(p＜0.05).

다다다...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

BrdU와 cytokeratin(CK)에 대한 이중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해 파라핀 절편을
xylene으로 처리한 후 알콜을 단계적인 농도로 처리하여 함수시키고,3% 과산화
수소용액에서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한 다음 PBS로 세척하였다.0.4% pepsin
으로 20분간 반응시키고,PBS로 세척하였다.2N HCl로 30분간 DNA를 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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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aturation)시킨 후,PBS로 세척하고 5:1로 희석한 염소 혈청(goatserum)으로
차단(blocking)하였다.일차적으로 anti-BrdU(Sigma,U.S.A.)로 12시간 이상 반응
시켰다.PBS로 세척한 후 avidin-biotin complex(Sigma,U.S.A.)를 반응시켜
3,3'-diamino-benzidine(DAB)(Vector,U.S.A.)로 발색한 후,다시 염소 혈청으로
차단하고 pan-cytokeratinmarker인 monoclonalmouseanti-humancytokeratin,
clonesAE1/AE3(anti-CK AE1/3)(Dako,U.S.A.)로 2시간 반응시켰다.다시 PBS
로 세척하고 avidin-biotin complex를 반응시켜서,3-amino-9-ethylcarbazole
(AEC)(Vector,U.S.A.)로 발색하였다.Mayer's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음성 대조군으로 일차 항체 대신 PBS를 사용하여
반응시킨 조직을 사용하였다.

라라라...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분분분석석석

싸이토카인과 성장인자(KGF,IL-1α과 IL-6)의 발현은 westernblot을 통해 분석
하였다.이식한 지 3일,1주일,2주일 후에 대조군과 이식군에서 RIPA buffer
(RocheAppliedScience,Indianapolis,IN)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각각 추출하였다.
각각의 단백질 중 15µg을 10% SDSpolyacrylamidegel로 전기 영동한 다음,전
기 영동한 gel을 nitrocellulose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5% drymilk와 0.1%
tween-20이 포함된 PBS로 membrane을 차단하고 monoclonalanti-KGF(Santa
CruzBiotechnology),anti-IL-1α(SantaCruzBiotechnology)와 anti-IL-6(Santa
CruzBiotechnology)를 각각 반응시켰다.세척 후 1:2000으로 희석된 anti-mouse-
horseradishperoxidaseconjugated-이차 항체와 반응시켰다.세척한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detection kit(Amersham Life Science, Arlington
Heights,IL,U.S.A.)를 사용하여 X-ray필름에 감광하고 현상하였다.결과는 영상
분석기(Densiometry TINA 2.0,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고,정량한 결과는
ß-actin의 단백질 발현 값으로 교정하였다.

마마마...rrrhhhIIILLL---111αααα        처처처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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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토카인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이식하는 대신
에 rhIL-1α(R&D,U.S.A.)를 사용하였다.이전의 방법과 같이 누드마우스의 등에
1.5㎝×1.5㎝ 크기의 피부 창상을 만들고 봉합하여 고정하였다.대조군에는 이식이
나 싸이토카인 처리를 시행하지 않았고,rhIL-1α 실험군에는 10ng/㎖의 rhIL-1α
를 피부 결손부에 도포하여 처리하였다.rhIL-1α를 처리한 지 5일 후에 희생시켜
조직학적 관찰 및 재생된 상피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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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배배배양양양된된된 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의의의 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가가가...배배배가가가 시시시간간간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가 배로 증가하는 데에는 25시간이 걸렸다(그림
1).

나나나...세세세포포포 주주주기기기 분분분석석석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20%가 세포 주기 중 증식기(Sphase)에 있었다
(그림 2).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BrdU를 첨가하여 배양하고 배가 시간 즉,25
시간 후에 anti-BrdU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였을 때,모든 세포가
anti-BrdU에 대해 양성으로 나타났다(그림 3).이를 이용하여 이식 후에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분포를 anti-BrdU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22...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및및및 재재재생생생된된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길길길이이이 측측측정정정

가가가...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1)3일 대조군
3일 대조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 재생이 미약하게 일어났으며,
창상중심부는 급성 염증반응을 보였다(그림 4A).

(2)1주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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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대조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가 재생이 미약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창상중심부는 급만성 염증반응과 육아조직 형성을 보였다(그림 4B).

(3)2주 대조군
2주 대조군은 부분적인 상피의 재생과 육아조직 형성을 보였다(그림 4C와 4D).

나나나...이이이식식식군군군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1)3일 이식군
3일 이식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가 활발히 재생되고 있는 소견
이 관찰되었으며 창상중심부는 급성 염증반응을 보였다.재생된 상피의 기저세포
층은 책상 배열을 이루고 기저세포는 극성을 띄고 있었다.극세포층이 생겨나고
있었으나,reteridge는 관찰되지 않았다.재생되고 있는 상피의 일부에선 드문드
문 세포 군집이 분산되어 관찰되었다(그림 5A).

(2)1주 이식군

1주 이식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가 활발히 재생되고 있는 소견
이 관찰되었으며,만성 염증반응과 육아조직 형성을 보였다.일부에서는 상피의 두
께는 얇으나 결손부위 전체에 상피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그림 5B).

(3)2주 이식군

2주 이식군은 모두 완전한 상피의 재생을 보였다.재생된 상피는 정상 피부 상피
와 같은 기저세포의 극성과 상피세포로의 분화를 보였으며,대부분 완전 각화 소
견을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부전 각화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결합조직은 섬유화가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그림 5C와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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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재재재생생생된된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길길길이이이 측측측정정정

H-E로 염색한 조직에서 창상변연부에서 새로 재생된 상피층까지의 길이를 영상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3일 대조군,1주 대조군,2주 대조군에서 재생
된 상피층의 길이는 각각 평균 0.73㎜(9.7%),1.88㎜(25.1%),2.99㎜(39.9%)였고,3
일 이식군,1주 이식군,2주 이식군에서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는 각각 평균 3.76㎜
(50.1%),6.64㎜(88.5%),7.5㎜(100%)였다.같은 시간에 대조군에 비해 이식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피의 빠른 재생을 보였다(p<0.05)(그림 6).

333...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가가가...333일일일 이이이식식식군군군

3일 이식군에서 anti-CK AE1/3는 기저 세포와 기저상층 세포를 제외한 모든 상
피층에서 발현되었고,창상변연부의 이행부위에 anti-CK AE1/3에 양성인 상피층
이 두껍게 관찰되었으나,BrdU에 양성인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7A).창상
변연부와 떨어진 중심부에 anti-CK AE1/3에 양성인 상피층이 관찰되었으며,핵이
anti-BrdU에 양성이면서 세포질이 anti-CK AE1/3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발
견되었다(그림 7B).

나나나...111주주주 이이이식식식군군군

1주 이식군은 창상변연부와 재생되는 상피층이 모두 anti-CK AE1/3에 양성을
보였으나,anti-BrdU에 양성인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7C).

다다다...222주주주 이이이식식식군군군

2주 이식군은 창상중심부를 포함한 전체 상피층이 anti-CK AE1/3에 양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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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anti-BrdU에 양성인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7D).

444...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분분분석석석

가가가...KKKGGGFFF

이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westernblot상에서 KGF발현이 약 1.5배 증가되었다.
KGF의 발현은 2주째에 최고치를 보였다(그림 8A).

나나나...IIILLL---666

이식군에서 IL-6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1주 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그림 8B).

다다다...IIILLL---111αααα

이식군에서 IL-1α는 3일째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3일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였
다(그림 8C).

555...rrrhhhIIILLL---111αααα의의의 처처처리리리

가가가...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IL-1α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 빠른 재상피화를 보였다(그림 9A와 9B).

나나나...재재재생생생된된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길길길이이이 측측측정정정

5일 대조군과 5일 IL-1α 처치군의 재생된 상피의 길이는 각각 1.17㎜와 2.29㎜였
다.같은 시간 동안 대조군에 비해 IL-1α 처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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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재생을 보였다(p<0.05)(그림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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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구강악안면 부위의 외과적 결손부 회복이나 치아 상실에 따른 구강조직의 자연
적인 결손부 재생을 위한 조직공학적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
이 시도되고 있다.
배양된 세포를 생체 공여부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다양한데,최근에는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삼차원적으로 재건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21.그러나,이러한
방법은 물리적인 성질이 부족해서 복합 이식물(composite)이 말리거나,조작의 어
렵고,이식물이 수축하는 등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상피세포를 부유하는 방법은 상피세포판을 만들거나 삼차원적인 배양을 하는 방
법보다 구조적 재건을 하지 않고도 단순하고 빠르게 세포를 배양할 수 있고,배양
된 세포를 간단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 조작이 쉽고 제작에 드는 시간이 짧은 장
점이 있다.Horch는 피부 각화상피세포를 피브린글루(fibrin-glue)와 함께 부유시
키는 방법으로 누드마우스 피부 결손부에 이식하여 피부상피를 성공적으로 재건
하였고,상피세포판 이식물을 사용하여 이식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재상피화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일차 배양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누드마우스의 피부 창상에
부유시켜,피부상피로 재상피화가 유도되면서 창상 치유가 촉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는 상피하방 결체 조직의 재건 없이 구강점막 상피세포만을 이식하여
피부 결손부에 이식해 주었기 때문에 정상 피부 상피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상피세포를 부유하는 방법은 조작이 쉽고 제작이 간단할
뿐 아니라,기능적인 재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ackenzie는 상피의 분화(differentiation)와 상피 특성(epithelialspecificity)의 유
지는 직접적으로 하방 간엽조직(underlyingmesenchymaltissue)에 의해 좌우된다
는 상피간엽조직 상호작용(epitheliomesenchymalinteraction)을 주장하였다22,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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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상피하방 결체 조직의 재건 없이 상피만을 이식하여 정상
상피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6.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이식한 이식군에서 창상
치유가 촉진됨을 알 수 있었다.조직학적 관찰 및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3일 대조군과 1주 대조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로 각각 9.7%와 25.1%의
상피 재생을 보였다.2주 대조군은 39.9%의 재상피화를 보였다.반면 3일 이식군
은 50.1%의 상피 재생을 보였고,1주 이식군의 일부와 2주 이식군 전체에서는 완
전한 상피의 재생을 보였다.이식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상
피세포의 빠른 재생을 보였다.따라서 배양하여 이식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가
피부 결손부의 창상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Lauer는 구강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혀의 운동성이 제한된 환자에서 배양된 자
가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이용하여 혀의 운동성을 회복한 경우를 보고하면서,
이식 전에 배양세포에 BrdU를 표지하고 이식한 지 16일째 이식부위에 대해 생검
을 실시하고,생검된 조직에 대하여 anti-BrdU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을 때,새로 형성된 점막상피에 배양세포가 융합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배양세포의 분포는 시기별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누
드마우스의 피부 창상에 이식한 후에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분포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식 전에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BrdU를 표지하고 3일,1주,2주 후 이
식군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3일 이식군에서는 BrdU에 양성인
세포가 관찰되었으나,1주 이식군과 2주 이식군에서는 BrdU에 양성인 세포는 관
찰되지 않았다.이는 이식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가 1주 이전에 세포 사멸
(apoptosis)과정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일 이식군에서 BrdU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는 창상변연부의 이행부위에는 관찰되지 않고,창상변연부와 동떨어진
중심부에서 관찰되었다.조직학적으로도 이행부위에는 상피층이 새로 두껍게 재생
되었고 창상변연부와 동떨어진 중심부에는 드문드문 흩어져 분포하는 상피군집들
만이 관찰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의해 피부
창상 치유가 촉진된 것은 이식된 배양 세포의 생착에 의한 치유가 아니라 이식된
세포는 사멸되면서 수혜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정상 상피세포가 이주한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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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정상 피부는 기저층에서 생성되는 각화상피세포의 수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포 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실험적으로 배양된 각화상피세포는 과증식
된 형태로 나타난다.Gottlieb와 Kupper는 창상 치유과정에서 손상받은 각화상피
세포나 실험적으로 배양된 각화상피세포는 정상 상태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싸이
토카인을 분비한다고 하였고,활성화된 각화상피세포(activatedkeratinocyte)로 표
현하였다15,16.
활성화된 각화상피세포는 IL-1α,IL-6나 TGF-α와 같은 싸이토카인과 성장인자
들을 분비한다.IL-1과 IL-6는 급성 염증 단계에서 중요한 매개자로,세균 감염이
나 바이러스 감염,자외선 조사에 의한 손상,화상이나 외과적 수술 후에 손상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IL-1은 생체 내에서 자가분비
(autocrine)방식을 통해 각화상피세포를 활성화시키며,KGF는 섬유아세포 성장인
자 집단(fibroblastgrowthfactorfamily)의 한 성분으로 인체 상피세포에 있어서
mitogen으로 작용한다17.
Maas-Szabowski는 organotypic coculture를 시행하였을 때,각화상피세포가
IL-1신호체계를 통해 공동 배양(coculture)되고 있는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섬유아세포는 KGF를 분비하여 각화상피세포의 성장을 활성화하는 이중 파라크라
인 경로(doubleparacrinepathway)에 의해 상피세포의 성장이 조절된다고 하였다
24,25.같은 원리로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의해 창상 치유가 촉진되는 것
은 각화상피세포와 피부 결손부 섬유아세포에서 싸이토카인 분비가 증가되어 나
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식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의해 피부 창상 치유가 촉진되는 기전은 싸이
토카인의 생산을 통한 것이란 가설 아래,3일,1주,2주 이식군과 대조군에 대해
각각 KGF,IL-6,IL-1α의 발현을 westernblo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KGF,IL-6,IL-1α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식군에서 증가되었다.이식군에서
IL-1α,IL-6,KGF는 3일과 1주,2주에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하여 창상 치유의 과
정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발현되었다.
한편,창상의 재상피화에 있어서 싸이토카인의 역할은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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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대신 누드마우스의 피부 창상에 rhIL-1α를 처리하여,rhIL-1α 처리군이 대
조군에 비해 상피의 빠른 재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검증되었다.이상의
결과에서,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이식으로 인해 분비가 촉진된 싸이토카인이
창상의 재상피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로써 배
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에 의해 피부 창상 치유가 촉진되는 것은 증가된 싸
이토카인에 의해 수혜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정상 상피세포가 이주하도록 유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차 배양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상피간엽조직 상호작용에 따라 구강점막
의 재건뿐 아니라 다른 부위의 점막이나 인공피부로 간편하게 기능적인 재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세포를 부유하는 방법은 중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할 창상부위의 제
한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세포를 부유시켜 수혜부로 이동시킬 적절한 매개체
(carrier)가 개발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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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BrdU로 표지하고 누드마우
스의 피부 창상에 부유하여 이식한 후,술후 조직 생검을 실시하고 광학 현미경
검사를 통한 형태학적 특성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한 생물학적 특성 및
westernblot분석을 통한 싸이토카인 발현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조직학적 소견 및 영상분석기를 이용한 재생된 상피층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보다 이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빠른 재상피화를 보였다(p<0.05).이식
군은 2주째에 창상부위의 완전한 재생을 보였으며 재생된 조직은 정상 피부 조직
과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2.이식군에 대한 이중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anti-BrdU에 양성인 세포는 3일
이식군에서 창상변연부의 이행부위에는 존재하지 않고 창상변연부와 동떨어진 중
심부에서 관찰되었고,1주 및 2주 이식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3.Westernblot분석 결과,이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KGF,IL-6,IL-1α의 발현이
증가되었고,시기적으로 각각 다른 단계에서 발현을 보였다.

4.rhIL-1α 처리 군은 대조군에 비해 빠른 재상피화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이식에 의한 피부 재상피
화의 증진은 이식된 세포의 생착에 의한 것이 아니라,이식된 세포에 의해 정상
상피세포가 수혜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이주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며,이러한 창상
치유의 촉진에는 배양된 각화상피세포와 수혜부 결합조직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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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싸이토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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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nnnddduuuccctttiiiooonnnooofffRRReee---eeepppiiittthhheeellliiiaaallliiizzzaaatttooonnniiinnnSSSkkkiiinnn
WWWooouuunnndddbbbyyyCCCuuullltttuuurrreeedddOOOrrraaalllMMMuuucccooosssaaalll

KKKeeerrraaatttiiinnnooocccyyyttteeesss

HYUN SILKIM

DepartmentofDentalScience,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InHoCha,DDS,PhD )

Theaim 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woundhealingeffectofprimary
culturedoralmucosalkeratinocytesandtoassesstheirrolesinskinwounds.
Primaryculturedandsuspendedoralmucosalkeratinocytes,labeledwith
BromodeoxyUridine(BrdU),werescatteredonto1.5㎝×1.5㎝ sizedfullthickness
skindefectsoftheadultfemalenudemiceinthegraftgroup(N=15),andno
graftswereplacedinthecontrolgroup(N=15).Theyweresacrificedat3days,
1weekand2weeksaftertreatment.Histologicalexaminationofeachwound
wasperformedtoreview thehealingprogressbymeasuringthelengthfrom
thewoundmargintotheregeneratingepithelialfront.Thefateofkeratinocytes
wasassessedbydoubleimmunohistochemicalstainingwithanti-BrdU and
anti-cytokeratinAE1/3inthegraftgroups.Thewoundwascompletely
coveredwithregeneratingepitheliain2weeksinthegraftgroup,butwas
partiallycoveredwithregeneratingepitheliainthecontrolgroup.The
immunohistochemicalstudiesrevealedthatmostofregeneratingepithelialcells
wasinducedfrom marginalepithelium ofthemargin,notfrom thesc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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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tinocytes.Expressionofinterleukin-1α(IL-1α),interleukin-6(IL-6),keratino
cytegrowthfactor(KGF)weredeterminedforbothgraftandcontrolgroupsby
westernblotanalysisrespectively,whichdemonstratedthatoralmucosal
keratinocyteunderwentastagedresponsetowoundingbyproductionofpro-
inflammatorycytokines(IL-1α,IL-6)andgrowthfactors(KGF).Toverifythe
effectofthecytokine,humanrecombinantIL-1α(rhIL-1α)wastreatedinstead
of oralmucosalkeratinocyte transplantation.The IL-1α treatment group
showedfasterre-epithelialization than controlgroups.Wecouldsuccessfully
confirm thatthegraftofprimaryculturedoralmucosalkeratinocytespromotes
theregenerationofskindefects.Themechanism ofwoundhealingbyprimary
cultured oralmucosalkeratinocytes is considered to be induced by the
accelerationofcytokineexpressionrequiredforre-epithelialization.

Key Words:Oralmucosalkeratinocyte,Primary culture,Wound healing,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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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의의의 배배배가가가 시시시간간간...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배가 시간은 25시간이었다.

그그그림림림 222...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의의의 유유유세세세포포포 분분분석석석(((ffflllooowww cccyyytttooommmeeetttrrryyy)))...배양된 구강
점막 각화상피세포의 약 20%가 세포 주기 중 Sphase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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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의의의 BBBrrrdddUUU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 소소소견견견...구강점막 각
화상피세포에 BrdU를 첨가하여 배양하고 배가 시간(25시간)후에 BrdU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을 때,모든 세포가 양성으로 나타났다.이를 이용하
여 이식 후에 배양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의 분포를 anti-BrdU를 이용하여 확
인하였다(BrdU 면역조직화학 염색,DAB발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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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A)3일 대조군의 조직학적 소견.3일 대조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 재생이 미약하게 일어났으며 창상중심부는
급성 염증반응을 보였다.(B)1주 대조군의 조직학적 소견.1주 대조군은 부분적인
상피의 재생과 육아조직 형성을 보였다.(C)2주 대조군의 조직학적 소견.2주 대
조군은 부분적인 상피의 재생과 육아조직 형성을 보였다.(D)2주 대조군의 창상
중심부.그림 4C의 네모상자를 확대한 사진.2주 대조군의 창상중심부에서는 상피
의 재생이 관찰되지 않았다(H-E,A:×100,B,D:×40,C:×10;scalebar;A:150
㎛,B,D:0.5㎜,연두색 화살표:창상변연,주황색 화살표:재생되는 상피의 최전방
부).

그그그림림림 555...이이이식식식군군군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A)3일 이식군의 조직학적 소견.3일 이식군은
창상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가 활발히 재생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으
며 창상중심부는 급성 염증반응을 보였다.재생된 상피의 기저세포층은 책상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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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기저세포는 극성을 띄고 있었다.극세포층이 생겨나고 있었으나,rete
ridge는 관찰되지 않았다.(B)1주 이식군의 조직학적 소견.1주 이식군은 창상변
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상피가 활발히 재생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C)2
주 이식군의 조직학적 소견.2주 이식군은 완전한 상피의 재생을 보였다.재생된
상피는 정상 피부 상피와 같은 기저세포의 극성과 상피세포로의 분화를 보였으며,
대부분 완전 각화 소견을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부전 각화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결합조직은 섬유화가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D)2주 이식군의 창상중심부.그
림 5C의 네모상자를 확대한 사진.2주 이식군의 창상중심부에서는 상피의 재생이
관찰되었다(H-E,A,B,D:×40,C:×10;scalebar;A,B,D:0.5㎜,연두색 화살
표:창상변연,주황색 화살표:재생되는 상피의 최전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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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재재재생생생된된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길길길이이이 측측측정정정...영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재생된 상피의 길이를
측정하였을 때,이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피의 빠른 재생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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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이이이식식식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중중중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 소소소견견견...(A)3일 이식군의 창상변
연부.3일 이식군의 창상변연부는 anti-CK AE1/3(+)/anti-BrdU(-)였다.Anti-CK
AE1/3는 기저 세포와 기저상층세포를 제외한 모든 상피층에서 발현되었고 창상변
연부에서 재생되는 상피로의 이행부위는 상피층이 두꺼워져 있었고,anti-BrdU에
양성인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B)3일 이식군의 창상중심부.3일 이식군의 창상
중심부는 anti-CK AE1/3(+)/anti-BrdU(+)였다.Anti-CK AE1/3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군집이 드문드문 분산되어 발견되었는데,이들 세포의 세포질은 anit-CK
AE1/3에 양성을 보이고,핵은 anti-BrdU에 양성이었다.(C)1주 이식군,(D)2주
이식군.1주 이식군,2주 이식군의 재생되는 상피는 각각 anti-CK AE1/3(+)/anti-
BrdU(-)였다.BrdU로 표시하여 이식한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는 1주와 2주에는
관찰되지 않았다(anti-BrdU와 anti-CK AE1/3에 대한 이중 면역조직화학 염색,
DAB& AEC발색,A:×100,B:×200,C,D:×10,연두색 화살표:창상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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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구구구강강강점점점막막막 각각각화화화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 후후후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KKKGGGFFF,,,IIILLL---666,,,IIILLL---111αααα의의의
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분분분석석석...이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westernblot상에서 증가된 KGF,
IL-6,IL-1α의 발현을 보였다.이식군에서 IL-1α는 3일째에,IL-6는 1주째에,KGF
는 2주째에 증가된 양상을 보여,시기적으로 각각 다른 단계에서 싸이토카인의 발
현을 보였다.정량한 결과는 ß-actin의 단백질 발현 값으로 교정하였다.(A)KGF
(B)IL-6(C)IL-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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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 rrrhhhIIILLL---111αααα를를를 처처처리리리한한한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및및및 재재재생생생된된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길길길이이이
측측측정정정...싸이토카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구강점막 각화상피세포를 이식하는 대
신,누드마우스의 피부 창상부위에 10ng/㎖의 rhIL-1α을 처리하였다.rhIL-1α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 빠른 재상피화를 보였다.(A)5일 대조군 (B)5일 rh
IL-1α 실험군(H-E,×40;scalebar,0.1㎜,연두색 화살표:창상변연,주황색 화살
표:재생되는 상피의 최전방부)(C)재생된 상피의 길이 측정.5일 대조군과 5일
rhIL-1α 실험군의 재생된 상피의 길이는 각각 1.17㎜와 2.29㎜였다.대조군에 비
해 rhIL-1α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피의 빠른 재생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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