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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입입입술술술 초초초기기기 발발발생생생에에에서서서 ppprrrooottteeeiiinnnkkkiiinnnaaassseeeCCCKKK222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운운운명명명 조조조절절절

초기 얼굴 발생과정에서 maxillary process 와 lateral nasal process,
frontonasalmass가 EMT (epithelial-mesenchymaltransition)등을 통해 중간 상
피가 없어지면서 서로 fusion함으로써 입술이 형성된다.이와 같은 EMT가 일어
나는 과정에 CK2가 관여할 수도 있다고 최근 알려지기 시작했다.CK2는 일반적
으로 canonicalWntpathway에서 β-catenin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
포내에서 proliferation,apoptosis,differentiation,transformation에 관여한다고 보
고 되어있다.그리고 DMAT에 의해 특이적으로 억제되는 CK2는 canonicalWnt
pathway에서 β-catenin을 조절하여 입술의 융합과정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얼굴 발생과정에서 상악돌기와 비돌기가 만나 중간 상
피가 없어지고 융합하면서 입술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에 CK2가 관여하는지를
DMAT (2-dimethylamino-4,5,6,7-tetrabromo-1H-benzimidazole)를 이용해 상피에
서의 CK2발현억제를 유도하고 그 결과 닭 배아의 입술발생 초기과정에서의 변화
를 관찰하여 CK2의 입술융합에 대한 조절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방법으로는 닭의 입술 발생 과정에서 CK2의 발현억제에 의한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Hamburger-Hamilton (H-H) stage 25에서 frontonasal mass의
subepithelialmesenchyme에 DMAT bead를 이식한 후 H-H st26과 27에서의 변
화를 형태학적,조직학적 분석 등으로 확인하였다.DMAT 비드를 매식한 닭 배아
의 입술 부위의 발생학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안면 융기의 상악 돌기 및 내,외측
비돌기의 상피가 융합하는 때에 proteinkinaseCK2를 포함한 Wntsignaling이
입술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다음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ProteinkinaseCK2는 정상 닭 배아 얼굴 발생 과정에서 상피 부위에 주로
발현하였다.얼굴 돌기에서는 상피,두 돌기의 상피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상피가 융합된 후에는 발현이 소실되었다.

2.입술부위 돌기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proteinkinaseCK2발현을 국소적,일
시적으로 DMAT를 이용해 억제하면 입술 상피의 융합,소실은 지연되었다.이
과정의 상피 결합 부위에서는 proteinkinaseCK2와 함께 β-catenin과 Snail발
현이 모두 감소하였다.

따라서 proteinkinaseCK2는 입술 발생 과정에서 주로 상피에 발현하면서 Wnt
signalingpathway의 β-catenin/Snail을 통해 상피의 소실-유지에 관여하여 입
술 패터닝을 조절한다.

���������������������������������������������������������������������������

핵심되는 말 : protein kinase CK2, Epithelial-Mesenchyaml Transition,
E-cadherin,β-catenin,W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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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입술술술 초초초기기기 발발발생생생에에에서서서 ppprrrooottteeeiiinnnkkkiiinnnaaassseeeCCCKKK222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상상상피피피의의의
운운운명명명 조조조절절절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강강 상상상 훈훈훈

(지도:이이이 충충충 국국국 교수 )

III...서서서 론론론

사람의 얼굴에 생기는 기형은 구강 및 안면의 기능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미적
인 문제를 야기한다.구순 및 구개열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사회생활 장애등을 가져
온다.구순열은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측 비돌기와 상악돌기가 서
로 만나 융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윗입술을 형성하게 되는데 (Jugessurand
Murray,2005),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상악돌기와 비돌기
의 융합이 실패한 결과로 야기 된다 (Murray and Schutte,2004;Vieiraand
Orioli,2001).이러한 입술파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입술의 발생 시 상피가 융
합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하지만 근접한 상피가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은 정확
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근접한 상피가 사멸하여 융합되거나 상피가 간엽조직으
로 변하거나 상피세포가 주위로 이동한다는 등의 설이 있다.
Sun등 (2000)은 닭 배아에서 입술융합과정을 관찰한 결과 내측 비돌기와 상악돌
기가 융합되고 난 후 상피가 간엽조직과 유사한 세포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피 세포가 간엽세포의 성질을 얻는 Epithelial-MesenchymalTransition(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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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며 암종 등의 전이와 관련해서도 관찰되는데 EMT 신
호전달의 활성화로 상피세포의 phenotype의 변화 및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cellcontactinhibition및 cytoskeleton에 변화가 생긴 후 간엽세포의 형태를 보인
다 (Palacios등,2005).Kalluri등 (2003)은 EMT의 Proteome연구에서 Snail,β

-catenin,E-cadherin등의 여러 가지 단백질이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
련하는 신호 전달 기전에는 Wnt단백질이 관여한다.
세포의 사멸,증식,이주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Wnt단백질과 β-catenin
과의 신호전달은 초기 발생과정에 필수적이다 (YuanGaoandHsien-yuWang,
2006).Wnt리간드는 G단백질과 연관된 수용기인 Frizzled(Frz)계열의 수용기와
결합하여 Dishevelled(Dsh/Dvl)라는 단백질을 활성화 한다.활성화된 Dsh/Dvl은
glycogensynthasekinase3β (GSK-3β)를 억제하고 β-catenin이 phosphlrylation
되는 것을 막아 β-catenin은 핵 내로 들어가 축적되고 Lef/Tcf-dependentgene등
의 Wnttargetgene들이 발현된다.
Wnt/β-cateninsignaling에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proteinkinase중의 하나
인 caseinkinase2(CK2)가 관련되어 있으며 Wntpathway에서 조절인자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Song 등,2000).CK2는 messenger independent
serine/threonineproteinkinase로 유전자 발현,단백질 합성,세포 증식과 사멸 및
암등의 여러 가지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uncanandLitchfield,
2008).CK2는 두 개의 regulatory CK2β subunits (24-28 kDa)와 두 개의
catalyticsubunits,α orα'(37-44kDa)으로 구성되며 Wntsignaling과 연관된 β

-catenin은 이 CK2에 의해 phosphorylation된다 (Song등,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얼굴 발생과정에서 상악돌기와 비돌기가 만나 중간 상
피가 없어지고 융합하면서 입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CK2가 존재하는지,또 어떻
게 관여하는지를 입술 발생 부위의 상피에서의 CK2를 억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입술발생 초기과정에서의 변화를 관찰하여 CK2가 상피의 소실-유지과정 및 입술
패터닝에서 관여하는 조절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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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닭닭닭의의의 배배배아아아

HamburgerandHamilton(H-H)stages(HamburgerandHamilton,1951)에 따
른 stage (st)25가 되도록 수정된 White-Leghorn chick eggs (Yang-sung
AnimalCo.,용인,대한민국)를 배양하였다.
배양된 배자가 H-H st 25에 도달하면, frontonasal mass의 subepithelial
mesenchyme에 비드를 이식하였다.정상발생배아의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필요한
시기인 st26,27등에서 배아의 머리를 자르고 phosphatebufferedsaline(PBS)
에 4% paraformaldehyde(PFA)를 녹인 용액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2시간 고정시
킨 후 다음과 같이 wax embedding을 하였다.조직시편을 PBS에 rinse후,
gradedethanolseries와 xylene으로 탈수시킨 후 paraffin(56°Cmeltingpoint)에
embedding하였다.얼굴의 단면을 5㎛ 두께로 serialcross section을 하였으며
paraffin제거 후 hematoxylin과 eosin(H&E)으로 염색한 후 관찰하였다.

222...DDDMMMAAATTT 비비비드드드 매매매식식식

닭 배아의 frontonasalmass의 mesenchyme에 매식할 비드제작을 위해 Affi-Gel
blueagarosebeads(100~200meshes,150㎛ diameter,Bio-Rad,Hercules,USA)
를 PBS에 3번 washing 한 후에 protein kinase CK2 억제제인 DMAT
(2-dimethylamino-4,5,6,7-tetrabromo-1H-benzotriazole)에 적셔 상온에서 20분 동
안 처리하였다.대조군은 DMSO (Dimethylsulfoxide)를 사용하였다.H-H st25
의 배아에 DMAT를 적신 bead를 frontonasalmass의 globularprocess부분의
subepithelialmesenchyme에 매식하고 (Fig.1)38℃ incubator에서 알맞은 stage
까지 배양하여 4% PFA에 고정하고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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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BeadimplantationinH-H stage25chickembryo
(DMAT,DMSO beadswereimplantedintothesubepithelialmesenchymeon
thefrontalmass)

333...형형형태태태적적적,,,골골골격격격적적적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표표표현현현형형형 분분분석석석 (((PPPhhheeennnoootttyyypppiiiccc
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ssskkkeeellleeetttaaalllaaannndddmmmooorrrppphhhooolllooogggiiicccaaalllccchhhaaannngggeeesss)))

비드매식 후 H-H st40까지 배양한 배아의 안면 외형의 변화를 관찰한 후
skeletalstainingsolutions이 용이하게 골격에 침투 되도록 눈과 피부 등을 제거
하고 100% ethanol및 100% acetone에서 각각 4일 동안 고정한 후 증류수에
rinse하였다.
뼈와 연골의 염색을 위해 embryo를 10일 동안 AlizarinRed/AlcianBlue용액
(1 volumeof0.3% Alcian Blue8 GX in 70% ethanol,1volumeof0.1%
AlizarinRedS in95% ethanol,1volumeofaceticacid,and17volumeof
PBS)에 처리하였다.
보다 세밀한 관찰을 위한 전자 현미경 검사를 위해 DMAT bead를 매식한
embryo를 2.5% glutaraldehyde/0.1M sodium cacodylate에 4°C로 12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osmium tetroxide/0.1M sodium cacodylate에 postfixationgraded
ethanolseries로 탈수시키고 조직이 잘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PolaronE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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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tercoater를 이용하여 Touisimis(Samdri-790)와 gold를 코팅하였다.조직은
JSM-35C scanningelectronmicroscope(SEM,S-4500;Hitachi,Tokyo,Japan)
을 이용하여 관찰되었다.

444...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검검검사사사 (((IIImmmmmmuuunnnooohhhiiissstttoooccchhheeemmmiiissstttrrryyy)))

H-H st 26과 27의 닭 배아에 PBS로 희석한 5㎎/㎖ BrdU 100㎕
(5-Bromo-2’-deoxyuridine;Sigma,USA)등의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위한 분주 후
에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고,4% paraformaldehyde로 고정하였다.Wax처
리 후 5㎛ 두께로 section하였으며 sectionedembryo는 dewaxing처리하여 3%
hydrogenperoxideinmethanol에 상온에서 10분간 blocking후 5% horseserum
in PBS에서 10분간 처리하고,anti-BrdU (1:100;Becton-Dickinson,Franklin
LakesUSA)처리 후 4℃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였다.Biotinylatedanti-mouse
IgG (1:100;VectorLaboratories,Inc.Burlingame,USA)를 처리하여 37℃에서 30
분간 반응시키고,HRP-conjugatedstreptavidin(1:200;VectorLaboratories,Inc.
Burlingame,USA)을 상온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Finaldetection에는 DAB(3,3’
–diaminobenzidine)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USA)를 사용하였다.절편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및 사진 촬영하였
다.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mediated
dUTP-dioxygeninnick-end-labeling)assay는 embryo의 paraffinsection을 사용
하여 paraffin을 녹이고 rehydration처리 후 10㎍/㎖ proteinaseK inPBS에 20분
간 반응시켜 TdT buffer에 담가 상온에서 5분 동안 두었다. Terminal
deoxynucleotidyltransferase(TrevigenInc.,Dollas,USA)가 첨가된 TdT buffer
에 조직절편을 담가 37℃에서 60분 동안 반응시킨 후 labeledstreptavidinHRP
solution(TrevigenInc.,Dollas,USA)에 10분간 반응시켰다.Detection에는 DAB
(3,3’–diaminobenzidine)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Inc.
Burlingame,USA)를 사용하였다.



- 6 -

ProteinkinaseCK2,β-catenin,Snail,E-cadherin등의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위해
sectionedembryo는 조직 표본을 56℃에서 15분간 방치하여 paraffin을 녹인 후
xylene용액에서 10분간 paraffin을 제거하고 95%,90%,70% ethanol과 증류수에
순차적으로 함수하였다.3% H2O2로 10분간 endogenousperoxidase의 활성을 제거
한 후 5% horseserum inPBS에서 10분간 처리하고,면역조직화학 검사로 확인
하고자 하는 primary antibody를 처리 후 4℃에서 2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iotinylatedanti-mouseIgG anti-rabbitIgG (H+L)(1:200;VectorLaboratories,
Inc.Burlingame,USA)를 처리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horseradish
peroxidase(HRP)- conjugated streptavidin (1:200;VectorLaboratories,Inc.
Burlingame,USA)을 상온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Finaldetection에는 DAB
(3,3’-diaminobenzidine)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USA)를 사용하였으며 절편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555...WWWhhhooollleee---mmmooouuunnntttiiinnnsssiiitttuuuhhhyyybbbrrriiidddiiizzzaaatttiiiooonnn

Whole-mountinsituhybridization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시행되었다.DMAT
비드를 이식한 배아를 검사하고자 하는 stage에 4% PFA inPBS에 4℃에서 16시
간 동안 고정한 후 100% methanol에 담가 -70℃에서 보관하였다.시편을
rehydration한 후 3% H2O2 in PBT (PBS + 0.1% tween 20)을 처리하여
digoxygenin-UTP로 label한 후 antisenserriboprobes를 65℃에서 hybridization
시켰다.Detection을 위해 ALP-conjugated anti-digoxygenin antibody (Roche
Diagnostics,Mannheim,Germany)를 처리하여 4℃에서 16시간 반응시킨 후 ALP
(BCIPandNBT;Promega,Madison,USA)로 발색시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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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닭닭닭 배배배아아아에에에서서서 정정정상상상적적적인인인 입입입술술술의의의 형형형성성성

닭에서 입술의 발생은 정상적인 입술 발생 시기로 알려진 H-H stage25경에 시
작되어 외측 비돌기와 전비 돌기가 먼저 접근하고 난 후 상악돌기와 구상돌기가
접근한다.H-H stage26에서 전비돌기와 상악돌기,외측 비돌기 등의 부위에서
최외층 서로 접근하는 부분 (peridermallayer의 세포들)의 일부 상피세포의 형태
는 다소 둥글게 변하면서 돌출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세포와 세포사이의 결합도
불규칙해진 것이 관찰되었다 (Fig.2A-F).닭의 배아가 H-H stage27이 되면 전
비돌기의 외측면에 있는 구상돌기의 형태가 보다 분명해지고 커지며 서로 마주보
는 상피는 직접 접촉하면서 두 상피층의 구분이 어려워진다.이 접촉면의 상피세
포는 핵이 희미해면서 주변 세포들끼리의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더 많은
peridermalcell들이 좀더 둥글고 돌출된 형태를 보이며 일부 상피 부위에서는
basementmembrane근처의 연속성이 깨지고 일부 주변 세포들의 소실이 관찰된
다. 돌기의 융합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각 돌기를 싸고 있는 상피층이 소실되며
간엽세포로 연결되면서 주위 돌기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2
G-R).
ProteinkinaseCK2가 입술 발생 시에 융합되는 부위의 상피층에서 발현되는 양
상은 정상적인 닭 배아의 상피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상피층과 상피세포
의 변화 양상과 연관되어 나타났다.CK2는 주로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 발현되고 일
부 세포들에서는 핵에서까지 발견되었으며,근접한 돌기의 상피층에서는 특별히 기저
막 부위가 불규칙해진 부위에서 극적으로 감소되었다.일부 간엽세포에서도 발현은
확인되었으며,상피 접촉이 일어나 두 상피층이 하나로 되면 발현이 크게 감소되는 것
으로 관찰되어 proteinkinaseCK2가 상피의 융합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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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HistologicalchangesatH-H st26,27and28normalchickembryo
(A-F)H-H st26(G-L)H-H st27(M-R)H-H st28(Level1,2,3)coronal
serial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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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ExpressionofproteinkinaseCK2atH-H st26and27normalchick
embryo
(A,B,G)H-H st26(B,E,H)H-H st26+(C,F,I)H-H st27(Arrows)
CK2positive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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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DDDMMMAAATTT 비비비드드드 매매매식식식 후후후 닭닭닭 배배배아아아의의의 골골골격격격 및및및 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 변변변화화화
(((EEExxxttteeerrrnnnaaalllaaannndddssskkkeeellleeetttaaalllmmmooorrrppphhhooolllooogggiiicccaaalllccchhhaaannngggeeesssaaafffttteeerrrttthhheee
bbbeeeaaaddd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

DMAT를 적신 비드를 H-H stage25의 닭의 배아에 매식한 후 H-H stage
26시기에 관찰하여 보면,비드를 매식한 측의 전비돌기와 상악돌기는 서로 명
확히 구별된 반면 비드를 매식하지 않은 쪽은 바닥에서부터 서로의 돌기가 중심
부에서 서로 만나 융합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4A-C,Fig.5).
대조군으로 DMSO비드를 매식한 배아를 살펴 보면,각 돌기의 융합이 배아의
발생 stage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 관찰되었으며 (Fig.5)H-H stage27에서
는 두 돌기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돌기간의 거리도 가까워 졌지만 DMAT 비드
를 매식한 쪽의 돌기 사이에서는 아직 상피층이 합쳐지는 과정이 관찰되지 않았
다 (Fig.4D,E,Fig.5).
닭의 배아가 성체가 되었을 때 대조군의 DMSO 비드를 매식한 경우에서는 정
상적인 발생이 관찰 되었으며 (Fig.4J-L)DMAT 비드를 매식한 쪽에서 약간
입술 부리가 패인 듯이 짧게 형성된 것은 관찰되었지만 완전한 구순 파열이 관
찰되지는 않았다 (Fig.4I).DMAT 비드를 이식한 후 성체가 된 닭을 연조직
뿐 만 아니라 경조직을 염색 후에 관찰한 결과에서도 구순 파열과 심한 골 결손
등의 기형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Fig.4M-O).
DMSO 비드를 매식한 경우와 정상 발생의 닭 배아의 입술 융합부위를 SEM
사진 상에서 비교하면 DMAT 비드를 매식한 경우 구상돌기와 상악돌기 사이에
위치한 상피에서 형태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DMSO 비드를 매식한 H-H
stage26의 배아에서 보면 정상적인 돌기 융합에 해당하는 소견을 발견할 수 있
었는데,전비돌기와 상악돌기,외측 비돌기 등의 부위에서 서로 접근하는 부분의
일부 상피세포의 형태는 다소 둥글게 변하면서 돌출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세포
와 세포사이의 결합도 불규칙해진 것이 관찰되었다 (Fig.5B,F,J,N,R).한편
DMAT 비드를 투여했던 배아에서는 전비돌기의 상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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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이 둥글게 돌출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서,H-H stage27의 DMSO 비드 매
식 배아에서는 전비돌기의 외측면에 있는 구상돌기의 형태가 보다 분명해지고
커지며 접촉면의 상피세포는 원주형의 형태로 관찰되는 반면 (Fig.5D,H,L,
P,T)DMAT 비드를 매식한 배아에서는 비드에 인접한 부위나 떨어진 부위에
서 상피 세포들인 peridermalcell들이 둥글게 돌출하는 양상이 심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Fig.5A,C,E,G,I,K,M,O,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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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ExternalmorphologicalchangesatH-H st26,27and40afterthebead
implantation
(A-C)DMAT-st26(D-F)DMAT-st27(G-I)DMAT-st40(J-L)DMSO-st
40(M-O)DMAT (A,D)DMAT beadimplantedsite(Arrow)Slightdefectin
chick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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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Scanningelectronmicroscopicexternalmorphologicalchangesafterthe
beadimplantation
(A,E,I,M,Q)DMAT-st26(B,F,J,N,R)DMSO-st26(C,G,K,O,S)
DMAT-st27(D,H,L,P,T)DMSO-st27(I-L,Q-T)High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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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DDDMMMAAATTT 비비비드드드 매매매식식식 후후후 닭닭닭 배배배아아아에에에서서서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변변변화화화

DMAT 비드를 발생 중인 닭 배아의 frontonasalmass의 간엽조직에 매식 후 비
드 가까운 돌기 융합부위의 상피세포를 관찰하였으며 조직학적으로 상피 세포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적인 입술 발생부위의 상피세포에 비해 상피가 융합되고
세포가 소실되는 과정이 변화되고 지연된 것을 알 수 있었다.H-H stage26에서
DMAT 비드를 매식한 배아의 조직 표본과 정상 대조군을 H-E염색을 통하여 관
찰해 보면 비드를 매식하지 않은 쪽의 경우 및 DMSO 비드를 이식한 대조군의
경우 상피층의 기저막이 변하면서 상악 돌기부위 상피의 바깥쪽의 표면세포층이
불규칙해지고 융합이 일어나는 돌기부위가 편평해진다 (Fig.6B,D-F).하지만
DMAT를 매식한 쪽의 경우는 서로 접근하는 돌기의 상피세포의 형태가 다소 둥
글게 변하면서 돌출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고 filopodia로 추정되는 섬유조직들
이 세포 주변에 나타나며 세포와 세포사이의 결합도 불규칙해지는 양상 등이 관
찰되지 않았던 SEM 소견과 같이 peridermallayer의 양상이 편평하고 비교적 매
끈한 표면이 관찰되었으며 peridermal세포의 모양에도 변화가 없었고 상피층의
두께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Fig.6A,C).닭의 배아가 좀 더 자란 H-H
stage27인 경우를 관찰하여 보면 DMAT를 매식한 쪽의 경우에는 비록 상피층이
얇아지면서 상피층이 간엽 조직과 분리 되려는 양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두 상
악돌기와 비돌시 사이의 간엽조직은 상피층에 의하여 명확히 구별되어져 두 돌기
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Fig.6G,I).반면 반대측의 정상 입술 발생부위 및 대
조군의 DMSO 비드를 이식한 경우를 살펴보면 두 돌기 사이의 상피층이 소실되
면서 두 돌기의 간엽조직이 연결되어 서로 융합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6
H,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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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HistologicalchangesatH-H st26and27afterthebeadimplantation
(A,C,D)DMAT-st26(B,E,F)DMSO-st26(G,I,J)DMAT st27(H,K,
L)DMSO st27(C,E,J,K)Beadimplantedsite(Arrow)Separatedprocess
byepithelial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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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검검검사사사 (((IIImmmmmmuuunnnooohhhiiissstttoooccchhheeemmmiiissstttrrryyy)))결결결과과과

DMAT 비드를 매식한 닭의 배아의 경우에 상악돌기와 비돌기를 구분하고 있는
상피층이 유지 되면서 두 돌기 사이의 융합이 부분적으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
았다.proteinkinaseCK2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통하여,DMAT비드를 매식한 실험
군과 DMSO비드를 이식한 대조군과 비교해 보면 DMAT를 매식한 조직보다 대조군
에서 positive인 세포가 증가된 양상이 관찰되어 DMAT에 의해 닭의 배아의 입술 발
생 부위에서 CK2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7,8).
CK2가 DMAT에 의해 억제되었는지 확인 후 이 억제된 CK2가 Wntsignaling과
관련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β-catenin,Snail.E-cadher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였다.H-H stage26의 배아에서 β-catenin및 H-H stage26,27
에서 시행된 Snail의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를 관찰하여 보면 대조군인 경우 닭
배아의 조직 표본에서 β-catenin,Snail에 positive인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며
DMAT 비드를 매식한 배아의 조직 표본에서는 β-catenin,Snail에 positive인 세
포가 적게 관찰되었으며 이제 융합되려는 mesenchymalbridge인접부위의 상피
세포에서는 보다 뚜렷이 염색되었다 (Fig.9,10).E-cadherin은 Snail과 Wnt/β
-cateninsignalingpathway를 통해 조절됨으로써 발현이 변화되는데 E-cadherin
의 경우에 H-H stage26의 DMAT 비드가 매식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비
드 근처 돌기의 상피층에서 분명하게 염색되었다 (Fig.11).
이러한 입술 발생시 두 돌기의 상피층이 융합되지 않는 원인이 세포의 증식이나
세포의 사멸에 있는지 TUNEL과 BrdU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하여 관찰하였으
며 H-H stage26,27에서 TUNELassay를 이용하여 DMAT 비드를 매식한 실험
군과 DMSO 비드를 이식한 대조군을 비교하면,DMAT 비드를 매식한 쪽의 돌기
부위에서 DMSO를 이식한 부위에 비해 두 돌기를 구분 짓는 상피 조직층에 염색
된 세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Fig.12).BrdU의 경우는 입술 발생 부위 중
DMAT 비드가 이식되지 않은 돌기부위의 간엽 조직에서 많이 염색된 소견이 관
찰되었으며 DMAT를 매식한 배아의 돌기부위의 상피층과 간엽 조직에서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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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Fi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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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ImmunohistochemistryforproteinkinaseCK2atH-H 26
(A,C,D,G,H,K,L)DMAT-st26(B,E,F,I,J,M,N)DMSO-st26(C,E,
G,I,K,M)Bead implanted site (C,G,K)Reduced CK2 expression in
epithelial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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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ImmunohistochemistryforproteinkinaseCK2atH-H 27
(A,C,D,G,H,K,L)DMAT-st26(B,E,F,I,J,M,N)DMSO-st26(C,E,
G,I,K,M)Bead implanted site (C,G,K)Reduced CK2 expression in
epithelial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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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Immunohistochemistryforβ-cateninatH-H 26
(A,C,D,G,H,K,L)DMAT-st26(B,E,F,I,J,M,N)DMSO-st26(C,E,
G,I,K,M)Beadimplantedsite(C,G,K)Reduced β-cateninexpressionin
epithelial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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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ImmunohistochemistryforSnailatH-H 26and27
(A,D,E,J,K,P.Q)DMAT-st26(B,F,G,L,M,R,S)DMSO-st26(C,H,
I,N,O,T,U)DMAT-st27(D,F,H,J,L,N,P,R,T)Beadimplantedsite
(D,J,P,H,N,T)ReducedSnailexpressioninepithelial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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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ImunohistochemistryforE-cadherinatH-H 26
(A,C,D,G,H,K,L)DMAT-st26(B,E,F,I,J,M,N)DMSO-st26(C,E,
G,I,K,M)Bead implanted site (C,G,K)High positve expression for
E-cadherininepithelial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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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ImmunohistochemistryforTUNELassayatH-H 26and27
(A,D,E,J,K)DMAT-st26(B,F,G,L,M)DMSO-st26(C,H,I,N,O)
DMAT st27(D,F,H,J,L,N)Beadimplantedsite(J-O)Highmagnitude(D,
J,H,N)Highpositiveexpressioninepitheliallayer

Fig.!3.ImmunohistochemistryforBrdU atH-H 26
(A-C)DMAT-st26(A)Beadimplantedsite(A)Reducedpositiveexpression
inepitheliallayerandmesechymal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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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IIInnnsssiiitttuuuhhhiiibbbrrriiidddiiizzzaaatttiiiooonnn결결결과과과

입술의 발생과 관련된 많은 유전인자들이 밝혀졌으며 그 중에서 AP2, Bmp4, 

Msx1, Fgf8 등을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하여 DMAT 및 DMSO 

비드를 매식한 배아조직에서의 발현을 살펴보았다. DMAT를 매식한 실험군과 

DMSO 대조군에서 여러 인자들의 발현을 살펴보면 DMAT를 매식한 닭의 배아에

서 DMSO를 매식한 대조군에 비해 CK2 및 Wnt singnal과 관련있다고 알려진 

AP2의 발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4 A-D). 반면에 Bmp4, Msx1, 

Fgf8 등의 발현은 DMAT 비드를 매식한 경우와 DMSO 비드를 이식한 경우가 

크게 다른 것으로 관찰되지는 않았다 (Fig. 14 E-P). 

Fig.14.InsituhybridizationforAP2,Bmp4,Msx1,Fgf8atH-H st26and27
(A,E,I,M)DMAT-st26(B,F,J,N)DMSO-st26(C,G,K,O)DMAT st
27(A-D)AP2(E-H)Bmp4(I-L)Msx1(M-P)Fg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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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기형의 종류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입술의 기형은 악안면
부위에 기능적 심미적으로 심한 장애를 일으킨다.얼굴에 생기는 기형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얼굴의 초기 발생과정에 대한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규명이 요
한다.입술의 발생 과정을 보면 양쪽의 상악돌기와 내측 비돌기가 만나 윗입술을
형성하게 되고 좌우 양쪽 하악돌기의 중간엽들이 합쳐짐으로써 아랫입술이 형성
되며 좌우의 내측 비돌기가 서로 만나 윗입술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Jugessur
andMurray,2005).
구순파열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되는데 상악 돌기와 내측 비돌기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측 비돌기와 내측 비돌기의 융합이
실패하여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입술파열의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별
할 수 있다.유전적 요인으로서는 TGF ,TGF 2& 3,MSX1,B-celllymphoma
3(Bcl3),FGFR1,andtheretinoicacidreceptoralpha(RARA)등의 유전 인자
결함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환경적 인자로서는 phenobarbital,diphenylhydantoin
등의 항경련제 사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MurrayandSchutte,2004;Vieiraand
Orioli,2001).
하지만 입술 파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입술의
발생 시 돌기들이 근접한 후 상피가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 또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근접한 상피가 사멸하여 융합되거나 또는 상피가 간엽조직으로 변하거나
상피가 주위로 이동한다는 등의 설이 있으나 어느 하나로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으며 어쩌면 이러한 세포 사멸이나 상피-간엽 전이,상피의 이주 등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근접한 구개상피가 그 사
이에 있는 상피조직이 소실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되고 (Ferguson,1988;
MurrayandSchutte,2004),내측 비돌기와 외측 비돌기의 융합 시에 상피세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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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엽조직 세포들로 바뀌며 (GaareandLangman,1977;Trasler,1968),상악돌
기와 내측 비돌기가 만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피가 간엽조직으로 대체된
다고 보고되었다 (Sun등,2000;Wang등,1995).Sun등 (2000)은 닭의 배아에서
입술의 융합과정을 TEM과 TUNEL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상피의 세포가 건강
하고 TUNEL 양성반응인 세포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5,
6-carboxy-2,7-dichloro.uoressceindiacetatesuccinimidylester를 이용한 닭 배
아의 입술융합시의 상피에 대한 라벨링 연구에서 내측 비돌기와 상악돌기가 융합
되고 난 후에 라벨링된 상피세포가 간엽조직과 유사한 세포로 변하여 있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상피세포가 간엽세포의 성질을 얻는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EMT)현상은 발생과 관련하거나 암 등의 질환과 관련해서 관찰되며
EMT 신호전달로 상피세포의 phenotype의 변화 및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cellcontactinhibition및 cytoskeleton에 변화가 생긴 후 간엽세포의 형태를 보인
다 (Palacios등,2005).Kalluri등 (2003)은 EMT에 관련된 proteome연구에서
Snail,Slug,Scratch,SIP1,E47,Ets,FTSbP,PhoB,FSP1,TGF-β,FGF-1,-2,
-8, MMP-2, -9, Vimentin, αSMA, Fibronectin, Collagen Ⅰ, Ⅲ, PAI-1
Thrombospondin 등의 단백질이 유지되거나 많아지고,E-cadherin, β-catenin,
Desmoplakin,Muc-1,ZO-1,Syndecan-1,Cytokeratin-18등의 단백질이 감소하면
서 EMT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발생과 마찬가지로 안면부의 발생과정 역시 세심한 조화가 이루어져야하는
과정이며 발생과 관련된 여러 유전인자와 molecularpathway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안면부위의 형태적 및 기능적 결손을 야기하게 된다.
안면과 입술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전달로는 BMP (Bone
morphogeneticprotein)pathway,FGF(Fibroblastgrowthfactors)pathway,Shh
pathway,Wntpathway,그리고 PVRL1,IRF6등과 관련된 기타 pathway등이 있
다.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 (Cadigan and Liu,2006),Wnt/Ca2+

pathway,Wnt/polaritypathway(KohnandMoon,2005)등의 3개의 pathway로
나눠지는 Wntpathway는 신호 전달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발생개체의 기형을 유
발하고 이미 성체가 된 개체에서는 암 발생 등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유발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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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세포의 사멸,증식,이주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nt단백질과 β-catenin과의 신호전달은 초기 발생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GaoandWang,2006).Wnt는 세포 외부에서 G-protein과 PI3K 신호를
유발하는 GPCR (G-protein coupled receptor)인 Frizzled (Frz)계열 수용기와
co-receptor로서 low density lipoprotein에 관여하는 LRP (lipoprotein related
protein)수용기를 통해 신호를 유발시킨다 (Bejsovec,2000;PandurandKuhl,
2001).Dishevelled (Dsh/Dvl)단백질이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면 β-catenin이
Lef/Tcf-dependentgene등의 Wnttargetgene들을 발현시키는 한편,β-catenin을
억제하는 glycogensynthasekinase3β (GSK-3β)를 억제한다 (Jeffrey,2001).이
러한 Wnt/β-cateninsignalingpathway는 세포간의 형태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E-cadherin을 줄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 EMT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aoandWang,2006).Wnt/β-catenin신호전달의
downstream에 있는 E-cadherin은 Ca2+-dependenthomophilicadhesionmolecule
인 cadherinsuperfamily중에서 typeIcadherin으로써 세포와 세포사이의 상호 작
용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발생 과정에서 형성과 유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Peinado등,2004).
Wntsignal은 Wnt-inhibitoryfactor-1(WIF-1),Cerberus,Dkk등을 포함한 다
양한 분비 단백질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FRPs,WIF-1,Cerberus등은 Wnt단백질
에 직접 결합하여 조절하며,Dkk는 Wnt가 결합하는 세포막 LRP부위에 경쟁적으
로 결합하여 Wntsignaling을 조절한다 (Jeffrey,2001).다른 Wntsignal조절인
자로는 canonicalWnt신호전달체계의 길항제인 ICAT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Tago등,2000),Wnt/β-cateninsignaling에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protein
kinase중의 하나인 caseinkinase2(CK2)가 관련되어 있으며 Wntpathway에 주
된 조절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Ahmed등,2002;Seldin등,2005;Song등,2003).
CK2는 messengerindependentserine/threonineprotein kinase로 유전자 발현,
단백질 합성,세포증식 및 사멸,암 등의 여러 가지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DuncanandLitchfield,2008).과거 caseinkinaseⅡ로 알려진 CK2는
세포내에 있으면서 다른 세포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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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regulatoryCK2β subunits(24-28kDa)와 두 개의 catalyticsubunits,α 

or α'(37-44kDa)으로 구성되어 있다 (Litchfield,2003).CK2는 Wnt,NF-kB,
PI3K pathway를 증가시켜 anti-apoptoticprotein을 활성화 시킨다 (Izeradjene등,
2004).CK2는 배아의 발생과 성인에서 생긴 종양 등의 경우에 Wntsignaling과
관련되어있으며 β-catenin이 CK2에 의해 조절 활성화되고 (Song등,2003),
E-cadehrin의 인산화가 CK2에 의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Serres등,2000).
Wnt/β-cateninsignaling에서 CK2는 β-catenin,Dvl-2,Dvl-3등을 인산화하며,
Wnt/β-cateninsignaling/Lef-Tcfpathway에 필수적이며 (DianeH song등,2000;
GaoandWang,2006)최근 세포형태와 골격에 CK2가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CantonandLitchfield,2006).
CK2가 발생 및 종양 등의 질환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종양 등의 치료등과 관련
하여 CK2inhibitor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Ahmad등,2005;Ahmed등,
2000;Mishra등,2007).200개 이상의 substrates가 있는 CK2의 ATPsite에 직
접 작용하여 CK2를 억제하는 것으로는 Hyfroxyantraquinone/xantenone,
Flavonoids계,Halogenatedbenzimidazole,Hydroycoumarines계의 유도체들로
Apigenin,Emodin,DRB,TBB,DMAT,TBCA,IQA,Ellagicacid,Inhibitor7등
이 보고되고 있다 (Duncan and Litchfield,2008; Sarno 등,2005). 이중
Halogenatedbenzimidazole계의 유도체인 TBB는 세포 투과성이 좋고 효과가 뛰
어나 CK2에 연관된 생물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이 TBB
(4,5,6,7-tetrabromo-1H-benzotriazole)의 유도체인 DMAT가 invivo,invitro에서
TBB보다 CK2에 특이적이며 억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Pagano등,
2004).
DMAT에 의해 억제되는 CK2가 canonicalWntpathway에서 β-catenin조절에 참
여하여 입술 발생시 상피의 융합과정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술이 형성되는 과정에 CK2가 관여하
는지를 규명하고자 DMAT비드를 닭의 배아의 frontonasalmass의 간엽에 매식한
후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비드 근처의 상피에서 CK2의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Wnt/β-cateninsignaling에 영향을 주어 상피의 융합과정을 지연시키는 변화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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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드를 매식하지 않은 부위나 DMSO 비드를 이식한 대조군의 H-H
stage26에서는 일부 얼굴돌기의 상피 최외층에 있는 peridermalcell들이 둥글게 돌
출되면서 주변 세포들끼리의 연결 부위가 불규칙해지는 변화를 보였다.이러한 변화
는 입술 형성 과정의 얼굴돌기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변화로 상피세포의 세포사
에 의한 변화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전이나 특성 혹은 정확하게 세포사인지의 여
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 DMAT 비드를 매식한 배아에서는 상피세포의 형태가 둥글게 변
하면서 돌출하는 모습이 비드를 매식한 위치 주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비드에
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는 관찰되어 그 차이를 보였다.SEM 관찰에서도 비드를
매식한 부위의 주변에서는 세포와 세포사이의 결합이 불규칙해면서 peridermal
cell들의 돌출 양상이 없는 편평하고 비교적 매끈한 표면이 관찰되었다.이러한 형
태적 변화가 proteinkinaseCK2의 발현 변화와 연관될 수 있는 이유는 β-catenin
인산화를 통한 Wntsignalingpathway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포 결합의 변화가
주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뒤에서 설명할 면역조직 검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드 매식 위치에서 떨어진 globularprocess주변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한 표면과 세포의 돌출 양상을 보여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이러한 현상
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으나 비드에서 멀어져서 proteinkinase
CK2의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부위에서는 오히려 proteinkinaseCK2의 작용이
강화되는 반작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앞으로 좀 더 면밀
한 실험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닭의 배아가 성체가 되었을 때 DMSO비드의 대조군이나 DMAT비드의 실험 배아
모두 형태적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연조직 뿐 아니라 경조직 염색 후에도
구순 파열이나 골 결손 등 기형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이러한 입술 발생 결과는
일시적인 proteinkinaseCK2의 작용 제한이 약물 작용 종료 후에는 계속되지 못하
고 다시 정상 발생 과정을 찾아 나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H-Hstage26에서 약 6시간이 경과된 H-Hstage27에서는 비드를 매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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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나 DMSO비드를 이식한 대조군 배아에 비하여 DMAT비드를 매식한 배아는 상
악돌기와 비돌기를 구분하고 있는 상피층이 유지되면서 두 돌기 사이의 융합이 부분
적으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두 상피층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보이는 것
으로 보아 peridermalcell들의 변화와 두 층의 연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결된 상피층이 없어지면서 간엽세포들로 연결되는 과정에 문제를 보인 것으로 생
각되었다.
proteinkinaseCK2가 정상 닭 배아 얼굴 부위에서 발현되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
여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였다.proteinkinaseCK2는 주로 얼굴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그리고 일부에서는 핵에까지 발현되었고 간엽세포들에서도 일부 관찰되
었다.또 근접한 돌기의 상피층에서는 특별히 기저막 부위가 불규칙해진 부위에서 극
적으로 감소되며,상피 접촉이 일어나 두 상피층이 하나로 되면 발현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proteinkinaseCK2는 상피세포의 특성이 변화하는 현상
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피가 합쳐지거나 기저막이 불규칙해지는 현상과 관련
있을 것이다.이러한 관찰 소견은 prtoeinkinaseCK2에 의해 β-catenin인산화와
Wntsignalingpathway의 활성화가 일어나 얼굴돌기 상피의 특성에 변화가 일어
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DMAT를 매식한 배아의 상피에서보다 대조군에서 proteinkinaseCK2양성
인 세포가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따라서 DMAT에 의해 닭 배아 입술 발생 부위
에서 proteinkinaseCK2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 억제된 protein
kinaseCK2의 발현 변화가 다른 Wntsignaling의 구성 요소들과 관련 있는 지를 알
아보기 위해 β-catenin,Snail,E-cadher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도 시행하였다.
H-H stage26대조군에서는 β-catenin,Snail에 양성인 상피세포가 많이 관찰되었
고 DMAT비드를 매식한 실험군 배아에서는 적게 관찰되었다.반면에 E-cadherin은
실험군 배아의 상피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발현되었다.따라서 proteinkinase
CK2의 발현 변화가 일련의 Wntsignaling구성 유전자들의 발현을 변화시켜 상피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상피 소멸 과정이 저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 근접한 상피층의 peridermallayer의 불규칙한 변화나 TUNEL결과를 볼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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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세포의 세포사에서도 proteinkinaseCK2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따라서 정상 입술 발생에서 proteinkinaseCK2가 세포사 등을 통한 상피
융합과 상피층의 유지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지속적으로 protein
kinaseCK2가 억제되었을 때 근접한 돌기들의 상피층이 영구적으로 융합되지 않
는지 등에 관한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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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DMAT 비드를 매식한 닭 배아의 입술 부위의 발생학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안
면 융기의 상악 돌기 및 내,외측 비돌기의 상피가 융합,소멸하는 과정에서
proteinkinaseCK2와 Wntsignaling이 참여하여 입술 발생을 조절한다는 것을
다음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ProteinkinaseCK2는 정상 닭 배아 얼굴 발생 과정에서 상피 부위에 주로
발현하였다.얼굴 돌기에서는 상피,특히 두 돌기의 상피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강
하게 발현되었으며 상피가 융합된 뒤에는 발현이 소실되었다.

2.입술부위 돌기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proteinkinaseCK2발현을 국소적,일
시적으로 DMAT를 이용해 억제하면 입술 상피의 융합,소실은 지연되었다.이
과정의 상피 결합 부위에서는 proteinkinaseCK2와 함께 β-catenin과 Snail발
현이 모두 감소하였다.

따라서 proteinkinaseCK2는 입술 발생 과정에서 주로 상피에 발현하면서 Wnt
signalingpathway의 β-catenin/Snail을 통해 상피의 소실-유지에 관여하여 입
술 패터닝 조절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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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kinase CK2 the most extensively studied is a highly conserved 

serine/threonine kinase is ubiquitously distributed in eukaryotes, 

implicated in multiple cellular functions, tumorigenesis and transformation. 

CK2 is correlated with Wnt signaling path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ory function of CK2 related with EMT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in the lip patterning of chick 

embryos. For evauation of the CK2,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chicken embryos have been analyzed after DMAT, CK2 inhibitor treated. 

Wnt signal including CK2 is involved in the lip development,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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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usion processing of nearly facing epithelium of the facial 

prominences. When beads soaked with DMAT were implanted into the 

subepithelial mesenchyme of the frontal mass in H-H st 25 chick 

embryo, the embryos showed the absence or delayed epithelial fusion and 

disintegration to make the mesenchymal bridging in H-H 26 and 27. 

Frequently, it resulted in the slight defect between the  maxillary and 

globular process, but the final phenotype of the embryos failed to show 

the cleft lip, possibly associated with the lack of DMAT protein effect. 

Immunohistochemistry revealed that overexpression of DMAT caused the 

down-regulation of CK2, β-catenin, Snail, which is the downstream of 

Wnt/β-catenin signal pathway to control the E-cadherin. And E-cadherin, 

which mediates epithelial cell-to-cell adhesion, was shown to be 

upregulated from immunohistochemistry. Taken together, protein kinase 

CK2 as a regulatory component of Wnt signaling pathway is essential for 

the epithelium to have the developmental fusion and to make EMT at the 

maxillary process and frontonasal prominence.

Key words : proteinkinaseCK2,Epithelial-MesenchyamlTransition,

E-cadherin,β-catenin,W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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