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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입술 형성 과정 중 상피의 소멸에서  

N-acetylglucosamine 당화의 기능 

 

다양한 단백질 변형 중 하나인 당화 (glycosylation)는 당을 첨가하여 

단백질이 신호전달이나 세포의 골격 유지 및 면역체계에서 작용하도록 한다. 또 

발생 과정 중에 과혈당화에 따른 당화 조절 기능의 소실이나 부조화는 다양한 

발생 기형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당화 이상에 의한 선천성 

기형 발생은 세포사멸 (apoptosis), 반응성 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GSK-3β를 포함하는 Wnt 신호계 등이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화의 변화가 발생 과정에서 상피세포의 운명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입술 형성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발생 기전 중 Wnt 

신호계가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과당화에 의한 O-

linked N-acetylglucosamine (O-GlcNAc)의 증가는 세포질 내 GSK-3β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세포질 내 발현이 증가되어 이 결과 β-catenin 의 핵 내 

이동이 억제되면서 Snail 에 의한 E-cadherin 조절 작용이 떨어져 정상적인 

상피세포의 사멸 기전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O-GlcNAc은 정상적인 얼굴발생 과정에서 발현되며 

상피 소멸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과발현 시 상피 소멸을 지연시키며 여기

에는 Wnt 신호계 중 GSK-3 β를 비롯한 일련의 신호인자들이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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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었다. 또 과혈당증과 연관된 구순구개열은 얼굴 발생 과정 중 얼굴돌기의 

상피간 소멸 과정이 당화에 의해 변화되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심되는 말 : glycosylation, N-acetylglucosamine, O-GlcNAc,  OGA,  OGT,  

apoptosis,  W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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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형성 과정 중 상피의 소멸에서 

N-acetylglucosamine 당화의 기능 

 

<지 도 교 수 : 이 상 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백   석   기 

 

 

I. 서  론 
 

 
대부분 생명체를 구성하고 기능하는 단백질은 DNA 로부터 전사된 RNA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다양한 변형 과정 (modification)을 거친 후에야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중 하나인 당화 (glycosylation)는 단백질에 

당이 첨가되는 과정으로 단백질의 신호전달 작용이나 세포골격 및 면역체계 유지 

작용을 하도록 한다. 이중 O-linked 당화는 단백질 serine 이나 threonine OH-

기에서 당화가 일어나며, 당화된 단백질은 핵공단백질이나 신호전달 효소 및 

전사작용 등에 관여한다 (Comer, Vosseller et al. 2001; Hart, Housley et al. 

2007; Francisco, Kollin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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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발생과정 중에 당 조절 기능의 소실이나 부조화가 생기면 발생학적 

기형을 일으키거나 치명적이다. 당뇨 임신부에서 출산된 신생아에서는 약 3~5 배 

더 많이 기형이 발생되고 (Hrubec, Toops et al. 2009) 이 중 대략 40%는 

치명적인 소견을 보인다 (Arteaga, Luna et al. 2008). 그리고 당뇨로 인한 

과혈당증 (hyperglycemia)은 결국 O-linked N-acetylglucosamine (O-

GlcNAc)을 증가시키고 이차적으로 다양한 당화도 증가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Akimoto, Kreppel et al. 1999; Akimoto, Hart et al. 2005).  

과당화에 의한 발생 기형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기전은 밝혀지지 못한 채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보고들에 의하면 발생 세포에서의 세포 사멸 

기전 (Fine, Horal et al. 1999; Gareskog, Cederberg et al. 2007), Wnt 신호계 

활성화 (Moon, Kohn et al. 2004; Wang, Pandey et al. 2007; Chiquet, Blanton 

et al. 2008), 또 reactive oxygen species(ROS)의 증가 (Ornoy, Zaken et al. 

1999; Akazawa 2005; Ornoy 2007)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의 개체 발생 과정에서 입술의 형성(lip patterning)은 

3 개의 얼굴돌기가 만나는 부위에서의 상피세포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간 개재 상피 (epithelial seam)가 소멸 혹은 잔존되면 정상 

입술이나 구순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여기에는 다양한 기전이 

관여하며 그 중에는 세포 사멸이나 세포 이주 (migration) 혹은 상피-간엽 전이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가 주된 기전으로 논의되고 

있다.(Jugessur and Murray 2005; Dudas, L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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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당뇨 임산부에서 출산된 신생아들에서 왜 구순구개열 발생 

빈도가 높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 개재 상피의 잔존, 혹은 소멸과 당화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술의 발생학적 형성 

과정에서 당화의 변화가 얼굴돌기를 덮고 있는 중간 개제 상피의 운명 변화에 

관여하는지, 또 어떤 기전을 통해 상피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구순열과 과혈당증 및 과당화와의 

관계를 추론하고 구체적인 임상 연구를 수행하며 가능한 예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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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및 재료 

 

 

1. 닭의 배아 (Chick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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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자의 머리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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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으로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Histological sectioning 과 

staining 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wax embedding 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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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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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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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으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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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드 매식 (Bead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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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를 PBS 에 2 번 washing 한 후 에 약물(OGT, OGA, STZ)에 적셔 

상온에서 20 분 동안 처리하였다. 대조군은 DW 를 사용하였다. 

H-H stage 25 embryo 에 약물을 적신 bead 를 frontonasal mass 의 globular 

process 부분 subepithelial mesenchyme 에 implantintion 하고 38 ℃ 

incubator 에서 알맞은 stage 까지(18 시간 또는 24 시간) 배양하여 4% PFA 에 

Fixation 하고 microscopic analysis 를 수행하였다 (그림 1). 

 

 

 Fig. 1. Bead implantation in the chick embryo.  

OGT, OGA, and STZ soaked beads (indicated by arrow in A and B) were 

implanted into the subepithelial mesenchyme of the globular process of the 

frontal mass at H-H stage 25, as seen in the oblique lateral and front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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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적, 골격적 변화에 대한 표현형 분석  

(Phenotypic analysis of skeletal and morpholog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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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skeletal staining solutions 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피부와 눈을 제거하고 100% 

ethanol 과 100% acetone 에서 각각 4 일 동안 fixation 후 증류수에 rinse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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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7 과 28 의 embryo 는 외형변화 관찰 후 microscopic 

analysis 또는 SEM analysis 를 통해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mbryo 를 2.5% glutaradehy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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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isimis (Samdri-790) and gold coated with a Polaron E5100 sputter 

coater. Samples were examined with a JEOL JSM-35C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500; Hitachi,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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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역조직화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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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2 로 10 분간 endogenous peroxidase 의 활성을 제거한다. 5% 

horse serum in PBS 에 상온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primary antibody 를 

분주하여 4℃에서 하룻밤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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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포 사멸에 대한 TUNEL assay (TUNEL assay for the 

detection of the programmed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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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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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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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10 ㎍/㎖ proteinase K in PBS 에 20 분간 반응시켜, TdT buffer 에 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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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5 분 동안 방치하였다.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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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T buffer 에 조직절편을 담가 37℃ 에서 6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labeled 

streptavidin-HRP solution (Trevigen, Inc. USA) 에 10 분간 반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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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lingame,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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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결 과 

 

 

1. 닭 배아의 정상 입술 형성 과정 

  

입술의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H-H stage 25부터 각 시기별로 정상 닭 배

아를 관찰하였다. 입술을 주로 형성하는 3개의 얼굴돌기인 전비돌기와 외측비돌

기 및 상악돌기의 상피 세포들에서 변화가 처음 관찰되었다 (그림 2).  안면돌

기들이 가까이 다가서면서 얼굴돌기 상피의 변화가 H-H stage 26에서 관찰되

기 시작했으며, 특히 이 시기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에서는 울퉁불퉁해진 상피를 

외측비돌기 비와측 (nasal pit side)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 A). 이 부위

에서의 변화 양상을 외측비돌기와 상악돌기가 만나는 높이에서 잘라 확인한 그

림 2의 B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비돌기의 구강측 (oral side)이나 외측

비돌기-상악돌기의 비와측에서 상피층의 연속성이 끊어지며 얇아 보였고 근처 

상피 표면은 마치 부푸러기처럼 약간 올라와 있었다. 또 같은 단면을 상피 발현 

p63으로 염색하였을 때 이 부위에서 상피세포 핵 염색이 소실 또는 옅어져 있

었고 (그림 2G), 간엽에서 주로 발현되는 fibronectin으로 염색하였을 때도 이 

연속성 깨진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현이 증가되면서 상피층까지 침투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 H).   

 



１０ 

 

발생이 진행되어 H-H stage 27에 전비돌기와 상악돌기의 결합 부위를 전자주

사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두 돌기는 더욱 접근했고,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상피세

포 일부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소견이 외측비돌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그

림 2 C). 이 부위를 H-E 염색으로 관찰했을 때 두 돌기의 결합이 일어난 상태

에서 중간의 상피는 일부 소실되었으며 (그림 2D), 동일한 부위를 상피 발현 

특이성 p63으로 염색하면 상피 층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위에서 핵이 소

실되거나 옅어지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I). 또 간엽 발현을 확인한  

fibronectin 염색 상에서도 기저막 부위가 연속성을 소실하면서 일부 상피 내부

에까지 발현이 증가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림 2J).  같은 시기 다른 높이에서 

관찰한 외측비돌기-전비돌기 결합 부위에서는 상피가 거의 소실되었지만 상피

세포와 유사하게 세포질이 풍부하게 염색되어 간엽세포들과 구분되는 세포들이 

남아있었고 (그림 2F), fibronectin 염색 상에서도 두 돌기 간엽세포들이 일련

의 띠를 이루는 세포들에 의해 나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L).      

그러나 상피세포를 염색하는 p63 염색에서는 두 돌기 결합부위 상피층이 완전

히 소실되어 관찰할 수 없었다 (그림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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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lip patterning by the epithelial fusion and the gene expressions 

at the facial processes of normal chick embryos. 

The fusion of the maxillary, lateral nasal process and globular process of 

frontonasal mass was observed to make the lip, with its superfici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sectional (hist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images by the lapse of developmental stages at H-H stage 26(A,B,G,H), H-

H stage 27 (C,D,I,J), and again at H-H stage 27 (E,F,K,L) in different level.  

A) The arrow indicates the relatively rough epithelial surface at the nasal 

pit side of the lateral nasal process. 

B) The arrow indicates the string-like rough projection from the 

epithelial surface, which might be the same area as in Fig A) arrow. 

The arrowhead indicates the area of thinned epithelial layer with some 

disassociated epithelial cells. 

C) The arrow indicates the bubble-like elevated epithelial surface, which 

might indicate the cells with less intercellular adhesion and in the 

process of cell death.  

D) The arrow indicates the sloughing peridermal cells of the epithelium of 

the lateral nasal process. The arrowhead  shows the thinned epithelial 

seam between frontonasal  process and leteral nasal process with 

disintegrated epithe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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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same embryo as that of Fg C) with the dotted line indicating the 

level of histological section at Fig F, K, L). 

F) The arrow indicates the complete loss of the epithelial seam between 

frontonasal  process and leteral nasal process. 

G) The same sectional image of the Fig A and B). The arrow indicates the 

area of epithelial cells with the lost nuclear staining by p63. 

H) The same level of image as Fig A, B, and G). The fibronectin 

immunohistochemistry revealed the evident staining at the basement 

membrane of the epithelial layer (arrow) and also at the some cells of 

the epithelial layer (arrowhead). 

I)  The arrow indicates a line of nuclear arrangement at the epithelial 

seam by p63 immunohistochemistry. And the arrowhead shows the 

less distinctly stained nuclei of the epithelial cells at the nasal pit side.  

J) The same level as Fig D and I). The fibronectin staining showed the 

area of the lost continuity at the basement membrane and the 

ectopically stained cells of the epithelial seam (indicated by arrow). 

K) The same sectional image of the Fig F and L) with p63 

immunohistochemistry. The arrow indicates the area of complete 

missing epithelial nuclear p63 stainings at the middle of the joining 

frontonasal and maxilla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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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he same sectional image as Fig F, K and L). It showed the area of 

some cells that are not positively stained by fibronectin (indicated by 

arrow),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missing epithelial seam cells in 

Fig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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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입술 형성 과정에서 O-GlcNAc 의 발현 패턴 
   

정상 입술 형성 과정에서 당화에 필수적인 O-GlcNAc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 단계별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였다. 입술의 발생 초기 단계인 H-H 

stage 25에서는 갈색으로 염색되는 O-GlcNAc이 간엽세포보다 상피세포층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주로 세포질에 국한되었다 (그림 3 A,E).  

두 얼굴돌기가 접근하는 H-H stage 26에서는 상피세포 층에 O-GlcNAc의 발

현이 더욱 집중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B).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여 

epithelial seam이 형성되어 상피세포들의 소멸이 보이는 H-H stage 27에서는 

상피세포의 O-GlcNAc 발현이 감소하지만 일부 특정 세포에서는 발현이 유지 

혹은 강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3C, G).  

조금 더 발생이 진행되어 얼굴돌기의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H-H stage 27 

이후의 시기 (H-H stage 27+)에서는 소멸되어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상피층이 

있었던 부위에서 O-GlcNAc이 발현되는 간엽세포들이 일부 관찰되었고 여기서 

떨어진 간엽세포들에서는 아주 약한 발현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구강측 표면 

상피와 비와측 상피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O-GlcNAc 발현이 관찰되었다 (그림 

3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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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ression of O-GlcNAc  at H-H stage 25,26,27 and 27+ normal 

chick embryo.  (A,E) H-H stage 25,  (B,F) H-H stage 26, (C,G) H-H 

stage 27, (D,H) H-H stage 27+  

(Arrows) O-GlcNAc (brown stain) posi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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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GlcNAc 조절 후의 얼굴 형태 및 골격의 변화 

 

닭에서 입술의 발생이 시작되는 H-H stage 25에 O-GlcNAc을 증가시키는 

효소인 OGT(O-GlcNAc transferase), 당화를 제한하는 즉 O-GlcNAc을 감소

시키는 효소인 OGA(O-GlcNAcase)와 OGA를 억제하는 STZ(streptozoticin)

를 묻힌 비드를 전비돌기에 매식한 후 24시간이 경과된 배아들을 관찰하였다. 

OGT와 STZ를 묻힌 비드를 매식한 실험측 전비돌기가 정상측에 비해 위로 올라

가 상악돌기 및 외측비돌기에 붙고, 그래서 약간 찌그러지고 짧아진 것처럼 보이

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림 4A,C), OGA를 묻힌 비드를 매식한 배아에

서는 정상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B).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OGT와 STZ를 묻힌 비드를 매식한 닭 배아

를 H-H stage 40까지 키운 후 관찰한 결과 닭 배아 입술이 성장된 부리에서는 

구순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뼈염색 시 얼굴돌기의 결합부위에 해당하는 

상악골 (maxillary bone)의 중간 부위에 뼈 결손이 관찰되었다 (그림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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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ick embryo at H-H stage 27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D,G) OGT, (B,E,H) OGA, (C,F,I)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slightly shortened frontonas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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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ternal morphological changes at H-H stage 40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B,C,G,H,K,L) OGT, (D,E,F,I,JM,N)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Slight defect in chick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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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GlcNAc 조절 후 얼굴돌기의 조직학적 관찰 

 

H-H stage 25에 OGT, OGA, STZ를 묻힌 비드를 전비돌기에 매식한 후 24

시간이 경과된 배아들을 H-E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OGT를 묻힌 비드를 매식한 

경우 두 얼굴돌기 상피가 서로 만나 결합하는 소견은 보이나, 전비돌기 상피의 

배열이 가지런하고 상피세포 핵 모양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6G). 반대편 정상측 전비돌기 상피층 세포들은 배열과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이 불규칙했고 핵이 작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림 6J).  

OGA를 묻혀 매식한 배아에서도 역시 두 얼굴돌기 사이의 결합이 일어났지만 

진행 속도는 실험측이 더 빨랐다. 얼굴돌기 간엽조직은 서로 연결된 상태였고 상

피는 소실되고 있었으며 특히 실험측에서는 상피의 불규칙한 소멸 양상이 관찰

되어 정상측과 달랐다 (그림 6C,D,H,K). 

또 STZ 비드를 매식한 배아들에서는 OGT에서와 비슷한 조직 소견이 관찰되

었다. 두 상피의 결합은 일어났지만 실험측 상피층은 정렬이 가지런하고 세포핵

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반대 정상측에서는 전비돌기 상피층의 연속성

이 중간에서 끊기며 상피세포 세포질이 연하게 염색되거나 염색되지 않아 빈 채

로 보였다. (그림 6E,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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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Histological changes at H-H stage 25 after the bead implantation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Separated process by epithel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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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GlcNAc 조절 후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조직학적 형태 확인에 사용되었던 배아들에서 얻어진 다른 조직 표본을 이용하

여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였다. 우선 O-GlcNAc의 발현 변화를 실험측-정

상측에서 비교하였으며, 간엽 발현 특이성을 가진 fibronectin 및 상피 발현 특

이성을 가진 p63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하여 상피와 간엽질의 성격에 차이가 생

기는지 비교 관찰하였다. 또한 Wnt 신호계와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SK-

3β, Snail, β –catenin에 대하여도 각각 검사하였다.  

 

먼저 O-GlcNAc의 발현을 OGT 실험 배아에서 확인하였다. OGT를 투여한 실

험측에서는 상피세포의 세포질 부위에서 O-GlcNAc이 주로 발현되어 정상측보

다 진하게 염색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대측에서는 O-GlcNAc 발현이 일

부 상피층에서는 약하게, 다른 부위에서는 강하게 발현되는 차이가 있었고 상피

층이 소멸되는 부위 세포에서는 핵 내 발현이 강하고 세포질에서는 약한 발현패

턴을 보였다 (그림 7A,B,G,J).  

당화를 억제하는 OGA를 투여한 경우 실험측 상피층은 이미 소멸되고 있었고 

간엽세포와 비슷한 형태의 세포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세포들에서는 O-GlcNAc

이 세포질 및 핵에 모두 발현되어 있었다. 정상측에서는 다른 실험군의 정상측

과 유사하게 상피층이 소멸되는 부위의 세포들에서 세포질 내 O-GlcNAc 발현 

감소, 핵내 증가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림 7C,D,H,K).  

마지막으로 OGA를 제한하는 STZ를 투여했던 배아에서는 실험측 상피층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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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질 및 일부 핵에서 O-GlcNAc 발현이 관찰되었다. 정상측에서는 상피층의 연

속성이 깨진 부위 인접 상피세포들에서 O-GlcNAc의 세포질내 발현 감소, 핵내 

발현 증가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림 7E,F,I,L).   

 

간엽 발현 특성을 갖는 fibronectin으로 세 군의 조직을 확인하였다. 우선 OGT

를 투여하고 관찰하였을 때 실험측에서는 상피세포 하방의 기저막을 따라 

fibronectin이 잘 발현되었고 연속성도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그리고 상피층 내

에서의 fibronectin 발현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비드 매식부 주위에서도 발

현 감소가 뚜렷하였다. 이에 비하여 정상측에서는 fibronectin으로 염색된 기저

막의 연속성이 깨져 울퉁불퉁한 형태의 상피층 모습을 보였고, 상피층 내에서도 

fibronectin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A,B,G,J).  

OGA 투여 배아의 얼굴돌기에서는 실험측 중간 상피가 소실되면서 fibronectin

으로 표현되던 기저막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전 상피층이 있었던 부위까지도 

fibronectin이 발현되고 있었다 (그림 8C,D,H,K).  

STZ 비드를 매식한 배아는 다른 군에 비해 발생이 약간 늦어 상피의 연속성이

비교적 유지된 상태였지만 정상측의 기저막 연속성은 곳곳에서 소실되었고 형

태적으로 울퉁불퉁해진 상피층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측에서는 이와 다르

게 기저막 연속성이 잘 유지되었고 상피내 발현도 없었다 (그림 8E,F,I,L). 

 

상피세포 발현을 검사하기 위해 p63으로 세 군의 배아 얼굴돌기 조직을 염색하

였다. OGT 비드 매식 배아에서는 실험측 상피층을 이루는 상피세포의 핵이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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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둥글고 진하게 염색되어 있었으며 일렬로 가지런하게 배열된 패턴을 보였

다. 그러나 정상측에서는 상피층 연속성이 끊어져 있으면서 이 부위에는 p63으

로 염색되는 세포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 연속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부위 세

포 핵에서는 p63 염색이 약화게 염색되었다 (그림 9A,B,G,J).  

OGA로 실험한 배아에서는 실험측 얼굴돌기 간 상피의 연속성이 중간에서 깨지

면서 이 부위 세포의 p63 발현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상측에서는 

상피층 연속성이나 핵내 p63 발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에서 약간 감소된 

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림 9C,D,H,K).  

STZ 비드로 실험한 배아에서는 두 얼굴돌기 상피의 결합이 양측 모두에서 관

찰할 수 있었지만 실험측에서는 OGT의 경우와 비슷하게 상피세포 핵의 p63 발

현이 전반적으로 가지런하고 일렬로 유지되었다. 정상측에서도 p63 발현 핵들이 

가지런하게 일렬로 배열되었지만 중간 세포들에서는 p63 발현이 완전 혹은 일부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9E,F,I,L). 

  

Wnt 신호계의 중요 구성 요소이면서 당화에 의해 조절 가능한 GSK-3β에 대

하여도 면역조직화학 검사하였다. OGT 처치 배아에서는 두 돌기 상피층이 결합

된 상태에서, 연속성이 유지된 상피층의 상피세포 세포질 내에서 GSK-3β 발현

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정상측은 아직 상피층 연결 직전이어서 실험측과 

다른 상태이지만 상피세포 내 GSK-3β 발현이 전혀 없었다 (그림 10A,B,G,J).  

OGA 비드 매식 배아에서는 상피층이 중간 소멸된 상태에서 GSK-3β 발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관찰하기 어려웠고, 정상측에서는 일부 상피 연결 중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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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발현이 감소된 소견도 있었지만 다른 부위에서는 GSK-3β 발현이 유지

된 상태였다 (그림 10C,D,H,K).  

STZ 투여 배아에서는 OGT 배아에서와 비슷하게 실험측 상피층에서 GSK-3β

발현이 관찰되었고 정상측에 비해 증가된 양상이었다. 그러나 정상측에서 상피층 

연속성이 중단된 곳에서 일부 상피세포의 세포질 내에 GSK-3β 발현이 크게 

증가된 소견도 관찰되었다 (그림 10E,F,I,L). 

 

Wnt 신호계에서 가장 중요한 β-catenin에 대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확

인하였다. OGT 투여 배아에서 실험측 상피층 연속성은 유지된 상태였고 β-

catenin은 세포질 혹은 세포막에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핵 내 발현된 상피세포는 

관찰할 수 없었다. 반면 정상측에서는 결합 상피층 중간이 끊어진 채로 세포들이 

존재하였고 세포 핵 내로 β-catenin 발현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그림 

11A,B,G,J). 

OGA 비드 매식한 배아들에서도 얼굴돌기 간 상피 결합은 일어났고 실험측 중

간 상피는 소실되었으나 이 소실 부위에 존재하는 세포에서는 증가된 β-

catenin 발현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단지 소실 부위 인접 상피세포들에서만 세포

질 및 핵 내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C,D,H,K).  

또 STZ 투여 배아에서는 역시 OGT와 비슷한 소견을 보여 가지런하게 배열된 

상피층 내 상피세포의 세포질 및 핵 주변에 β-catenin 발현이 관찰되었다. 정

상측에서도 β-catenin 발현이 비슷하였으나, 핵 내 β-catenin 발현되는 상피

세포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1E,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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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t 신호계에 의해 조절받는 Snail에 대하여도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였

다. OGT 비드 매식 배아에서는 실험측 상피세포 일부에서 핵을 포함한 세포 전

체에, 다른 일부 세포에서는 세포질에만 Snail 발현이 관찰되어 다른 이전 검사

들에 비해 다양한 양상이었다. 한편 정상측에서는 상피층 중간이 일부 소실되면

서 이 부위 세포들 일부에서 아주 뚜렷한 Snail 발현이 확인되었고 다른 세포들

에서는 오히려 감소된 발현을 관찰하였다 (그림 12A,B,G,J).  

OGA를 투여한 경우 전반적으로 정상측이 실험측에 비해 Snail 발현이 증가되

었다. 실험측 상피층 소실부 근처 상피세포에서는 세포질 및 핵에 Snail 발현이 

증가하였고, 상피층이 유지된 부위에서도 일부 비슷한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

다. 특히 일부 세포에서 핵이 없이 세포질 내 산재된 Snail 발현이 관찰되었으

며 이는 OGT 정상측 상피층 소실 부위에서도 비슷한 소견이 있어 상피 소멸과

의 관련이 주목되었다. 한편 정상측 일부 상피세포들에서는 Snail의 핵 내 발현

이 진하게 확인되었고, 다른 대부분의 상피세포들에서는 세포질 내 약한 Snail 

발현이관찰되었다 (그림 12C,D,H,K).  

STZ 비드를 매식한 배아에서도 OGT에서와 비슷하게 정상측에 비하여 실험측 

Snail 발현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실험측 상피세포들에서 Snail의 핵 

내 발현은 적은 수만 관찰되었으며 정상측에서는 상피층 연속성이 깨지는 부위

에 집중적으로 핵 발현 세포들이 관찰되었다 (그림 12E,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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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munohistochemistry for O-GlcNAc at H-H stage 25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O-GlcNAc expression in epithel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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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mmunohistochemistry for fibronectin at H-H stage 25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fibronectin expression in basement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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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munohistochemistry for p63 at H-H stage 25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p63 expression in epithel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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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mmunohistochemistry for GSK-3β at H-H stage 25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GSK-3β expression in epithel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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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munohistochemistry for β-catenin at H-H stage 25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β-catenin expression in epithel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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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mmunohistochemistry for Snail at H-H stage 25  

(A,B,G,J) OGT, (C,D,H,K) OGA, (E,F,I,L)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Snail expression in epithelial layer  

  



３６ 

 

6. O-GlcNAc 조절 후 세포사멸 

 

H-H stage 25에 OGT, OGA, STZ를 묻힌 비드를 전비돌기에 매식한 후 24

시간이 경과된 배아들에 대하여 세포사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TUNEL assay

를 하였다. OGT 비드를 매식한 배아에서는 실험측이나 정상측 모두 전비돌기에

서 제한된 수의 세포사멸 양성 소견을 관찰했고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상악돌기 상피층 하방에 국소적인 세포사멸 소견을 보

였고 peridermal layer에도 비슷한 세포사멸 소견이 일부 관찰되었다 (그림 

13A,D,E).  

OGA나 STZ 투여 배아의 경우 얼굴돌기간 결합 부위 근처에서 세포 사멸 소

견이 제한적으로 관찰되었고 역시 실험측이나 정상측 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13B,F,G) (그림 13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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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UNEL assay at H-H stage 25  (A,D,E) OGT, (B,F,G) OGA, (C,H,I) STZ bead implanted site   

(Arrow) High positive expression in epithel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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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척추동물에서 입술은 구강의 입구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음식물의 섭취, 발음, 

감각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입술은 개체 발생 과정 중  3 개의 얼굴돌기, 즉 내측 

비돌기, 상악돌기와 외측 비돌기가 서로 융합되어 형성된다. 발생 초기에 내측 

비돌기와 외측 비돌기 간의 융합이 나타나고 이어서 양측의 상악돌기와 내측 

비돌기 간의 융합이 일어난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사람의 경우 발생 5 주경에 

시작되어 약 48 일경에 완성된다. 정상적인 입술 형성이 실패하면 구순열이 

발생하며 사람에서는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에 해당된다.  

정상 입술 형성 혹은 구순열 발생 과정에는 형태형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Jugessur and Murray 2005; 

Jiang, Bush et al. 2006). 일반적으로 구순열의 원인으로 흡연 , 알코올 섭취, 

비타민이나 엽산 등 약물의 남용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TGFA, TGFB3, 

MSX1, BCL3, RARA, MTHF, CYP1A1, NAT1, NAT2, GSTT1 등의 다양한 

유전인자도 알려져 있다 (Murray 2002).  

정상적인 입술 형성 기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입술 또는 

구순열의 형성이 얼굴돌기 결합 부위의 상피세포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한다. 이러한 중간 개재 상피 (epithelial seam)의 소멸 또는 잔존에 따라 정상 

입술 형성, 혹은 구순열 발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재상피의 

소멸과 관련있는 기전들 중에서는 세포 사멸 (apoptosis)이나 세포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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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혹은 상피-간엽 전이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가 주된 기전으로 논의되고 있다 (Jugessur and Murray 2005; Dudas, Li 

et al. 2007).  

단백질은 다양한 변형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백질 

변형 과정에는 인산화 (phosphorylation), 당화 (glycosylation), prenylation, 

hydrolysis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인 당화는 단백질에 당이 첨가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포도당 중 일부는 단당류인 O-linked N-acetylglucosamine (O-

GlcNAc)으로 전환되어 당화의 재료로 이용된다. 당화 과정에서 O-GlcNAc 을 

단백질에 부착 또는 제거하는 효소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O-GlcNAc 

transferase (OGT)와 O-GlcNAc glycosidase (OGA)이다. 또 이들 작용을 

억제하는 단백질들이 있어 OGA inhibitor 로는 PUGNAc (N-phenylcabamate), 

NAG-thiazoline, STZ (streptozotocin)이 있으며 OGT inhibitor 로는 BADGP 

(benzyl-2-acetamido-2-deoxy-a-D-galactopyranoside)와 Alloxan 이 

있다 (Konrad, Zhang et al. 2002; Hanover, Forsythe et al. 2005; Forsythe, 

Love et al. 2006; Lee, Alborn et al. 2006; Hurtado-Guerrero, Dorfmueller et 

al. 2008; Macauley and Vocadlo 2009; Webster, Teo et al. 2009). 

발생 과정에서 당 조절 기능의 소실이나 부조화에 의해 정상의 약 3~5 배 많이 

발생 기형을 보이고 여기에는 구순구개열이 포함된다 (Cedergren and Klln 2005; 

Arteaga, Luna et al. 2008; Hrubec, Toops et al. 2009). 과혈당화에 의한 발생 

기형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기전은 밝혀지지 못한 채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형 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세포 사멸 기전 (Fine, H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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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9; Gareskog, Cederberg et al. 2007), Wnt 신호계 활성화 (Moon, 

Kohn et al. 2004; Wang, Pandey et al. 2007; Chiquet, Blanton et al. 2008), 

그리고 ROS 의 증가 (Ornoy, Zaken et al. 1999; Akazawa 2005; Ornoy 

2007)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러 보고들에 의하면 과당화에 의한 세포 사멸 기전 작동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Fine 등은 혈당 증가로 인해 신경관 (neural tube)의 세포 사멸이 

증가되는 것을 TUNEL assay 로 확인하였다. Zhao 등은 당뇨 임신부로부터의 

신경관 결손에 따른 기형이 신경상피 (neuroepithelium)의 과도한 세포사멸과 

관련이 있으며, 이 과정의 조절인자 중 caspase-8 이 bid-stimulated 

mitochondria / caspase 9 pathway 을 활성화 시킨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Fine, 

Horal et al. 1999; Gareskog, Cederberg et al. 2007; Zhao, Yang et al. 2009).  

다른 한편에서는 증가된 O-GlcNAc 이 Wnt 신호계를 자극하여 기형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당단백질인 Wnt 는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여 그 

하위의 여러 신호들을 활성화시켜 세포의 운명 결정, 증식, 이주 및 유전자 발현 

등 다양한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 (Moon, Kohn et al. 2004; Westendorf, Kahler 

et al. 2004). Jiang 등은 Wnt 신호계가 직접적으로 안면부 발생과 입술 형성에 

관여한다고 하였고 (Jiang, Bush et al. 2006), Chiquet 등은 여러 Wnt 단백질 

중에 Wnt3A, Wnt5A, Wnt11 이 얼굴 형태 형성에 중요한 신경능세포(neural 

crest cell)의  발생과 이주에 필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Moon, Kohn et al. 2004; 

Wang, Pandey et al. 2007; Chiquet, Blanton et al. 2008). Wnt 신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β-catenin 은 기본적으로 세포 간 부착을 담당하는  cadheri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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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질 내 액틴(actin)을 연결시켜 골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세포질내에서 

인산화되어 파괴되지만, 활성화되면 핵내로 들어가 Tcf/Lef 전사인자와 결합하여 

유전자 전사 기능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Wnt 신호계의 기능을 일으키도록 한다.  

Wnt 단백질에 의하여 신호계가 활성화되면 GSK-3β가 억제되고 Axin/GSK-

3β/β-catenin 복합체가 불안정화되며 결국 β-catenin 이 인산화 되지않아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러한 GSK-3β는 Wnt 신호계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 

특히 상피 구조의 안정화에 중요하다. 특히 악성종양에서 GSK-3β가 억제된 

경우 Snail 은 상피를 안정시키는 E-cadherine 을 조절하여 상피-간엽 전이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Schlessinger and Hall 2004; Westendorf, 

Kahler et al. 2004; Bachelder, Yoon et al. 2005; Agiostratidou, Hulit et al. 

2007). 또 Wang 등은 GSK-3β에 의한 O-GlcNAc 의 조절 기능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O-GlcNAc 과 GSK-3β 인산화 부위 구조가 비슷하고 

GSK-3β가 진화적으로 보존된 serine /threonine kinase 이며 O-GlcNAc 과 

관련된 세포내 신호전달 기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O-

GlcNAc 과 GSK-3β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하였다 (Wang, Pandey et al. 

2007).  

세번째로 당화에 의한 기형 발생의 추정 기전으로는, 발생 세포로의 과도한 당 

유입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를 일으켜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 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국 이상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Ornoy 등은 선천성 기형에서 antioxidant defense mechanism 에 

중요한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CAT)의 활성이 감소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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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ROS 가 발생 장애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 (Ornoy, Zaken et al. 1999; 

Akazawa 2005; Ornoy 2007).    

그 외 당뇨 산모로부터 태아로 기형 유발 인자가 전해짐에 의해 발생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나 전달되는 신호 

물질에 대한 보고는 없다 (Eriksson 1991). 

본 연구는 당뇨 임신부에서 출생된 신생아에서 왜 구순구개열 발생 빈도가 

높은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상에서의 당화 기전과 입술 발생, 

그리고 과혈당화에 의한 당화 증가와 입술 발생의 변화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 입술 발생 상피에서의 O-GlcNAc 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고 O-GlcNAc 을 조절하는 인자들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입술 

발생 조직의 과당화 상태를 만들어 중간 개재 상피의 운명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닭 배아의 정상 입술 발생 과정 초기인 H-H stage 25에서는 O-GlcNAc 간엽

세포보다 상피세포층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세포질에 국한되었다. 두 

얼굴돌기가 근접하는 H-H stage 26에서도 상피층 발현은 유지되지만, 상피세포

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에서나 중간 개재 상피가 형성되는 H-H stage 

27에서는 상피세포의 O-GlcNAc 발현이 감소하여 시기별, 부위별 특별한 변화 

패턴을 보였다. 또 일부 특정 세포에서는 O-GlcNAc의 발현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 혹은 강화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 세포들은 상피 소멸 부위의 중심에 있

었기 때문에 O-GlcNAc과 상피 소멸 사이에는 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

었다. H-H stage 27 이후의 시기 (H-H stage 27+)에 이전 상피층 부위 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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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에서 O-GlcNAc이 더 많이 발현되고 주변 간엽세포들에서는 그렇지 못해 

상피 소멸과 O-GlcNAc의 관련성에 관한 추측을 뒷받침하였다. 

O-GlcNAc을 조절하는 효소나 이 효소의 저해제를 사용하여 조직 내 당화를 

조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배아 얼굴돌기에 적용하고 중간 개재 상피의 변화와 입술 형태 등을 관

찰하였다. 우선 O-GlcNAc을 단백질에 붙여 당화를 시키는 OGT나 당화를 감소

시키는 OGA 저해제 (STZ)를 투여한 경우 변화 패턴은 유사하였다. 실험 약 24

시간 경과 후 얼굴돌기 간의 결합이 충분히 진행된 시기에서 확인하였을 때, 실

험측 전비돌기가 정상측에 비해 위로 올라가 상악돌기 및 외측비돌기에 붙고, 그

래서 약간 찌그러지고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 형태 변화의 이유를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얼굴돌기 간의 결합이 제대

로 일어나야 이후의 길이 성장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성장 개념을 생

각한다면 짧고 비틀어진 실험측 배아 형태는 상피의 결합이 부족으로 인한 성장 

부족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형태적 왜곡은 이후의 발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닭 배아

를 H-H stage 40까지 키운 후 관찰하였을 때 닭 배아 입술이 성장된 부리에서

는 구순열이나 비틀어진 부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다. 다만 이 배아들을 뼈 

염색하였을 때 상악골의 중간 부위에 뼈 결손이 관찰되었다. 이 부위는 얼굴돌기

의 결합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얼굴돌기 결합 과정에서 당화

의 변화가 상피의 소멸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외부 표현형은 아니지만 

submucosal cleft와 같이 피부 하방 조직 연결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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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O-GlcNAc을 조절하여 당화를 변화시킨 배아를 24시간 키워 조직 단면을 검

사하였을 때 OGT나 STZ를 투여하면 얼굴돌기가 붙는 위치의 중간 개재 상피가 

비교적 유지되었고 OGA를 주면 이 상피가 빨리 소멸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상피와 주변 간엽질의 O-GlcNAc 농도에 차이가 생기면 어떤 기

전에 의해 상피층의 유지 혹은 소멸이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 결

과는 상피와 간엽을 특이적으로 표현해 주는 마커 (marker)로 본 연구에서 테

스트하였던 fibronectin, p63을 이용한 검사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p63으로 표현된 상피세포의 고유 성격이 OGT나 STZ를 이용한 실험에

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OGA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fibronectin으

로 간엽 특성을 표현하였을 때 OGT나 STZ를 투여하면 상피세포 하방의 기저막

이 잘 유지된 채로 상피층 내 fibronectin 발현도 미미하게 되었지만 OGA를 준 

배아에서는 기저막의 연속성이 깨져 울퉁불퉁한 형태의 상피층 모습을 보였고, 

상피층 내 fibronectin 발현도 확인할 수 있어 변화 경향은 뚜렷하였다. 

이러한 상피의 변화와 O-GlcNAc 변화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OGT나 

STZ로 과당화를 유도하여 상피 소멸이 지연되면 상피세포 세포질 부위에서 O-

GlcNAc의 발현이 증가되어, 정상적인 상피 소실 과정에서의 세포질 내 O-

GlcNAc 발현 약화와 일부 세포에서의 핵 내 발현이 증가 패턴과는 차이가 있었

다. 이는 과당화에 의해 증가된 세포질 내 O-GlcNAc과 상피층의 소멸 지연 사

이에는 어떤 기전인지 모르나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화에 의한 상피의 특성 유지나 소실과 관련된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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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사멸과 Wnt 신호계 관련 인자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

다. 우선 세포사멸 기전이 당화에 의해 상피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TUNEL assay를 하였다. OGT 처리 배아에서만 제한된 수의 세포사

멸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지만 정상측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실험 배아들에서는 

사멸 세포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입술 발생에서 얼굴돌기상피 간의 소멸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당화가 세포사멸 기전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또 당화에 의한 상피 운명의 변화가 Wnt 신호계 관련 인자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Wnt 신호계의 구성 요소이면서 당화되는 GSK-3β와 Wnt 신

호계에서 가장 중심 작용을 하는 β-caten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

하였다.  OGT와 STZ 처리 배아들에서는 두 상피층이 결합되었지만 연속성은 

유지되었고 이때 상피세포 세포질 내에서 GSK-3β 발현이 뚜렷이 증가되었고, 

β-catenin은 세포막 주변 세포질에서 보였지만 핵 내 발현된 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소견은 상피가 결합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GSK-3

β 발현이 감소하고 β-catenin의 핵 내 발현이 증가하면서 세포막에서 발현 감

소하는 다른 정상측이나 OGA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또 GSK-3β와 β-catenin의 결과는 상피세포 결합을 주도하고 있는 E-

cadherin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Snail의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었다. OGT나 STZ 비드를 매식한 실험측에서 전반적으로 핵이나 세포질의 

Snail 발현이 감소되지만, 정상측이나 OGA 처치 배아에서처럼 상피가 소실되고 

있는 부위에서는 Snail의 핵 내 발현이 뚜렷하게 증가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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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ythe 등과 Hart 등은 GSK-3β이 O-GlcNAc에 의해 조절 될 수 있음

을 보고하였고, Sayat 등은 O-GlcNAc 당화에 의해 핵 내 β-catenin이 억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당화에 의한 O-GlcNAc의 

증가는 세포질 내 GSK-3β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결과 세포질 내 발현이 증가

되어 이 결과 β-catenin의 핵 내 이동이 억제되면서 Snail에 의한 E-cadherin 

감소작용이 떨어져 정상적인 상피세포의 사멸 기전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생

각되었다 (Forsythe, Love et al. 2006; Hart, Housley et al. 2007; Sayat, 

Leber et al. 2008).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뇨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구순구개열이 O-

GlcNAc 당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전에 의해 입술 형성이 당화에 의

해 장해를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O-GlcNAc은 정상적인 얼굴발생 

과정에서 발현되며 상피 소멸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과발현 시 상피 소멸

은 지연되었다. 그리고 당화와 상피 소멸의 변화는 입술 형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Wnt 신호계 중 GSK-3 β를 비롯한 일련의 신호인자들이 관련된 것

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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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당뇨 신생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구순구개열의 발생 이유를 

확인하고, 정상 발생에서의 당화와 입술 발생, 그리고 과당화와 입술 발생의 

변화에 대한 관계를 실험 연구하였다.  

 

1. O-GlcNAc은 정상적인 얼굴발생 과정 중 얼굴돌기에서 관찰되었으며 상

피의 결합이 진행되면서 뚜렷하게 감소되었으나 상피 소멸 부위 일부 세

포에서는 발현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다.  

 

2. O-GlcNAc을 조절하는 인자들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입술 발생 조직의 

과당화 상태를 만들었을 때, OGT와 OGA 저해제인 STZ에 의해 증가된 

O-GlcNAc은 얼굴돌기가 붙어 상피간 결합이 일어난 후의 상피 소멸 과

정이 지연됨을 확인하였고, OGA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확

인하였다.  

 

3. O-GlcNAc의 변화에 의한 상피와 간엽 특이 표현인자들의 변화는, 조직

내 당화의 강화에 의해 지연된 상피 소멸 과정에서 상피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간엽의 특성은 뒤늦게 얻게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  당화의 변화에 의한 상피 소멸 과정의 지연과 이에 따른 입술 형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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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Wnt 신호계 중 GSK-3 β를 비롯한 일련의 신호인자들의 조절과 

관련 있으며 결국 상피의 결합이 지속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이 상피의 변화는 세포사멸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과혈당증과 연관된 구순구개열은 얼굴 발생 과정 중 얼굴돌기의 상피간 

소멸 과정이 변화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임상적 연구와 예

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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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cts 

    The influence of glycosylation by O-linked  N-acetyl glucosamine 

for the disintegration of the epithelial seam during lip patterning 

                                Baik, Seok-Kee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The Graduated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glycosylation is one of the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ignal transduction, maintenance of cell structure and 

immune systems. About 5% of all sugar are transformed into the 

monosaccharide, O-linked N-acetylglucosamine (O-GlcNAc) by the 

glycosylation. And the loss or dysfunction of glucose control mechanism 

during developmental period leads to various congenital malformation or 

lethal consequences.  

The possible underlying mechanisms of diabetes-related embryopathy 

are the apoptosis of embryonic cells, the increased reactive oxygen species, 

and Wnt signal pathway including O-GlcNAc responsive GSK-3β. So we 

supposed that changes of O-GlcNAc by hyperglycemia during the embry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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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may influence the fate of embryonic epithelial cell, and they are 

mainly attributed to Wnt signal pathway. 

From a series of experiments, we could find that an increased cytoplasmic 

O-GlcNAc by the increased tissue glucose level inhibits GSK-3β and 

subsequent decrease of the nuclear β-catenin. And the final activator of 

Wnt pathway, Snail was down-regulated to let E-cadherin maintain the 

epithelial integrity while preventing the epithelial disintegration.  

So we could conclude that O-GlcNAc is normally expressed during the 

facial developmental process and can influence the progression of epithelial 

disintegration. And these epithelial disintegration by glycosylation may be 

operated by Wnt signal pathway, especially GSK-3 β and its downstream 

signals. In addition, a new born baby with hyperglycemia due to diabetes of 

mother may have 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because of the 

changed epithelial disintegration process of facial processes by the 

modulated glycosylation.   

Key words : glycosylation, N-acetylglucosamine, O-GlcNAc,  OGA,  OGT,  

apoptosis,  W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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