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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법랑결절에서 세포사멸현상이 치아 형태형성에 미치는 영향 

 

치아의 초기 발생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피성 구조물인 

법랑결절은 다양한 신호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신호전달중심체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법랑결절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발생과정에서 세포사멸 

과정을 거치는 점에 주목하여 이 과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p21의 

억제 물질인 caspase inhibitor z-VAD을 이용하여 세포사멸 과정을 

억제했을 때의 치아 형태의 변화 양상을 알아 보았다. 이를위해 mouse 

embryo로부터 치아싹을 적출하여 이를 대조군과 z-VAD을 처리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따로 체외배양시킨 후 각각에서의 형태학적 소견과 

세포증식 및 세포사멸 양상을 비교 하였고 또한, 체외배양시킨 치아싹을 

mouse kidney capsule에 이식하여 얻은 치아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z-VAD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세포사멸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조군과 실험군의 치아조직 간에 세포증식의 양상과 조직학적인 

소견에는 차이가 없었다. 

3. 실험군의 치아의 전체적인 형태는 대조군의 치아에 비해 교두의 높이가 

낮아지고 너비가 커진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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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macrodontia와 같은 치아의 

형태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을 구명하는 연구분야에 훌륭한 기초의학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이 되는 말 : 법랑결절, 세포사멸, 치아 형태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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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랑결절(Enamel Knot)에서 세포사멸(Apoptosis)이 

치아형태형성(Tooth morphogenesis)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정 한 성> 

차  윤  근 

 

Ⅰ. 서  론 

 

사람 치아의 형태학적 복잡성은 진화의 복잡한 양상과 유전적 부여를 반영하며 

치아의 형태이상은 유전적인 영향 또는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선천적 치아결손 (congenital dental missing)이나 기형치아 

(malformed tooth) 같은 형태 이상이 사람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중 

셋째큰어금니 (3rd molar)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퇴화의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고 

그 형태의 변이가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치과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 유치나 영구치 자체의 형태 이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치아 

초기 발생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근 치아의 형태 발생 기전에 관한 연구는 mutant mice와 이를 이용한 조직 

배양 실험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치아 발생 과정 각 

단계를 조절하는 분자 생물학적 기전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치판 (dental 

lamina)에서 치아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고, 치아의 형태 형성이 어떤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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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생쥐의 치아는 개시 (initiation), 형태발생 (morphogenesis), 분화 

(differentiation)의 단계를 거치면서 치아라는 기관을 형성하게 된다 (Thesleff와 

Nieminie, 1996). 치아는 생쥐 태생기 (mouse embryonic stage, E) 10~11 발생 

초기에 상피조직이 부분적으로 두꺼워진 판 (placode)을 형성하면서 형태 발생이 

시작된다. 이후 E12~13 시기에 두꺼워진 상피조직이 외배엽성간엽조직 

(ectomesenchyme)에 함입되면서 싹모양을 이루며 (싹모양기, bud stage), E14~15 

시기에 치아의 상피조직은 치아싹 (tooth bud) 주변에 밀집된 

외배엽성간엽조직으로 인해 모자 모양으로 증식되어 모자모양기 (cap stage)에 

접어든다. 이후, E16~17 시기에 치성상피의 접힘 (folding) 과정을 통해 종모양의 

치아싹으로 발생되어 (종모양기, bell stage) 치관 (crown)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  

치아 발생 과정 중 싹모양기에서 모자모양기로의 전환은 치아의 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치아 형태 발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때 치아싹의 속치아상피 (inner enamel epithelium, IDE)가 접히게 되는 부위에서 

법랑결절(enamel knot)이 형성되며 (Thesleff 등, 1997), 이 부위에서는 Sonic 

hedgehog (Shh), Bone morphogenetic proteins (Bmp-2, 4, 7), Fibroblast growth 

factor-4 (Fgf-4)와 같은 여러 신호전달 물질들이 발현된다 (Thesleff와 Sah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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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이러한 신호 전달 물질들은 notochord, apical ectodermal ridge, zone of 

polarizing activity에서도 발현되기 때문에 법랑결절 이 치아 형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신호전달의 중심 부위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신호전달 물질들의 분비를 

통해 상피조직과 간엽조직 간에 시공간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치아형태 형성 및 다른 외배엽기원 부속기관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Tickle 등, 1975; Smith, 1993; Liem 등, 1995). 치아싹에서 처음 

나타나는 법랑결절을 일차 법랑결절(primary enamel knot)이라 하며,  이 부위는 

모자모양기로 진행되면서 세포사멸 (apoptosis)에 의해 바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법랑결절이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이차 법랑결절(secondary enamel knot)이라 

한다 (Jernvall 등, 1998). 이는 미래의 어금니 교두 (cusp)가 될 부분의 꼭대기가 

되며, 1차 법랑결절과 같이 세포증식 (cell proliferation)을 하지 않고, Fgf-4가 

발현되며 세포사멸 또한 일어난다 (Vaahtokari 등, 1996; Coin 등, 1999). 어금니의 

모양은 치아가 성장함에 따라 법랑상피 (enamel epithelium)가 불균형적으로 

자라나 형성되는 교두의 다양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여러 교두를 갖는 

치아에서는 1차 법랑결절이 사라진 후 2차 법랑결절이 새로이 형성되어 향후 

교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법랑결절에서 세포사멸 현상이 G1/S transition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p21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Jernvall 등, 1998). 법랑결절에서 p21이 발현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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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사실로서, 이는 법랑결절의 출현을 알리는 초기 탐식자가 될 수 있으며 

p21 발현은 세포가 분할을 중단하고 최종분화를 시작함을 의미한다.  

치아를 포함하여 외배엽성 기원기관 예를 들면, hair, mammary gland, tongue, 

kidney, feather 등은 상피-간엽조직 상호작용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Thesleff 등, 1995). 

실험적으로 분리된 치성 상피 세포에서 Bmp-4에 의해 p21의 발현이 유도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Jernvall 등, 1997). 그러나 Bmp-4는 법랑결절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오로지 치성 간엽조직에서만 발현되므로 p21이 상피-간엽조직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세포 분화유도물질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간엽조직의 Bmp-4 유도에 의해 p21이 법랑결절에서 발현되면 여기서 다시 Bmp-

4의 발현이 뒤따르고 이후에 법랑결절에서 세포사멸이 일어나게 된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세포사멸은 법랑결절에서 신호전달물질이 지속되는 기간을 조절하는 

기전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Jernvall 등, 1997). 그러므로 이러한 세포사멸 

과정이 붕괴된다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랑결절에서 세포사멸이 치아 형태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aspase inhibitor인 z-VAD-fmk (benzyloxycarbonyl-

Val-Ala-Asp-fluoromethyl ketone)을 처리하여 조직 배양한 치아에서 형태, 

조직학적인 변화와 세포증식, 세포사멸, 유전자 발현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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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건강한 ICR mouse로서 (주)대한바이오링크에서 

구입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물사육실에서 온도 22±1oC, 습도 55%에서 

12시간 명암 교대하면서 일반식이 와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여 사육하였다. 이들 

mouse는 임신을 위하여 저녁 7시부터 10시경까지 암수 한마리씩 합사하고 교미를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8시에 분리하고 암컷의 질전 (vaginal plug)을 확인하고 

이날을 임신 0일 (embryonic day 0, E0)로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13.5 시기의 

mouse embryo를 대상으로 아래턱 (mandible)에서 치아싹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72개의 치아싹 중 대조군은 24개, 실험군은 48개를 사용하였다.   

 

 

 2. 체외조직 배양 (in vitro organ culture) 

 

가. 대조군 

E13.5 mouse 아래턱에서 적출한 24개의 대조군 치아싹을 금속망 (metal 

mesh)에 올리고 배지 (Dulbecco’s minimum essential medium, DMEM, (Bio 

Whittaker, USA, 12-640F) + 2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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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44)만을 첨가 한 후, 37℃ CO2 incubator에서 체외조직 배양하였다. 모든 

배지에는 100U의 penicillin/ml와 0.1mg의 streptomycin/ml가 첨가되었다.  

체외조직 배양된 치아싹을 0, 24, 48, 96시간에 걸쳐 조직, 형태학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치아 발생 과정을 알아보는 기준으로 삼았다.  

 

나. 실험군 

E13.5 mouse 아래턱에서 떼어낸 48개의 치아싹에 caspase inhibitor인 z-

VAD-fmk(benzyloxycarbonyl-Val-Ala-Asp-fluoromethyl ketone, FK-009 Z-

VAD(OMe)-CH2F O-METHYLATED, Lot# G10, MW. 467, 1mg, ENZYME 

SYSTEMS PRODUCTS)를 DMSO (dimethyl sulfoxide, Sigma D-8418)에 50mM 

stock 용액으로 제조하여 분주한 후, -70℃에 보관하였다가 체외조직 배양할 때 

설정농도에 따라 medium에 첨가하였다.  

실험군에는 z-VAD-fmk의 final concentration을 25μM, 50μM, 100μM로 각각 

배지에 첨가하였고 이를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z-VAD을 제거하고 4일간 (96h) 

더 배양하여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3. Hematoxylin-Eosin (HE) 염색 

 

모든 대조군과 z-VAD을 처리한 실험군의 치아조직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4% PFA 

(paraformaldehyde)에 고정시킨 후, 파라핀에 포매하여 박절기 (Microm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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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사용하여 7µm 두께로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하여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4. 세포증식 (cell proliferation) 분석 

- PCNA immunohistochemistry (Neo Markers antibody) 

 

대조군과 z-VAD을 처리한 치아 조직을 4% PFA에 고정시킨 후, PBS로 2시간 

washing한 후, 15%, 30% sucrose/PBS에 넣고 30분간 rocking하였다. 이를 다시 

50% OCT compound/PBS에 넣고 1시간 동안 그대로 둔 후, 액체질소 (liquid 

nitrogen)에서 frozen block을 만든 다음, Cryostat을 이용하여 10μm 두께로 

절단하여 슬라이드 표본을 만든 후 -20℃에 보관하였다.  

슬라이드 표본을 37℃에서 한 시간 정도 건조 시킨 후, PBS로 5분씩 두 번 

washing하여 Digest-All에 상온에서 30분간 담가 두었다가,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고 blocking solution (Kit : A solution)에 30분간 담가 두었다.  

이후, 일차항체 (PCNA Ab-1, MS-106)를 A 용액으로 1:200 희석하여 4℃에서 

O/N 반응시킨 후,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였다. 일차항체 처리를 마친 

슬라이드에 다시 이차항체 (Kit : B solution)를 한 방울을 떨어뜨려 30분간 

반응시켰다. 모든 항체 반응은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여 중지시켰다.  

이후, Streptavidin-HRP (Kit : C solution) 한 방울을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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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로 5분간 세 번 washing하여 Mayor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을 시행하였다. 

모든 염색 과정이 끝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탈수 및 봉입을 시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5. 세포사멸 (apoptosis) 분석 

 

동결절편을 통해 제작한 슬라이드를 PBS로 5분씩 두 번 washing 한 후, 

endogenous peroxidase의 활성을 멈추기 위해 0.3% H2O2 가 포함된 methanol에 

30분간 담가두었다가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고 0.1% Triton-X100이 

포함된 PBS에 2분간 처리한 후,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였다. 이후 

TUNEL reaction mixture (Bottle 1 : Bottle 2 = 1 : 9)에 넣고 37℃에서 60분간 

반응시킨 후,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고, converter-POD solution에 담근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PBS로 5분씩 세 번 washing 하였다. 반응이 

모두 끝난 슬라이드에 증류수 1ml당 solution A, B, C (Zymed Kit)를 각각 한 

방울씩 넣어 만든 DAB solution을 처리한 후, 증류수로 다시 5분씩 세 번 

washing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모든 염색 과정이 끝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탈수 및 봉입을 시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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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식 (transplantation) 

 

체외조직 배양을 시행한 모든 대조군과 실험군의 치아싹은 mouse kidney 

capsule에 이식하여 석회화 된 치아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Fig. 1).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to produce calcified tooth after z-VA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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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입체현미경적 소견 

 

대조군의 치아는 배양 초기에 올챙이 모양의 치아싹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발생이 진행되면서 올챙이 모양의 치아싹의 머리 부분이 첫째어금니 (first molar, 

M1)로, 꼬리 부분은 둘째어금니 (second molar, M2)가 될 부분으로 점차 크기가 

성장하였으며, 첫째어금니의 성장이 둘째어금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100μM 

z-VAD을 처리한 실험군의 치아조직은 체외조직배양을 시행한 후 48시간 

이전까지는 대조군과 같은 정상적인 발생을 보였으나, 4일째부터는 실험군의 일부 

치아조직에서 둘째어금니가 생성되지 않는 소견을 관찰하였다 (Fig. 2). 

 

2. 광학현미경적 소견 

 

가. Hematoxylin-Eosin (HE) 염색 

대조군의 치아조직은 종모양기 시기의 세포분화 현상, 즉, 치아유두 (dental 

papilla), 속치아상피 (inner dental epithelium), 중간층 (stratum intermedium), 

별모양층 (stellate reticulum), 바깥치아상피 (outer dental epithelium) 등 5개의 

세포층으로 분화된 양상을 보였다. 치아유두에 가까운 치아기관 (dental organ)의 

속치아상피 층의 일부 세포에서는 세포질의 축합, 응축현상과 세포핵이 분절화되어 

다형태성의 양상을 보이는 세포사멸체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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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rphological observation of in vitro cultured teeth under the dissecting 

microscope. Note that the second molar was not formed in the z-VAD treated 

tooth after 96 hours(*). Mes: Mesial, Dis: Distal, M1: first molar, M2: second 

molar 

 

z-VAD을 처리한 실험군의 치아조직에서도 대조군의 치아조직과 마찬가지로 

종모양기의 치아싹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치아싹의 모양에 있어서는 

대조군의 치아가 둥근 공모양인 데 반해, z-VAD을 첨가한 치아조직은 납작하고 긴 

모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실험적 오차인지 z-VAD에 의한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조군의 치아유두에서 세포들이 사멸하는 현상은 z-VAD에 의해 

억제된 양상을 보였다.  

CONTROL 

Mes 

Dis 

* 

M1 

M2 

z-VAD 

0 h  96 h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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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NA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caspase inhibitor z-VAD에 의한 세포증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z-VAD을 

처리한 실험군의 치아조직과 대조군의 치아조직을 PCNA 항체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한 결과, 대조군과 z-VAD 처리 실험군에서 모두 PCNA에 반응하는 

세포들은 속치아상피 (inner dental epithelium)와 치아유두 (dental papilla)의 일부 

세포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났다 (Fig. 3).  

 

다. TUNEL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caspase inhibitor z-VAD에 의한 세포사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z-VAD을 

처리한 치아조직과 대조군의 치아조직을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labeling) 방법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세포사멸이 일어난 치아유두 부분과 속치아상피 일부에서 

세포사멸체들이 밀집되어 나타났으나 z-VAD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세포사멸이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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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proliferation detected by PCNA antibody immunohistochemistry in 

histological sections of  mouse teeth cultured for 2 days in vitro from E13.5 

first lower molar in control medium (left) or in the presence of 100μM of z-

VAD-fmk (right) and post-cultured in control medium for 5.5 days(both). 

arrows: PCNA positive cells (Magnifications : ×1000). 

 

Fig. 4. Apoptosis detected by TUNEL staining in histological sections of mouse 

teeth. Apoptotic bodies(arrows) appeared broadly in the IDE and the dental 

papilla of the control tooth (left). Whereas apoptosis was completely inhibited 

by z-VAD-fmk treatment (right) (Magnification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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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식하여 얻은 치아조직의 형태학적 소견 

 

E13.5 mouse embryo의 아래턱뼈에서 치아싹을 적출하여 48시간 동안 z-

VAD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mouse kidney capsule에 삽입하여 3주 후에 석회화 

된 치아를 입체현미경과 광학현미경으로 그 형태를 관찰하였다.  

대조군의 치아는 정상적으로 6개의 교두를 가진 치관의 형태를 보였다. 

실험군에서 25μM z-VAD을 처리한 치아 조직은 교두의 모양이나 수가 대조군과 

유사하였으나, 50μM z-VAD을 처리한 치아 조직은 교두의 모양은 대조군과 

유사하였으나 전체적인 치아의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100μM z-VAD을 처리한 치아 조직은 50μM 을 처리한 후 이식하여 얻은 

치아조직에 비해 치관의 너비가 더 크고 교두가 매우 낮았다. 또한 이 

실험군에서는 둘째어금니가 생성되지 않거나 첫째어금니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 5). 

mouse kidney capsule에 이식하여 석회화 된 치아조직을 탈회시킨 후, 

조직표본을 만들어 HE 염색을 시행한 결과, 대조군과 z-VAD을 처리한 실험군 

치아조직 모두에서 풋상아질 (predentin), 상아질 (dentin), 상아질세관 (dentinal 

tubule), 외피상아질 (mantle dentin) 등과 같이 정상 치아에서 관찰되는 구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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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orphology of the calcified teeth . In vitro culture tissue put into 

the mouse kidney capsule, and then after 3 weeks taken out. (Magnifications : 

×63) 

 

 

 

 

 

 

 

 

 

 

 

 

 

Fig. 6. Histological sections of the calcified teeth. The z-VAD treated tooth has 

predentin, dentin, dentinal tubules and mantle dentin (arrows, from left to right) 

similar to control tooth. 

(Magnifications : left ×400, right ×1000) 

Dentinal tubule 

Dentin 

Predentin Mantle dentin

CONTROL 

50µM z-VAD  100µM z-VAD

25µM z-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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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한 기관의 발생은 다른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어 발생하며, 따라서 치아의 

발생과정은 치아 자체의 발생의 이해 뿐만 아니라, 다른 머리목 부위 발생과정의 

이해에도 중요하다. 더욱이 치과임상 중 소아치과학 분야에서 접하는 치아 

형태이상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출생전 치아발생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치아의 발생과정중 치아싹기와 모자모양기에는 법랑결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것의 형성은 간엽조직에 의해 조절되며, 법랑결절에서는 fgf-9(Kettunen과 

Thesleff, 1998),fgf-4(Jernvall등, 1994),bmp-2, bmp-4, bmp-7과 

shh(Vaahntokari등, 1996b)이 발현되며, 치아 형태형성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치아 교두의 성장을 조절하며(Jernvall등, 1994), 이 부위의 세포들은 세포사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esot등, 1996; Vaahtokari등, 1996b).  

어느 기관이나 세포들이 살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세포의 죽음이 요구된다. 

원하지 않는 세포들의 제거 과정은 면역계통의 발생이나 기능과 관계된 것들뿐만 

아니라 발생이나 변태 그리고 조직의 대사회전 (turnover)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핵기관의 발생 및 생후 발육 과정 중 정상 조직을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세포 변화의 한 유형인 세포사멸 (apoptosis)은 몸의 생물학적 

평형을 유지하는 주된 조절기전 (Wyllie, 1981; Umansky, 1982; Bursch 등,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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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ker, 1991)으로 동물의 기관발생이나 곤충의 변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rr 등, 1972, 1987; Martz와 Howell, 1989; Williams, 

1991).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세포사멸은 법랑결절에서 신호전달물질이 지속되는 기간을 

조절하는 기전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으나, (Jernvall 등, 1997) 그동안은 

법랑결절에서 세포사멸이 진행된다는 사실외에 그것이 갖고 있는 발생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Coin등은 법랑결절에서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체외배양하여 얻어진 치아가  정상 

치아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체외배양 4일에 얻어진 치아에서 주로 

조직학적인 차이를 비교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치아조직을 체외배양 4일 후  

mouse kidney capsule에 이식하여 얻어진 대조군의 치아조직과 세포사멸 억제 

처리군의 치아조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발생중인 치아 조직에 z-VAD을 첨가한 결과 법랑결절에서의 세포사멸과정이 

억제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z-VAD 첨가에 의해 뚜렷한 조직학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세포증식도 z-VAD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z-VAD을 처리한 치아와 대조군의 치아는 모두 정상적인 상아질 (dentin)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형태학적으로는 z-VAD을 처리한 실험군의 치아의 형태가 

대조군에 비해서 교두의 높이가 낮고 치관의 너비가 더 큰 특징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형태 변화는 z-VAD의 농도가 커질수록 더 심해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치아 발생 과정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피성 구조물인 법랑결절에서의 세포사멸 

과정만의 억제로는 치아 발생의 전반적인 진행을 크게 훼손시킬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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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치아와는 다른 형태의 치아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포사멸 과정이 

억제된다는 것은 없어져야 할 세포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세포들이 부여된 역할은 다 할 것이므로 계속적인 치아 발생은 진행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세포들이 차지한 공간으로 인해 간엽세포들의 교두 쪽으로의 

성장이 방해되어 교두의 높이가 낮아지고 또한 이차 법랑결절의 생성부위도 

측면으로 밀려 치관의 너비가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하면, Fig. 7에 모식도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상치아 발생시에는 세포증식과 

세포사멸이 균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z-VAD을 처리할 경우 이중 세포사멸 

과정이 붕괴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치아는 정상 치아에 비해 교두의 높이가 

낮아지고 치관의 너비가 커졌다. 이런 면에서 임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치아의 

형태이상의 원인을 찾을 때 법랑결절에서의 세포사멸과정의 장애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세포사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자생물학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치아의 형태형성 변화에 관여하는 지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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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mmary of z-VAD treatment during early toot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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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법랑결절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발생과정에서 세포사멸 과정을 거치는 

점에 주목하여 이 과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p21의 억제 물질인 caspase 

inhibitor z-VAD을 이용하여 세포사멸 과정을 억제했을 때의 치아 형태의 변화 

양상을 알아 보았다. 

1.  z-VAD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세포사멸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조군의 치아조직과 실험군의 치아조직 간에 세포증식의 양상과 조직학적인 

소견에는 차이가 없었다. 

3. 실험군의 전체적인 치아의 형태는 대조군의 치아에 비해 교두의 높이가 

낮아지고 치관의 너비가 커진 양상을 보였다. 

 

종합하면, 본 실험은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macrodontia와 같은 치아의 

형태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을 구명하는 연구분야에 훌륭한 기초의학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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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optosis in enamel knot; implication for tooth morphogenesis 

Yoon-Geun Cha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an-Sung Jung) 

 

Enamel knot, the transient epithelial structure in early tooth development is 

known as the signaling center. 

During normal development, the cells of enamel knot are on the process of 

apoptosis, which is induced by p21. 

In this study,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tooth shape were examined after 

inhibition of apoptosis using caspase inhibitor z-VAD known as an inhibitor of 

p21. For this we detached the tooth bud from mouse embryo and divided them 

into control group and z-VAD treated experimental group. Then we compared 

each one in regard to the morphological changes and  the features of cell 

proliferation and apoptosis, after in vitro culture. In addition, the morp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eeth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ere 

compared after the transplantation of in vitro cultured tooth buds into mouse 

kidney capsu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poptosis was completely inhibited by z-VAD , while no effects on cell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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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 histological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control and z-VAD treated 

group. 

3. Morphlogically, the diameter of tooth was widened and cuspal height was 

shortened, especially in 100µM  z-VAD treated group compared with 

control one. 

 

By extension, this study can be the experimental model in the field of 

morphological anomaly, associated with macrodontia  

Keywords : enamel knot, apoptosis, tooth morph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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