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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kopf(Dkk)-1 는 Dkk family 중 하나로 강력한 Wnt 길항 작용을 하여 전-

후방 axial patterning, 눈, 사지 혹은 체절 등의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와 얼굴을 포함하는 두부의 발생에서도 Dkk-1 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에 관하여는 아직 덜 알려져 

있다.  

Dkk-1 및 Wnt 가 조절하는 상피-간엽 전이(Epitheial-Mesenchymal 

Transition) 과정은 상피의 E-cadherin 발현 감소에 의한 세포 사이 결합력 

약화와 이에 따른 세포의 상피 특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전이 과정은 

상처의 치유, 암의 전이 과정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발생 과정, 특히 상피가 

없어지면서 패터닝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필수적이다. 얼굴 형태에 중요하고 

인간에게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인 구순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입술의 발생 

과정에서도 이 기전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얼굴 발생 초기 내측 비돌기와 

상악 돌기가 서로 맞붙고 중간에 개재된 상피가 없어지면서 입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순열 형성의 가능한 기전으로 상피-간엽 전이 기전의 실패와 



x 

이에 작용할 수 있는 Dkk-1 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닭 배아 모델에서 융합 직전의 전비돌기(frontonasal process) 표피 하부에 

매식된 Dkk-1 단백질은 부분적인 구순열을 초래하였으며 상피층의 소실 지연과 

관련되었다. 또 Bone morphogenetic protein 의 발현 패턴 차이와 함께 상피-

간엽 전이에 필수적인 E-cadherin 과 Snail 의 발현 변화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닭 입술 형성 과정에서 얼굴 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의 소실 

과정에는 상피-간엽 전이 현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Wnt 길항제인 Dkk-1 의 

조절이 중간 개재 상피의 운명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상피-간엽 전이 현상과 인간 구순열 발생의 연관성 및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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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도 교 수 : 이  충  국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최  용  석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인간의 얼굴발생에 있어 태생 7 주경 내측 코 용기와 상악 융기가 서로 맞붙어서 

융합하게 되어 윗입술을 형성하게 된다. 입술 파열은 상악 융기와 내측 코용기의 

융합이 편측 또는 양측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실패해서 생긴다. 이러한 

입술파열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서는 TGF , TGF 

2 & 3, MSX1, B-cell lymphoma 3 (Bcl3), FGFR1, and the retinoic acid 

receptor alpha (RARA)등의 유전 인자 결함이 있고 (Vieira and Orioli, 2001; 

Murray and Schutte, 2004) 환경적 인자로서는 phenobarbital, 

diphenylhydantoin 등의 항경련제 과 사용등이 있다. 입술 파열은 상악 융기와 

내측 코융기의 융합이 실패하여 나타나는데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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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 세포(epithelial cell)가 간엽세포(mesenchymal cell)의 성질을 획득하는 

현상을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EMT)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EMT현상은 발생 과정이나 상처의 치유, 암의 전이 등의 과정에서 관찰된다. EMT 

현상은 몇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발현되는데, 먼저 EMT 를 위한 세포내 신호 전달 

기작의 세포외 자극이 발생한 후 EMT 를 위한 세포내 신호 전달 기작이 활성화 

된다.  EMT 신호 전달 기작의 활성화를 통한 세포의  phenotype 변화 및 

형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cell contact inhibition 의 소실 및  cytoskeleton 

배열의 변화가 생긴 후 간엽세포형태를 나타낸다. 

EMT 과정에서 감소하는 E-cadherin 은 상피세포의 유지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는데 이러한 E-cadherin 의 발현 감소가 상피세포의 

전형적인 epithelial phenotype 을 소실되게 하고 결합 조직으로의 전이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cadherin 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신호 전달 

기작으로는 Wnt 단백질과 관련된 신호 전달 기작이 있다.  Wnt 단백질은 인간의 

oncoprotein 으로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세포의 사멸과 증식, 극성(polarity), 이주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nt 단백질이 LRP5/6 수용체에 결합하면 β-catenin 이 핵내로 들어가 Axin2 와 

Snail1 을 증가시켜 E-cadherin 의 발현을 줄이고 결국 상피-간엽 

전이(Epitheial-Mesenchymal Transition)현상을 일으킨다 ( Yook et al., 2006).  

Wnt 단백질과 관련된 신호 전달 기작의 길항제로써 FRPs, Dickkopf(Dkk)등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Dkk 는 Wnt 단백질이 관여하는 안구의 발생, 사지의 

발생, 전후 축의 발생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Dkk-1 는 Dkk family 중에서 강력한 Wnt 길항제이며 안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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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면 발생과 관련하여 Dkk-1 의 molecular 

mechanism 은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Dkk-1 이 Wnt 

signaling 과 관련하여 안면 발생, 특히 닭 배아의 입술 발생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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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 I. I. I. 실험실험실험실험    방법방법방법방법    및및및및    재료재료재료재료    

 

 

1. 1. 1. 1. 닭의닭의닭의닭의    배아배아배아배아    

 

수정된 White-Leghorn chick eggs (Yang-sung Animal Co., Yong-in, 

Korea)를  Hamburger and Hamilton (H-H) stages (Hamburger and Hamilton, 

1951)에 맞추어  알맞게 배양하였다. 

배양된 배자가 H-H stage 24, 26, 27, 28 에 도달하면, 배아의 머리를 자르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4% paraformaldehyde (PFA)를 녹인 

용액으로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Histological sectioning 과 

staining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wax  embedding을 하였다. 

 ; 시편을 PBS 에 rinse 후 , graded ethanol series 와 xylene 으로 탈수시키고 

paraffin (56°C melting point)에 embedding 한 후 얼굴의 단면을 serial 

cross sections (5 ㎛ thick) 하여 paraffin 제거 후 hematoxylin 과 eosin 

(H&E)으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2.2.2.2.    닭닭닭닭    배아에배아에배아에배아에    비드비드비드비드    매식매식매식매식    
 

Affi-Gel blue agarose beads (100~ 200 meshes, 150 ㎛ diameter, Bio-Rad, 

Hercules, USA)를 PBS에 3번 washing 한 후 단백질인 TAT-Dkk-1 proteins 

(100ng/㎕ diluted in PBS) 에 적셔 상온에서 20 분 동안 처리하였다. E-col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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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비 단백질인 Dickkopf-1 을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단백질은 whole 

cell lysate from A549를 통하여 Dickkopf-1임을 확인하였다. (Fig. 2) 대조군은 

PBS 와 LiCl를 사용하였다. 

H-H stage 25 embryo에 Dkk-1 , PBS또는 LiCl를 적신 bead를 frontonasal 

mass 의 globular process 부분 subepithelial mesenchyme 에 implantation 하고 

38℃ incubator 에서 알맞은 stage 까지 배양하여 4% PFA 에 Fixation 하고 

microscopic analysis 를 수행하였다. 

 

 

3333. . . . 형태적형태적형태적형태적,,,,    골격적골격적골격적골격적    변화에변화에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표현형표현형표현형표현형 ( ( ( (Phenotypic analysis of skeletal Phenotypic analysis of skeletal Phenotypic analysis of skeletal Phenotypic analysis of skeletal 

and morphological changesand morphological changesand morphological changesand morphological changes))))    

    

Bead Implantion 후 H-H stage 38 까지 배양한 embryo 의 외형 변화 관찰 후 

skeletal staining solutions 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피부와 눈을 제거하고 100% 

ethanol과 100% acetone에서 각각 4일 동안 fixation 후 증류수에 rins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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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ead implantation in H-H stage 25 embryo (Dkk-1, PBS, LiCl 

beads were implanted into the subepithelial mesenchyme of the frontal mass) 

 

 

 

 

 

 

 

Figure 2. Whole cell lysate from A549 

    

BeadBeadBeadBead    

antiantiantianti----EEEE----cadherincadherincadherincadherin    

antiantiantianti----TubulinTubulinTubulinTubulin    

----                    ++++    

DKKDKKDKKD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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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와 연골의 염색을 위해 embryo 를 10 일 동안 Alizarin Red/ Alcian Blue 

solution (1 volume of 0.3% Alcian Blue 8 GX in 70% ethanol, 1 volume of 

0.1% Alizarin Red S in 95% ethanol, 1 volume of acetic acid, and 17 volume of 

PBS )에 처리하였다(Plant et al., 2000).  

H-H stage 26, 27과 28의 embryo는 외형변화 관찰 후 microscopic analysis 

또는 SEM analysis를 통해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444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Dkk-1 또는 PBS 를 적신 bead 를 implantation 한 embryo 를 2.5% 

glutaraldehyde / 0.1 M sodium cacodylate 에서 4°C, 12 시간 방치한 후 1% 

osmium tetroxide/0.1M sodium cacodylate 에 postfixation   graded ethanol 

series 로 탈수시켰다. 조직이 잘 건조된 후 Polaron E5100 sputter coater 를 

이용하여 Touisimis (Samdri-790)와 gold 를 코팅하였다. 조직은 JEOL JSM-

35C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5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5555. BrdU assay. BrdU assay. BrdU assay. BrdU assay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세포세포세포세포    증식증식증식증식    분석분석분석분석    

    

H-H stage 27 의 embryo 에 PBS 로 희석한 5 ㎎/㎖ BrdU (5-Bromo-2’-

deoxyuridine; Sigma, USA) 100 ㎕를 분주 후 37℃에서 2 시간 동안 배양하고, 



8 

4% paraformaldehyde 에 fixation 하였다. Wax 처리 후 5 ㎛ 두께로 

section 하였다. Sectioned embryo 는 dewaxing 처리하여 3% hydrogen 

peroxide in methanol 에 상온에서 10 분간 blocking 후 5% horse serum in 

PBS 에서 10 분간 처리하고, anti-BrdU (1:100; Becton-Dickinson, Franklin 

Lakes USA) 처리 후 4℃에서 하룻동안 방치하였다. Biotinylated anti-mouse IgG 

(1:100;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를 처리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HRP-conjugated streptavidin (1:200;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을 상온에서 30 분간 처리하였다. Final detection 에는 

DAB (3,3’–diaminobenzidine)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 (Veenman et al., 1992)를 사용하였다. 절편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및 사진 촬영하였다. 

 

 

6666. . . . 예정된예정된예정된예정된    세포세포세포세포    사멸사멸사멸사멸    감지를감지를감지를감지를    위한위한위한위한TUNEL assayTUNEL assayTUNEL assayTUNEL assay    ((((TUNEL assayTUNEL assayTUNEL assayTUNEL assay    for the for the for the for the 

detection of the programmed cell deathdetection of the programmed cell deathdetection of the programmed cell deathdetection of the programmed cell death))))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mediated dUTP-

dioxygenin nick-end-labeling) assay 는 embryo 의  paraffin section (H-H 

27)을 사용하였다. 조직 절편 slide 는 Deparaffinization 과 rehydration 처리 후 

10 ㎍/㎖ proteinase K in PBS에 20분간 반응시켜, TdT buffer에 담가 상온에서 

5 분 동안 방치하였다.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revigen Inc.,  

Dollars, USA) 과 biotinylated dUTP (Trevigen Inc., Dollars, USA) 이 첨가된 

TdT buffer 에 조직절편을 담가 37 ℃에서 6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lab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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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avidin-HRP solution (Trevigen Inc., Dollars, USA) 에 10 분간 

반응시켰다. Detection 은 DAB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를 사용하였다. 

    

    

7777. Whole. Whole. Whole. Whole----mount mount mount mount in situin situin situin situ hybridization hybridization hybridization hybridization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 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시행되었다. 

(Bradford et al., 1976). Dkk-1 또는 PBS 를 bead implantation 처리한 H-H 

stage 26, 27, 28 의 embryo 를 4% PFA in PBS 에  4℃에서 16 시간 동안 

fixation 하여 100% methanol 에 담가 -70℃에서 사용시까지 보관하였다. 시편을 

rehydration 후 3% H2O2 in PBT (PBS + 0.1% tween 20) 처리하여 

Digoxygenin-UTP 로 label 한 antisense riboprobes 를 65℃에서 hybridization 

시켰다. Detections을 위해 ALP-conjugated anti-digoxygenin antibody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를 처리하여 4℃에서 16 시간 반응시킨 후 

ALP (BCIP and NBT; Promega, Madison, USA)로 발색시켜 관찰하였다. 

 

 

8. 8. 8. 8. 면역조직화학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    

    

조직 표본을 56℃에서 15 분간 방치하여 paraffin 을 녹인 후 xylene 용액에서 

10 분간 paraffin 을 제거하고 95%, 90%, 70% ethanol 과 증류수에 순차적으로 

함수한 후 3% H2O2로 10 분간 endogenous peroxidase 의 활성을 제거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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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serum in PBS 에 상온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primary antibody 를 

분주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처리한다. Biotinylated anti-mouse IgG anti-

rabbit IgG (H+L) (1:200 ;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로 

37℃에서 30 분간 반응시키고, horseradish peroxidase (HRP) – conjugated 

streptavidin (1:200 ;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로 상온에서 

30 분간 처리한다. Detection 은 DAB (3,3’-diaminobenzidine)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USA)를 사용하였다. 

 

 

9. Western blot9. Western blot9. Western blot9. Western blot    

    

Western blot을 위해 embryo는 first arch 윗부분 머리를 사용하였고, 눈과 뇌, 

mandible 은 제거하였다. 조직을 lysis buffer (1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1% Triton X-100, 0.5% Nonidet P-40, 1 mM EDTA, 1 mM EGTA, 

1 mM PMSF, 1 μg leupeptin and 1 μg aprotinin per ml)에서 반응시킨 다음,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10% SDS-polyacrylamide gels 에서 전기영동 한다. 

전기영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s으로 이동시킨 전체 단백질을 5% non-fat 

dried milk 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primary antibody 로 overnight 

반응시킨다.   

Washing buffer 에서 3 회 씻은 다음 1: 2000 로 희석된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IgG antibody 와 1 시간 반응시킨 후 ECL 

detection system으로 반응 정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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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III. III. III. 실실실실    험험험험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 . . 닭닭닭닭    배아에서배아에서배아에서배아에서    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    입술과입술과입술과입술과    일차구개의일차구개의일차구개의일차구개의    형성형성형성형성        

  

  닭에서 입술의 발생은 H-H stage 24경에 시작되며, 전비돌기와 상악돌기, 외측

비돌기에서 서로 융합하는 부위의 상피가 편평하게 변한다. 상피세포의 형태는 다

소 원주형으로 길어지고 세포와 세포사이의 결합도 불규칙해진다. 시간이 경과하여 

H-H stage 27이 되면 전비돌기의 외측면의 구상돌기의 형태가 분명해지고 그 크

기도 증가한다. 서로 융합되는 접촉면의 상피세포도 보다 원주형을 띠고 상피세포

의 층도 한두 층으로 구성되며 상피세포의 외부도 주름이 형성된다. 각 돌기의 융

합이 일어나는 접촉면은 먼저 한 두군데에서 접촉이 이루어져 융합이 시작되며 각 

돌기를 싸고 있는 상피층이 소실되며 간엽세포가 융합되어 전체면으로 퍼지게 된다. 

사람의 경우와 달리 닭의 배아에서는 외측비 돌기와 상악 돌기가 먼저 융합하고 그

리고 난 후 상악돌기와 구상돌기가 융합하게 된다. 

 

 

2222. . . . 비드비드비드비드    매식후매식후매식후매식후    골격골격골격골격    및및및및    형태학적형태학적형태학적형태학적    변화변화변화변화 (External and skeletal  (External and skeletal  (External and skeletal  (External and skeletal 

morphological changesmorphological changesmorphological changes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fter the bead implantation)    

   

  Dkk-1 을 적신 비드를 닭의 배아에 매식한 후 H-H stage 26 시기에 

관찰하면(Fig. 3A), 비드를 매식한 측의 전비돌기와 상악돌기는 서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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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면서 둘 사이의 어떠한 융합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Fig. 3B). 

반면 비드를 매식하지 않는 쪽은 바닥에서부터 서로의 돌기가 중심부에서 서로 

만나 융합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3C). 

 H-H stage 27에서는 두 돌기가 크기도 증가하였고 돌기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 

졌다(Fig. 3D). 하지만 Dkk-1 을 매식한 쪽의 돌기 사이에서는 융합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군으로 PBS 를 매식한 배아를 살펴 보면, 각 돌기의 융합이 시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 3 E,F). Wnt 신호 전달 기작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LiCl 를 매식한 경우는, 융합하려고 하는 구상 

돌기의 크기도 커졌으며 융합하는 면의 길이도 더 길어졌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융합이 더 조기에 활발하게 나타났다(Fig. 3 G~J). Dkk-1 을 매식한 실험군과 

PBS 를 매식한 실험군을 SEM 사진 상에서 비교하면 Dkk-1 을 매식한 

실험군에서 구상돌기와 상악돌기 사이의 융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K~R). Dkk-1 를 매식한 배아의 구상돌기 표면을 살펴보면, 세포 

사멸(apoptisis)시 나타나는 round cell 과는 약간 다른 세포가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면을 따라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닭의 배아가 성체가 되면 Dkk-1 를 

매식한 쪽에서 부분적인 구순 파열이 관찰된다(Fig. 4A). 구순 파열은 연조직 

뿐만 아니라 경조직에도 일부분 골 결손을 보인다(Fig. 4D). 반면 Dkk-1 을 

매식하지 않은 쪽에서는 정상적인 발생이 관찰 되었다(Fig. 4 B,E). Dkk-1 

단백질의 작용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처음 Dkk-1 비드를 매식한 후 24 시간 

경과후 다시 Dkk-1 비드를 동일 부위에 매식하면 닭의 부리의 방향이 비드를 

매식한 쪽으로 심하게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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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Early external and skeletal 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bead  

implantation 

SSSSt 26t 26t 26t 26    
D

k
k

D
k
k

D
k
k

D
k
k
-- --
11 11
    

SSSSt 2t 2t 2t 27777    
P
B

S
P
B

S
P
B

S
P
B

S
    

L
iC

l
L
iC

l
L
iC

l
L
iC

l     
D

k
k
-
1
 

P
B

S
 

AAAA    BBBB    CCCC    DDDD    

EEEE    FFFF    

GGGG    HHHH    IIII    JJJJ    

KKKK    LLLL    MMMM    NNNN    

OOOO    PPPP    QQQQ    RRRR    



14 

(A~D)The embryo showed absence of epithelial fusion at H-H stage 26 and 

27 after Dkk-1 bead implantation 

(E~F) The embryo showed epithelial fusion at H-H stage 26 and 27 after  

PBS bead implantation 

(G`J) The embryo showed enlarged globular process and early epithelial 

fusion at H-H stage 26 and 27 after LiCl bead implantation 

(K~L)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view: the embryo showed absence of 

epithelial fusion at H-H stage 26 after Dkk-1 bead implantation 

(O~R) )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view: the embryo showed epithelial 

fusion at H-H stage 26 after PBS bead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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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te external and skeletal 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 The embryo showed partial cleft on lip (B~C) Normal embryo (D)The 

embryo showed skeletal defect on lip (E~F) Normal embryo (G) The lip was 

deviated to the side of Dkk-1 bead implantation (H) After implantation of 

Dkk-1 bead, one more Dkk-1 bead was implanted. The lip was deviated more 

tha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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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Dkk. Dkk. Dkk. Dkk----1111과과과과 LiCl LiCl LiCl LiCl    beadbeadbeadbead를를를를    매식한매식한매식한매식한    닭닭닭닭    배아의배아의배아의배아의    입술입술입술입술    발생에발생에발생에발생에    있어있어있어있어        

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    변화변화변화변화    

 

H-H stage 26에서 Dkk-1 비드를 매식한 배아의 조직표본과 대조군을 H-E

염색을 통하여 관찰해 보면 (Fig. 5 A~F), 비드를 매식하지 않은 쪽의 경우 상피

층의 기저막이 파괴되고(Fig. 5B) 상악 돌기쪽의 상피층 표면이 불규칙해지고(Fig. 

5D) 융합이 일어나는 부위의 돌기가 편평해진다. 하지만 Dkk-1을 매식한 쪽의 

경우 peridermal layer가 편평하고 표면이 매끈하며 peridermal 세포의 모양도 

변화가 없다. 또한 상피층의 두께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Wnt 신호전달기작

을 활성화 한다고 알려진 LiCl 비드를 매식한 조직 표본의 경우(Fig. 6 A, C, E) 

서로 융합하려고 하는 표면의 상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활발하다. 먼저 상피세

포의 외형이 원주형으로 길어지며 기저막이 파괴되고 상피층의 경계가 불확실해지

면서 상피층이 두꺼워진 양상이다. 또한 두 돌기가 근접하여 융합하려고 할때에는 

peridermal layer가 파괴되고 상피층의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해 진다.  반면 대조

군으로 PBS를 매식한 돌기의 상피의 조직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LiCl를 매식한 쪽

에 비하여 그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두 돌기가 융합하려고 상피세포의 형태가 변

화하며 기저막이 파괴되는 양상을 보인다(Fig 6 B, D, F). 배아가 좀 더 자란 H-

H stage 27인 경우 Dkk-1을 매식한 쪽의 경우 비록 상피층이 얇아 지고(Fig. 

7A) 상피층이 간엽 조직과 분리 되려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Fig. 7E) 두 돌

기 사이의 간엽조직은 상피층에 의하여 명확히 구별되어져 두 돌기는 서로 분리되

어 있다(Fig. 7C). 반면 반대측을 살펴보면 두 돌기 사이의 상피층이 소실되어 두 

돌기의 간엽조직이 연결되면서 서로 융합하였다(Fig. 7 B,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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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istologic changes at stage 26 after the Dkk-1 bead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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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The peridermal layer was intact. The epithelial layer had a uniform  

thickness.  

(B, D, F)  Irregular peridermal layer and loss of basement membran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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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logic changes at stage 26 after the LiCl bead implantation  

(A, C, E) The basement membrane was breakdown. Irregularity of peridermal 

layer was increased.  

(B, D, F)  Irregular peridermal layer and loss of basement membran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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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istologic changes at stage 27 after the Dkk-1 bead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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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The processes were covered with intact epithelium. The processes  

was not fused.  

(B, D, F) Loss of the epithelial layer was observed. The processes was fused. 

 

 

4444. . . . 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검사검사검사검사(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Dkk-1비드를 매식한 닭의 배아의 경우 상악돌기와 전비돌기를 구분하고 있는 상

피조직층이 유지 되면서 두 돌기 사이의 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융합 실

패의 원인이 세포의 증식이나 세포의 사멸에 있는지 BrdU와 TUNEL을 통하여 살

펴 보았다. H-H stage 27에서 BrdU assay를 통하여 Dkk-1 매식한 실험군과 

PBS를 매식한 대조군을 비교하면, Dkk-1를 매식한 실험군에서는 두 돌기를 구분

짓는 상피 조직에 보다 많이 염색된 것을 알 수 있고(Fig. 8 A) 반면에 PBS를 매

식한 실험군에서는 융합된 돌기의 간엽 조직에 많이 염색되었다(Fig. 8 B). Dkk-1

를 매식한 조직의 상피세포에서 특기할 세포증식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TUNEL assay를 통하여, Dkk-1를 매식한 실험군과 대조군과 비교해 보면  

Dkk-1를 매식한 조직에서 TUNEL positive인 세포가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지

는 않았다(Fig. 8 C,D). 즉  Dkk-1을 매식한 조직에서 세포 사멸이 더 왕성히 일

어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Snail은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의 downstream으로써 핵내에서 

Axin2등과 함께 증가하여 E-cadherin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H-H stage 26의 배

아에서 Dkk-1, LiCl, PBS를 매식한 조직을 비교하면, LiCl를 매식한 조직 표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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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nail positive인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며 그 다음은 PBS이고, Dkk-1을 매

식한 조직 표본이 가장 적었다(Fig. 9 A, B, C). H-H stage 27의 배아의 조직 표

본의 경우도 역시 LiCl를 매식한 표본이 가장 많이 염색되었다. 이제 융합이 일어

나려고 하는 mesenchymal bridge인접의 상피세포에서 가장 뚜렷이 염색되었다

(Fig. 9 D, E, F, G, H). 이러한 소견은 LiCl가 Wnt와 관련된 신호 전달 기작을 활

성화시킨다는 사실과 부합되었다.  

E-cadherin의 경우, H-H stage 26에서 Dkk-1을 매식한 실험군에서 LiCl나 

PBS를 매식한 대조군에 비하여 분명하게 염색되었다(Fig. 10 A, B, C).  돌기의 융

합이 막 시작된 H-H stage 27을 보면 Wnt 신호 전달 기작을 활성화시키는 LiCl

를 매식한 표본에서 가장 적게 염색되었고 Dkk-1을 매식한 표본에서 상피 세포층 

주위로 많이 염색되었다(Fig. 10 D, E, F).  Dkk-1은 Wnt.단백질과 관련된 신호 

전달 기작의 downstream인 E-cadherin을 upregulation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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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mmunohistochemistry for BrdU and TUNEL assay at H-H  

stage 27 

(A, B) BrdU : Expression pattern of A and B were almost uniform 

(C, D) TUNEL : Lack of TUNEL positive cell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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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mmunohistochemistry for Snail at H-H stage 26 and 27 

(A, D, G) Cell with feebly stained nucleus was observed in the epithelial  

layer. (B, E) Cell with intensely stained nucleus was observed in the  

epithelial layer. (C, F, H) Cell with stained nucleus was observed around  

epithelial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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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mmunohistochemistry for E-cadherin at H-H stage 26 and 27 

(A, D) Cell with intensely stained nucleus was observed in the lower 

portion of epithelial layer. (B) Cell with feebly stained nucleus was observed 

in the epithelial layer. (E) Cell with stained nucleus was lost. (C) Cell with 

stained nucleus was observed in the lower portion of epithelial layer. (F) 

Cell with stained nucleus wa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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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 . RTRTRTRT----PCR and PCR and PCR and PCR and Western Western Western Western bbbblotlotlotlot    

    
 

RT-PCR을 이용하여 Dkk-1을 매식한 실험군과 정상 발육한 대조군을 H-H 

stage 26, 27, 28에서 비교하면, GAPDH나 β-catenin의 경우 양 실험군에서 일

정하게 발현되는 반면에 Wnt-1 단백질의 경우는 Dkk-1을 매식한 실험군의 H-

H stage 27, 28에서 현저히 감소하였고 E-cadherin은 H-H stage 26에서 증가하

였다(Fig. 11A).  

Western blot 결과 H-H stage 26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kk-1을 매식한 실험

군에서 snail1의 발현이 감소하였다(Fig. 11B).  

 

 

 

 

 

 

 

 

 

 

 

Figure. 11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at H-H stage 26, 27 and 28  

after the Dkk-1 bead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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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ression of Wnt-1 was decreased at stage 27 and 28 in Dkk-1 

implanted group. Expression of E-cadherin was incresead at stage 26 in 

Dkk-1 implanted group. 

(B) Expression of Snail1 was decreased at stage 26 in Dkk-1 implanted 

group. 

 

 

6. 6. 6. 6. 입술입술입술입술    발생에서발생에서발생에서발생에서    유전유전유전유전    인자인자인자인자    발현발현발현발현    패턴패턴패턴패턴    

    

입술의 발생과 관련된 많은 유전인자들이 밝혀졌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Bmp4, 

Bmp7과 MSX1등이 있다. 이러한 유전인자의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하여 Dkk-1

를 매식한 조직에 있어 Bmp4, 7과 MSX1의 발현을 살펴보았다.  Dkk-1을 매식

한 조직과 대조군에서 Bmp4의 발현을 살펴보면 Dkk-1를 매식한 조직에 있어 대

조군보다 현저히 Bmp4의 발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SX1과 Bmp7의 

경우에서도 Bmp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kk-1을 매식한 조직이 대조군 보다 발

현이 적었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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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n situ hybridization for BMP4, BMP7 and MSX1 at H-H stage 

27 

(A, B, D, E, G, H) Expression of BMP4, BMP7 and MSX1 was down-regulated 

in the epithelium of Mx. and globular process. 

(C, G, I) Expression of PBS was uniform in the epithelium of Mx. and globular 

process. 

 

 

 

7. 7. 7. 7. 발생중인발생중인발생중인발생중인    닭닭닭닭    배아의배아의배아의배아의    각각각각    부위에부위에부위에부위에 Dkk Dkk Dkk Dkk----1111비드비드비드비드    매식후의매식후의매식후의매식후의    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    변화변화변화변화    

 

Dkk-1 단백질을 발생 중인 닭 배아의 frontonasal mass, Mx. 와 Limb에 매식 후 

비드 주위의 간엽 세포를 관찰하였다. Frontonasal mass에 Dkk-1비드를 매식한 

경우 비드 주위의 간엽세포들이 형태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E-cadherin을 이용한 

면역화학조직검사상으로도 상피 세포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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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Dkk-1비드를 Limb에 매식한 경우는 frontonasal mass에 매식한 경

우와 달리 간엽 세포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Fig. 13 F, G). Mx의 경우 Dkk-1

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PBS를 비교하면 Dkk-1을 매식한 경우 간엽조직의 상피화

가 더 분명하였다(Fig 13 D, E, H, I). 동일한 개체에서도 Dkk-1단백질에 대한 조직 

감수성은 부위에 따라 다르다.   

 

 

 

 

 

 

 

    

    

    

 

Figure. 13  Histologic analysis of the Dkk-1 bead implantation in chick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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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 F, G) The mesenchymal cell around Dkk-1 bead changed to 

epithelial cell. (H, I) The mesenchymal cell around PBS bead did not changed. 

(C) Immunohistochemistry for E-cadherin : E-cadherin positive cell was 

observed around Dkk-1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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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총총총총    괄괄괄괄    및및및및    고고고고    찰찰찰찰    

    

얼굴의 초기 발생은 주로 원시비강(primitive nasal cavities)의 형성에 관여하는 

외배엽성 중간엽 조직의 증식과 이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발생 28일경 

입오목(stomodeum)의 개구부 바로 위쪽에 있는 이마융기 내의 외배엽이 

국소적으로 두꺼워지는데, 이를 후각기원판(olfactory placode)이라 한다. 이어서 

후각기원판 주위에서 안쪽의 간엽조직이 급속히 증식하여 이마융기를 앞쪽으로 

불룩 튀어나오게 하고, 아울러 말발굽(horseshoe)형태의 융기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후각기원판은 코오목(nasal pit)이 된다. 이 말발굽 모양의 융기 중에서 

바깥쪽 융기부를 외측 코융기(lateral nasal prominences), 안쪽 융기부를 내측 

코융기(median nasal prominences)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코가 되는 이마융기의 부위를 이마 코융기(전두비돌기, frontonasal 

prominences)라 한다. 이마 코융기와 함께 좌우 양쪽의 내측 코융기(내측 

비돌기)는 코의 중심부, 윗입술의 중심부, 위턱의 앞부분 및 일차구개(primary 

palate)를 형성한다. 상악 돌기(maxillary process)는 안쪽으로 성장하여 외측 

비돌기 및 내측 비돌기에 접근하나 그들 사이에는 코-눈 고랑(naso-optic 

groove)과 볼코고랑(bucconasal groove)이 있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상악 

돌기가 안쪽으로 성장함에 따라 내측 비돌기가 정중선 쪽으로 밀려 맞은편의 내측 

비돌기와 합쳐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상악 돌기의 앞부분과 내측 비돌기의 바깥쪽 

면이 융합됨으로써, 윗입술은 좌우 양쪽의 상악 돌기와 내측 비돌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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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좌우 양쪽 하악 돌기의 외배엽성 중간엽이 융합됨으로써 아랫입술이 

형성된다. 좌우의 내측 비돌기는 서로 융합하여, 윗입술의 일부, 앞 입천장 및 

앞니를 담고 있는 위턱의 일부를 형성한다.  

구순 파열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상악 돌기와 내측 비돌기의 융합이 

실패하거나 또는 외측 비돌기와 내측 비돌기의 융합이 실패하여 나타나다. 구개 

파열은 상악 융기로부터 두 개의 선반같은 구조물이 내측으로 자라나와 혀 위의 

수평위치에서 서로 융합하여 이차구개를 형성하는데(Greene and Pratt, 1976; 

Shaw et al., 1991; Johnston and Bronsky, 1995; Long, 1998; Vieira and Orioli, 

2001; Murray and Schutte, 2004) 이때 선반 같은 구조물이 서로 융합하지 

못해서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입술파열보다 빈도수는 적게 발생한다. 구개 발생 중 

구개 선반의 성장이 부족하거나 구개 선반 융기의 발달이 지연될 경우, 구개 

선반의 융합이 실패하고 결국 구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비교적 구개 파열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구순 파열의 경우에는 아직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입술의 발생도 구개의 발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살펴보면, 구개의 발생은 상피로 덮여진 두 개의 구개 선반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다. 서로 가까이 근접한 구개 상피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피 

조직이 소실됨으로써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Ferguson, 1988; Murray and 

Schutte, 2004). 그러면 이 두 개의 선반 사이의 상피조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러한 상피의 운명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의 가설이 있다.  먼저 사이에 

낀 상피가 세포 사멸 (apoptosis)이 나타난다는 세포 사멸설, 상피가 간엽조직으로 

변하였다는 상피 간엽 조직 전이설, 구개 선반에서 서로 맞닿은 상피가 비강 또는 

구강의 상피조직으로 이동하였다는 상피 이주설등이 있다. 아직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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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이 정설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으며 어쩌면 이러한 세포 사멸이나 상피-간엽 

전이, 상피의 이주등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내측 비돌기와 외측 비돌기의 융합은 ‘nasal fin'이라고 불리는 상피의 솔기를 

형성하고 이 솔기는 이후에 붕괴되어 간엽 조직으로 바뀐다. (Trasler, 1968; 

Gaare and Langman, 1977). 상악 돌기와 내측 비돌기도 마찬가지로 상피의 

솔기가 간엽 조직으로 대체된다. (Wang et al., 1995; Sun et al., 2000). 입술 

융합과정에서 상피 솔기 세포의 운명은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와 lipophilic dye cell labeling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세포 사멸이 

나타나는지는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mediated 

deoxyuridinetriphosphate nick end-labeling)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Gaare and Langman (1977)은 실험 쥐 태아의 입술 융합과정에서 TEM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상피세포가 퇴화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접촉면에서 퇴화된 상피의 숫자가 융합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위의 

간엽조직보다 현저히 많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상피 대역을 ‘세포 사멸 

지역(cell death zone)' 이라고 명명하였다. Sun(2000)등은 닭 배아의 입술 융합 

과정을 TEM과 TUNEL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상피의 솔기 세포는 건강하였고 

TUNEL 양성반응인 세포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5,6-

carboxy-2,7-dichloro.uoresscein diacetate succinimidyl ester, a lipophilic 

dye를 이용하여 입술이 융합되기 전에 닭 배아의 표면 상피 전부에 라벨링을 

하였는데, 내측 비돌기와 상악 돌기가 융합되고 난 후 이렇게 라벨링된 상피가 

간엽 조직과 유사한 세포로 변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상피 세포는 간엽조직으로 변환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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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세포가 간엽조직으로 변환되었다면, 변환된 간엽 조직 세포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다른 조직으로 분화하였는지 또는 EMT 직후 소멸했는지 여부가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융합되는 부위의 상피 솔기 세포와 관련하여 이 

세포들이 사멸하였는지 아니면 EMT가 일어났는지 간에 비슷한 기전이 입술의 

융합과 2차 구개의 융합과정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Gaare and Langman, 1977;  

Sun et al., 2000;  Cox, 2004). 입술 융합에 관한 연구는 적은 반면 구개 선반 

융합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측 변연 상피 세포(medial edge epithelial cell)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TEM과 세포 생물 연구에서는  내측 변연 상피 세포(medial edge epithelial 

cell)의 세포 사멸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다 (Glucksmann, 1965; 

Saunders, 1966; DeAngelis and Nalbandian, 1968; Smiley and Dixon, 1968; 

Shapiro and Sweney, 1969; Smiley and Koch, 1975; Mori et al., 1994; 

Taniguchi et al., 1995; Cuervo et al.,2002; Cuervo and Covarrubias, 200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TEM 레벨에서는 내측 변연 상피 세포가 건강하고, 

다양한 세포 라벨링 기술을 이용하면 이러한 상피세포가 간엽세포로 분화되었다는 

보고도 있다(Fitchett and Hay, 1989; Shuler et al.,1991, 1992; Grifith and Hay, 

1992;  Sun et al., 1998; Martinez-Alvarez et al., 2000;  Nawshad et al., 

2004). 상피 솔기가 융합되는 곳에서 발견되는 사멸세포는 단지 구개 세포의 체외 

배양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 Martinez-Alvarez et al., 2000;  Cuervo et al., 

2002; Cuervo and Covarrubias, 2004), Nawshad et al. (2004) and Hay 

(2005)등은 솔기에서 관찰된 죽은 세포는 배아 표피 세포가 갖힌 것이라고 

EMT설을 지지하는 발표를 하였다. Vaziri Sani et al. (2005) 등은 내측 변연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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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가 간엽세포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쥐의 구개 발생과정에서 

Cre/loxP-mediated genetic labeling approach방법을 사용하여 내측 변연 상피 

세포를 추적하였다. 내측 변연 상피 세포의 추적과정에서 이러한 세포들은 소위 

EMT라는 과정을 통하여 간엽세포로 변환되기 보다는 예정된 세포 

사멸(programmed cell death)을 보인다고 하였다. 입술과 구개의 발생 과정에서 

세포 사멸(apoptosis)이 일어나는지, EMT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둘 다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개체에 따라, 발생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전이 작용하리라 여겨지며 추후에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  

구개, 구순 파열은 세심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안면 발생에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 부조화이다. 안면과 입술의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인자와 molecular pathway는 신경능선세포에서부터 간엽조직이 완전한 

조직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절한다. 그 중에서도 안면과 입술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기작은 BMP(bone morphogenetic protein) pathway, 

Fgf(fibroblast growth factors) pathway, Shh pathway, Wnt pathway, 그리고 

PVRL1, IRF6등과 관련된 기타 pathway등이 있다( Jiang et al., 2006). 그 

중에서도 Wnt pathway는 다시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Cadigan and 

Liu, 2006), Wnt/Ca2+ pathway(Tada et al., 2002), Wnt/polarity 

pathway(Kohn and Moon, 2005)로 나뉘어 진다.  

Wnt signaling의 이상은 발생기의 개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형을 유발하고 

이미 성체가 된 개체에서는 암 발생 등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유발시킨다. Wnt는 

인간의 oncoprotein으로서 (Polakis, 2000) 처음 발견되었으며 히드라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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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동물에서 확인된 분비 성장 요소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의 사멸과 증식, 극성(polarity), 이주 등에 관여한다.  

 Wnt가 세포 외부에서 반응하는 수용기는 G-protein 신호와 PI3K 신호를 

유발할 수 있는 GPCR(G-protein coupled receptor)인 Frizzled(Frz) 계열의 

수용기와 co-receptor로서 low density lipoprotein을 수용하는데 관여하는 

수용기와 유사한 구조를 띤 LRP(lipoprotein related protein)가 있다 (Bejsovec, 

2000, Pandur and Kuhl, 2001). Wnt가 Frz와 LRP를 통해 신호를 유발시키면 

Dishevelled(Dsh)라는 단백질을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 ck1이라는 kinase가 

Dsh와 결합하여 활성을 띈 Dsh는 GSK-3b를 억제하고 β-catenin이 

phosphorylation되는 것을 막는다 (Miller, 2001). 안정한 상태의 β-catenin은 

핵 내로 들어가서 Wnt target gene들을 발현시킨다. 이러한 Wnt와 관련된 

signaling pathway중에서도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는 세포와 세포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cadherin과 연관되어 있어 EMT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Wnt signal은 세포외에서 Frizzled-related protein (FRP or FrzB)(Moon et al., 

1997), Wnt-inhibitory factor-1(WIF-1)(Hsieh et al., 1999), 

Cerberus(Piccolo et al., 1999), Dkk(Nusse, 2001)를 포함한 다양한 분비 

단백질에 의하여 조절된다. FRPs, WIF-1, Cerberus등은 Wnt단백질에 직접 

결합하여 조절하는 반면, Dkk는 Wnt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Wnt가 결합하는 

세포막의 LRP영역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Wnt signaling을 조절한다(Miller 

2001). 다른 신호 전달 체계의 조절자로써의 Wnt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Canonical Wnt신호 전달 체계의 길항제인 ICAT (Tago et al., 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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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pathway의 길항제인 BAMBI(BMP and activin membrane-bound 

inhibitor)(Sekiya et al., 2004)의 발현을 조절한다. ICAT은 TCF-s와 

p300결합을 방해해서 β-catenin 의존성 유전자 전사과정을 길항하고 이는 결국 

BAMBI가 BMP4뿐만 아니라 canonical Wnt signaling에도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nt 신호 전달 기작과 BMP4와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안면 발생의 원기판(primordia)에서 BMP4유전자의 발현부위와 

동일하고(Gong and Guo, 2003), 안면, 사지와 폐의 발생시 Wnt/β-catenin 

신호전달기작이 Bmp4발현의 upstream으로 기능하며 (Soshnikova et al., 2003 , 

Shu et al., 2005, Jiang et al. 2005), Tcf/Lef 결합위치를 보존하므로써 쥐 Bmp4 

촉진자를 활성화 시키는등(Barrow et al., 2003)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MT현상은 발생 과정이나 상처의 치유, 암의 전이등의 과정에서 관찰된다. 이런 

EMT 과정은 Wnt/β-catenin 신호전달기작의 downstream에 있는 E-cadherin 

과 관련이 있다. E-cadherin은 Ca2+-dependent homophilic adhesion 

molecule인 cadherin superfamily중 type I cadherin으로써 세포와 세포의 상호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발생 과정에서는 morphogenesis와 여러 조직의 

establishment / maintenance에 관여한다.   

E-cadherin은 8-cell stage에서 발현되며 EMT동안은 사라진다. EMT가 

일어난 세포의 E-cadherin과 β-catenin의 분포를 보면 E-cadherin은 줄어들고 

β-catenin은 세포질내 보다는 핵 속에 분포한다. E-cadherin의 조절기전은 

specific transcriptional repressor의 발견으로 시작되었는데 yeast one-hybrid 

screen을 통해 발견된 Snail, Slug, SIP1등과 관련된 기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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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dherin과 관련된 Wnt/β-catenin 신호전달기작의 길항제인 Dkk 

유전인자는 255개에서 35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비 당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도 분자량 24-29 kDa인 Dkk-1은  Wnt/β-catenin signaling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kk-1은  Eyal-Giladi and Kochav (EGK) stages XI - XIV (Eyal-Giladi 

and Kochav, 1976)때에 low level의 hypoblast에서 Wnt inhibitor를 인코딩한다. 

Hamburger and Hamilton (H-H) Stage 2 (Hamburger and Hamilton, 

1951)에서 Dkk-1의 발현은 primitive streak를 형성하는 세포와 관련이 있으며, 

H-H stages 3c/3d에서 streak의 전체에 걸쳐서 전사(transcription)가 확인 된다. 

H-H stage 4+에서는 hypoblast의 후방 능선에서 보다 명확하게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Hensen’s node에서 중간 레벨 정도의 전사를 보이고,  H-H 

stages 5+에서는 하위 레벨의 산재되어 분포하던 발현 세포가 사라지고 

ingressing axial mesendoderm과 Hensen’s node에만 높은 수위의 전사가 

관찰된다(Chapman et al. 2002).  

Dkk-1은 Wnt단백질이 결합하는 LRP 5/6 부수용체에 결합하므로써 Wnt/β-

catenin 신호 전달 기작을 억제하여 Snail1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E-

cadherin 발현 감소를 방지하였다. E-cadherin 발현이 감소하지 않아 세포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종국에는 EMT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EMT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써 발생과정에서 상악 돌기와 전비 돌기의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그 

부위에서 구순 파열을 나타냈다. 하지만 매식된 Dkk-1 단백질의 작용 시간이 

24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연조직과 경조직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구순 

구개파열을 관찰할 수 는 없었다. Dkk-1를 매식한 실험군과 PBS를 매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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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전자 현미경 사진을 비교해 보면 Dkk-1를 매식한 실험군에 비하여 

정상적인 융합을 보여주고 있는 대조군의 상피 세포의 배열이 불규칙하였다. 

이것은 Dkk-1의 영향으로 상피세포의 극성(polarity)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으며(Dong Qian et. al., 2007) 향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실험을 통하여 Dkk-1은  Wnt/ β-catenin signaling pathway를 

억제하여 정상적인 EMT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로 인해 

닭 배아의 입술 발생에서 상악 돌기와 전비돌기의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구순 

파열이 나타났다.  구순 파열의 원인을 EMT현상 방해만으로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Dkk-1의 역할을 Wnt/ β-catenin신호 전달 기작에 

국한하여 살펴 보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Dkk-1은 Bmp4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현재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신호전달기작에서 Dkk-1의 

역할도 향후 계속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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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Dkk-1 단백질을 매식한 닭 배아의 발생학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특별히 안면 

융기의 상악 돌기 및 내,외측 비돌기의 상피가 융합하는 때에 Dkk-1 을 포함한 

Wnt  signaling이 입술의 발생에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1. 전비 돌기의 상피 하부의 간엽 조직에 Dkk-1 단백질을 적신 비드를 

매식하면 닭의 배아는 각 돌기가 융합하여 간엽조직의 연결이 일어나지 

못하거나 상피의 융합이 지연되거나 또는 소실된다. 

2.  Dkk-1 단백질을 매식한 닭 배아의 많은 경우 개체가 성장하여 성체가 

되었을 때 부분 적인 구순 구개 파열을 나타내었으나 발생 중에 매식한 

Dkk-1 단백질의 발현 시간이 짧아서 모든 개체에서 구순 구개 파열을 

보이지는 않았다. 

3. Western blot 과 면역조직화학 분석법(immunohistochemical analysis)을 

통하여 Dkk-1 단백질을 과 발현 시키면 E-cadherin 을 조절하는 Wnt 

signal pathway의 구성성분인 Snail1의 감소가 유발된다는 것을 알았다.  

4. RT-PCR 분석을 통하여 세포와 세포사이의 결합에 관여하는 막투과성 

당단백질인 E-cadherin 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Bmp signaling 

pathways 의 구성 성분중 하나인 Bmp4 와 MSX-1 도 각 돌기의 상피와 

간엽조직이 융합할 때 외부에서 투입된 Dkk-1 단백질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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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Wnt signaling pathway 의 길항제인 Dkk-

1 단백질은 전비돌기와 상악돌기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EMT 현상과 관련된 

상피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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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k-1, the most extensively studied Dkk family member, is a potent Wnt 

antagonist. In vertebrate embryos, Dkk-1 is correlated with head 

development that has been postulated to involve inhibition of Wnt signa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unction of Dkk-1 related with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 in the lip patterning of chik 

embryos. By analyzing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chicken embryos after 

Dkk-1 treated, Wnt signal including Dkk-1 is involved in the developments of 

the lip, especially during the fusion process of facing epithelium of the facial 

prominences. When beads soaked with Dkk-1 were implanted into the 

subepithelial mesenchyme of the frontal mass, the embryos showed the 

absence or delayed epithelial fusion and disintegration to make the 

mesenchymal bridging. Frequently, it resulted in the partial cleft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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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llary and globular process, but the final phenotype of the embryos failed 

to show the cleft lip/primary palate, possibly associated with the lack of 

continuous Dkk-1 protein action. Western blot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revealed that overexpression of Dkk-1 caused the down-regulation 

of Snail, which is the downstream of Wnt signal pathway to control the E-

cadherin.  And E-cadherin, which is a well known transmembrane 

gycoprotein and mediates epithelial cell-to-cell adhesion, was shown to be 

upregulated from RT-PCR analysis. In addition, the components of Bmp 

signaling pathways like Bmp4 and MSX-1 were influenced by the exogenous 

Dkk-1 protein at the epithelium or mesenchyme of the fusing prominences. 

Taken together, Dkk-1 as a component of Wnt signaling pathway is essential 

for the fate of the epithelium to have the developmental fusion and 

disintegration to make EMT at the maxillary process and frontonas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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