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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흰쥐의 발치와에 이식된 태아 치아싹의 발육

정상적인 치열의 형성 및 치아의 생성과정을 분석하고 실제로 임상

에 적용하기 위해 치아의 발생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치아의 발생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체내와 생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치아싹을 배양할 수 있으며 특히 생체내에서 전방안구, 신피막하

부, 피하조직, 이낭, 경골간 수질, 포유류 지방패드, 고환내 부위, 비

장 등과 같은 다양한 부위가 치아싹이식의 공여부로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식된 태아 치아싹의 석회화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구조

로 발육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그리고 악골 자체가 새로운 이식공

여부로 사용가능한지 알기 위해 흰쥐의 발치와에 치아싹을 이식하여 

치아의 형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성숙한 흰쥐의 상악 

제 1구치를 발거한 발치와에 13.5일된 태아쥐의 치아싹을 이식한 후 

4, 8주 후에 희생하여 조직학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이식된 치아싹에서 상아질, 백악질, 치수, 치주인대의 소견을 갖는 

석회화된 조직이 형성되었다.

2. 형성된 경조직 및 연조직은 정상적인 치아형성과정에 비해 늦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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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보 으며 유착 및 골양상아질(osteodentin)과 같은  비정상적 

조직이 관찰되었다.

3. 석회화된 조직은 8주내에 악궁으로 맹출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

다.

본 실험을 통하여 성숙한 흰쥐의 악골에 동종의 치아싹을 이식하여 

석회화된 조직으로 발육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정상치아에 비

해 늦은 발육 및 비정상적인 조직형성 등을 나타내었다. 정상적인 형

태와 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악골, 치아싹, 이식, 치아형성, 발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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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의 발치와에 이식된 태아 치아싹의 발육

<지도교수 최 병 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장  석  철

Ⅰ. 서 론

근대 이전의 치의학의 역사는 주로 병소가 있는 치아를 발거하고 결

손된 부위에 보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러한 점은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수복학이나 근관치료학의 발전이 불

과 40여년 만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의치의 

인공치로 동물의 치아, 상아, 골 또는 사체에서 얻은 치아, 타인의 치

아 등이 사용되어 왔지만 많은 한계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보철 수복 이외에도 임플란트 수복이나 자가치아이식이 결

손된 치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미 임상에

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치아 결손 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아의 형성 및 치아의 생성과정을 분석하고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치아의 발생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Lumsden과 Buchanan, 1986; Slavkin과 Diekwisch, 

1996; Maas와 Bei, 1997; Thesleff와 Mikkola, 2002). 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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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은 상피-간엽 상호작용, 분화, 형태발생, 광화 등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수반하며 세포의 분화, 증식, 이동, 조직 간의 상호작용, 형태

발생운동, 세포소멸, 그리고 세포분화를 포함하는 시공간적으로 제한

된 세포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최근

에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완전

한 묘사는 이른 실정이다 (Thesleff와 Sharpe, 1997).

발생중인 포유류의 치아싹은 생체내와 생체외에서 배양될 수 있으며 

발생이 계속 진행되어 경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Willis, 1935; 

Gaunt와 Miles, 1967). 이러한 원칙 하에서 치아싹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왔다. 일찍이 Glasstone(1954, 1967) 등은 생

체외 배양방법을 사용해서 치아싹의 형태분화를 연구하여 악골과 치아

싹 내에 형태형성 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 다. 또한 Kollar와 

Baird(1969)는 13-16일의 태아생쥐의 치아싹을 사용하여서 생체외

에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로 치아유두(dental papilla)내에

서 치아형태를 구성하는 특성을 발견했고, Koch(1967)는 치아싹이 

순차적인 분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층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는 것을 설명하 다.

생체외에서 치아싹을 배양하면 치아발육의 환경을 정 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아싹의 지속적인 발달을 관찰하는 데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치아싹을 전방안구 (Lumsden과 

Buchanan, 1986; Kollar와 Baird, 1970a,b; Yoshikawa와 

Kollar, 1981; Granholm, 1984; Richman과 Kollar, 1986),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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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하부 (Bartlet과 Reade, 1973; Prime과 Reade, 1980a,b; 

Morio, 1985), 피하조직 (Ivӑnyi, 1965; Weinreb등, 1967; 

Klein, 1971; Riviere, 1984), 이낭 (Riviere등, 1971), 경골간 

수질 (Weinreb등, 1967; Barrett과 Reade, 1981b), 포유류 지방

패드 (Riviere등, 1971), 고환내 부위 (Gerber등, 1972), 비장 

(Isizeki등, 1987)등의 다양한 이식부위에서 이식하여 관찰하 다. 

이러한 다양한 위치에서 이식된 치아싹의 발육이 모두 가능한 이유는 

치아싹 이식의 성공이 조직액의 투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식된 

조직을 투과하는 혈관을 통한 풍부한 혈류와 산소의 존재와 연관됨을 

나타낸다 (Isizeki등, 1987).

이러한 접근은 조직 재조합 실험에서 조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기본적인 면역학적 접합성이나 치아의 발육과정, 

특히 경조직 형성과정에서의 상피-간엽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에는 유

용하지만 이식부위들이 기본적으로 이소성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

골내에서 치아가 형성될 때 주변 조직에서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기 위

해서는 한계점을 갖는다. 더 나아가 이소성부위에 이식을 시행할 경우 

생체내 정상적인 치주조직 내에서 정상 세포의 발생능력을  발현할 수

도 발현 안할 수도 있지만 악골로 치아싹을 이식하며 좀 더 정상적인 

치아싹의 발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흰쥐의 발치와에 치아싹을 이식하여 

조직학적 및 방사선학적 소견을 관찰함으로서 악골이 치아싹 이식의 

공여부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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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태아쥐의 하악 제 1구치가 적출되어 숙주에서 발거한 발치와로 삽입

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건강한 흰쥐(sprague dawley)로

서 (주)샘타코에서 구입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물사육실에서 온

도 22±1℃ , 습도 55%에서 12시간 명암 교대하면서 일반식이와 충분

한 양의 물을 공급하여 사육하 으며 이식 후 4주후에 5마리를 희생

하 으며 8주후 4마리를 희생하 다. 치아싹을 적출한 흰쥐는 임신한 

날을 임신 0일(embryonic day 0, E0)로 정하여 임신 13.5일의 흰

쥐를 대상으로 아래턱에서 치아싹을 적출하여 성숙한 수컷의 상악에 

이식하 다.

1. 제공 조직

이 연구에서는 13.5일 된 태아쥐의 아래턱에서 적출된 치아싹이 제공 

조직으로 사용되었다. 치아싹은 phosphate-buffered solution(PBS)

안에서 현미경 관찰 하에 절제되었다 (Fig 2). 절제된 치아싹은 

Millipore(Millipore corporation, Bedford, Mass., U.S.A.)를 사

용하여 금속망(metal mesh)에 올리고 배지(Dulbecco's minimum 

essential medium, DMEM(Bio Whittaker, USA, 12-640F)+ 

20% FBS(fetal bovine serum, GIBCO, USA, 16000-044)를 

첨가한 배지에 올려 술식시간동안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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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logic observation of tooth germ(Embryonic day: 

13.5) under the dissecting microscope

2. 이식 술식

400g의 체중을 지니는 성숙한 수컷 흰쥐가 숙주로 사용되었다. 숙주 

흰쥐는 마취액(ketamine: roumpen: saline=17: 3: 20)을 복강으

로 주입하여 마취하 으며(100g당 0.375㎖), 상악 좌측의 제 1구치

의 주변부에 치주인대 절단을 시행하고 치아를 발거하여 즉시 방사선 

사진을 촬 하고 잔존치근의 유무를 확인하 다. 이후 준비된 치아싹

을 발치와에 삽입하고 5-0 mersilk를 사용하여 봉합했다. 술 후 발거

된 치아 주변부의 구강점막은 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조직의 

괴사소견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으로서는 치아를 발거하지 않은 흰쥐와, 치아를 발거하 으나 

치아싹을 이식하지 않은 가장실험(sham operation)을 한 흰쥐를 모

두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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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 수행된 실험군은 전체 9마리가 관찰되었으며 실험 4주후에 5

마리, 8주후에 4마리를 관찰하 다. 대조군으로는 발치하지 않고 즉시 

희생시켜 정상적인 조직을 관찰한 1마리와 정상적인 실험과정을 거친 

후 즉시 희생시킨 한 마리, 발치 후에 치아싹을 이식하지 않고 발치와

의 치유를 살펴보기 위해 2주후에 희생한 2마리를 관찰하여 정상적인 

실험군과 비교하 다. 



- 7 -

3. 결과조직의 평가

희생된 모든 흰쥐의 상악이 분리되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4% 

PFA(paraformaldehyde)에 고정되었다. Formic acid-sodium 

formate ( 8N formic acid와 1N sodium formate를 혼합한 용액)

에서 3일간 탈회하 으며 탈수후에 파라핀으로 포매하고 박절기

(microtom Co., U.S.A.)를 사용하여 7㎛의 두께로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하여 통상의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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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처리하지 않은 제 1구치 조직

연속절단을 통해 관찰된 제 1구치는 정상적인 치아구조인 상아질, 

치수, 백악질, 치주인대가 모두 관찰되며 탈회된 법랑질층이 보이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보 다. 

2. 가장실험군

숙주 흰쥐의 상악 좌측 제 1구치를 발거된 후에 1마리를 즉시 희생

시켰다. 발치와 주변의 뼈는 정상적인 조직학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

으며 주변부로 혈병과 세포덩어리들이 관찰되었다. 제 2구치와 제 3구

치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2주후 2마리가 다시 희생되었으

나 발거된 제 1구치 부위에서는 치유조직이외에 어떤 치아조직도 관찰

되지 않았다 (Fig.3). 

3. 실험군

전체 9마리의 실험군 중 4마리에서 치아형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4마리 중 두 마리는 실험 4주후 희생한 흰쥐 으며 나머지 두 마리는 

실험 8주후 희생한 흰쥐 다. 치아발생의 소견은 나머지 5마리에서 나

타나지 않았으며 방사선촬 결과 치아형성소견을 나타낸 흰쥐를 조직

학적으로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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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학적 소견

 4주후 희생한 흰쥐의 방사선학적 관찰에서 발치와의 전방부에서 방

사선 불투과성 부위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외형은 타원형에서 원형

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크기에 있어서는 성숙한 제 2구치의 

1/4 가량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인 방사선 투과도를 통해 

관찰한 결과 완전한 석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미성숙한 양상을 나타냈다 (Fig. 4).

 8주후 희생한 흰쥐의 방사선학적 관찰에서 발치와의 전방부에 약간

의 치아형태를 띠는 방사선 불투과성 부위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외

형은 4주된 흰쥐의 방사선 불투과성 부위에 비해 다소 치아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방사선 투과도에 있어서 주변의 성

숙한 치아에 비해 현저히 투과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치근형성이 다소 관찰되었으며 방사선 불투과성 부위의 전체적인 

외형이 정상치아의 맹출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5).

나. 조직학적 소견

 제 1구치 부위에 이식된 4개의 치아싹이 정상적인 치아형성의 과정

에 비해 시간적으로 뒤떨어진 조직학적 형성을 나타내었다. 9개의 숙

주 중 4마리에서 치아형성의 소견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변치아의 맹

출 방향에서 벗어난 위치를 보이고 있었다.

 치아형성이 나타난 표본의 조직학적 소견 상에서 상아모세포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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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상아질의 내면에 배열되어 있는 상아세관을 포함하는 상

아질의 침착이 관찰되었고, 그 주변으로 주로 입방형이거나 방추형의 

백악모세포를 포함하는 세포성백악질로 구성된 백악질이 나타났다 

(Fig. 6). 그 이외에도 샤아피섬유(sharpey's fiber)로 연계된 치주

인대가 형성되어 정상적인 치아와 조직학적으로 유사한 형태들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상아질의 주변부로 상아세관이 드문드문 발견되고 불규칙하

며 세포가 봉입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골양상아질(osteodentin)

과 같은 형태의 비정상적인 상아질이 발견되었으며 (Fig. 7), 백악질

과 뼈가 직접 유착된 소견 (Fig. 8)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견들도 관찰

되었다.

 상아질내에 형성된 치수강내의 치수세포는 길게 연장된 핵을 지니

는 섬유아세포와 유사한 방추형세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치수 

내에서 새로 형성된 모세혈관 및 내부의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었다.

 형성된 석회화형성구조 주변의 치조골은 발치 후 뼈의 침착이 이루

어져 형성된 조직을 둘러싸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석회화형성구조 

주변부의 상피조직에서 종종 내강내에 케라틴과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

는 낭종이 형성된 소견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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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치아발생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해가 이소성 부위에 치아싹을 이식

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흰쥐에서의 동소성 부위

(orthotopic)에 이식한 연구는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두 차례 

보고된 바 있다 (Hewage와 Heaney, 1990; Carlile등, 1998). 그

러나 이 또한 신생흰쥐의 치아싹을 적출한 발생중인 악골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저자는 이번 시도가 성숙한 흰쥐의 발치와를 이용한 첫 치

아싹 이식실험으로 생각한다.

설치류에서 치아발생의 유도능은 수많은 재조합배양과 상피와 간엽

의 재조합이식실험 등에서 보이듯이 치아형성의 단계에 따라 구강상피

와 간엽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llar와 Fisher, 1980; Mina

와 Kollar, 1987; Lumsden, 1998). 태아생쥐의 하악구치의 유도

능는 E9, E10에서 하악구강상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E10과 E11에서 하악구강상피에서 간엽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

작하고 E11일 경에 간엽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Mina와 

Kollar, 1987). 흰쥐에서의 치아발생은 생쥐에 비해 2일 정도 뒤쳐져 

있으며, 또한 E13.5시기는 싹모양기(bud stage)에서 모자모양기

(cap stage)로 이환되는 시기로 치아의 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

기이며, 이때 치아싹은 속치아상피(inner enamel epithelium, 

IDE)가 접히게 되는 부위에서 법랑결절(enamel knot)이 형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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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호전달물질 (sonic hedgehog(Shh),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2,4,7), fibroblast growth factor-4(Fgf-4))이 발

현되어 치아형태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다른 외배엽기원 부속기관의 발

생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흰쥐에서 E13.5시기는 치아 이식후

의 치아형성의 조직학적 분석 및 형태학적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로서 치아싹 이식의 적기라 할 수 있다.

초기 치아의 발생 기간동안 치아싹은 환경적 요소에 특히 민감하다. 

Baume 등(1954)은 갑상선을 제거한 흰쥐에서 법랑기가 부분적으로 

퇴화하며 전치의 맹출률이 45% 감소함을 보고했다. Schour(1943)

는 부갑상선을 제거한 흰쥐에서 상아질이 저광화되는 것을 보고하

다. 다른 중요한 조절요소가 치아의 발생기간 동안 치수의 신경분포에

도 관여한다. Avery 등(1971)은 하치조신경을 절제할 경우 흰쥐 절

치의 상아질이 균일하게 형성되지 못함을 보고하 다. 

Flemming(1952)은 초기에 이식된 조직에서 혈관이 재형성되고 기

질화 되기 위해서 숙주에 의해 이식조직이 받아져야만 하며 그 이후에 

법랑모세포와 상아모세포가 구조화된다고 언급했다. Hoffman(1952)

도 또한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다. 이식 수여부의 회복은 전적으로 숙

주의 생존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식부의 성숙은 정상적인 치아성장과

정에 비해 다소 늦은 양상을 나타냈다.

이식된 치아싹 조직이 석회화된 치아조직으로 성장 및 성숙하기 위

해서는 조직액의 투과가 아닌 조직전반에 혈류와 산소가 공급되는 것

이 필수불가결하다. 몇 몇 혈류가 풍부한 조직으로의 치아싹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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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실험연구(Bartlett과 Reade, 1973; Weinreb등, 1967; Klein

등, 1971; Riviere와 Hildmann, 1973)에서 이식 후 4일 이내에 

정상치아형성보다 다소 빠른 풋상아질(predentin)의 형성을 나타낸 

반면 이번 연구의 전반적인 치아형성은 정상 치아싹의 치아형성시기에 

비해 늦추어졌는데 이는 혈류의 양이 다른 이식공여부위에 비해 적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식된 치아싹 조직은 지속적인 분화 및 조직형

성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학적으로 완전한 치아의 형태를 발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낸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로 Lumsden이나 Buchanan의 연구(1986)에서 보이듯이 치

근의 완전한 형성과 치주조직, 골조직까지 형성하기 위해서는 치아싹

을 포함한 아래턱조직 전체를 이식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

되기 때문이다. 이미 성숙한 흰쥐의 치조골은 정상적인 치아를 형성하

기 위한 발생능력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로 제한된 발치와 공간이 치아형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이소

성 부위에 비해 견고한 치조골이 정상적인 치아형태를 공간적으로 제

한하여 낮은 형태의 분화를 나타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Bartlett과 Reade, 1973; Weinreb등, 1967; 

Klein등, 1971; Riviere와 Hildmann, 1973)에 의해 행해진 치아

싹 이식실험에서 종종 나타난 골양상아질이 이번 실험에서도 관찰되었

다. Prime과 Reade(1980), Richman과 Kollar(1986)은 골양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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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치수세포나 상아모세포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다. Ten Cate와 

Mill(1972)은 골양상아질이 치낭의 결합조직에서 기원한 세포에서 발

생된다고 생각했다. Rivierre 등(1971)은 골양상아질의 형성이 외과

적 손상으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이번 연구에서 치근표면에서 골양상아질이 상아질과 혼재되어 형성되

는 골양상아질로 생각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완전한 치근이 형성되지 않은 사실을 골양상아질이 형성된 것과 연관

하여 고려할 때, 골양상아질이 형성될 경우 치근성장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과거의 학설과 일치한다.

뼈조직이 치근과 직접 결합된 유착소견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소견이 관찰된 원인은 치아조직이 맹출하지 않아 유착이 발생할 수

도 있으며, 반대로 유착으로 인해 맹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행연

구로서 치아싹을 이식할 때 치아싹의 위치를 악골내의 정상적인 위치

로 매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간구되어 정상맹출이 가능한

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방법을 통해 소아치과 역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치아의 

형성과 맹출에 대한 새로운 동물실험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아의 형성은 치아의 결손, 맹출이상, 이상형성 등과 같은 임상적 문

제와 긴 하게 연관된 연구분야로서 더 많은 연구를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실험모델이 필요하다.

본 실험방법이 치아형성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모델로 인정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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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완전한 치아의 형성과 맹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공조직과 수용조직의 변형, 이식시기의 조절 등을 통해 더 많은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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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이식된 태아 치아싹의 석회화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구조

로 발육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그리고 악골 자체가 새로운 이식공

여부로 사용가능한지 알기 위해 흰쥐의 발치와에 치아싹을 이식하여 

조직학적 및 방사선학적 소견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이식된 치아싹에서 상아질, 백악질, 치수, 치주인대의 소견을 갖는 

석회화된 조직이 형성되었다.

2. 형성된 경조직 및 연조직은 정상적인 치아형성과정에 비해 늦은 발

달을 보 으며 유착 및 골양상아질과 같은  비정상적 조직이 관찰되었

다.

3. 석회화된 조직은 8주내에 악궁으로 맹출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

다.

본 실험을 통하여 성숙한 흰쥐의 악골에 동종의 치아싹을 이식하여 

석회화된 조직으로 발육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정상치아에 비

해 늦은 발육 및 비정상적인 조직형성 등을 나타내었다. 정상적인 형

태와 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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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설명

Fig. 1. Morphologic observation of tooth germ(Embryonic day: 13.5) 

under the dissecting microscope

Fig. 2. Schematic diagram of orthotopic transplantation

Fig. 3. Coronal section of the maxilla of sham-operated rat  

       after 2 weeks (X50)

       E: extraction site

Fig. 4. Radiographic finding of the maxilla of transplanted-rat 

       after 4 weeks 

       (Arrow: Newly formed radiographic area)

Fig. 5. Radiographic finding of the maxilla of transplanted-rat 

       after 8 weeks 

       (Arrow: Newly formed radiographic area)

Fig. 6. Newly formed tooth structure derived from

       tooth germ (X100) after 4 weeks

       PD: periodontal ligament     D: dentin 

       P: pulp                      C: cementum

Fig. 7. Osteodentin (X200) observed after 8 weeks

       O: osteodentin               D: d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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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kylosis (X100) observed after 8 weeks 

       B: bone                     C: cementum

Fig. 9. Cystic whorl of keratinocyte-like cell observed after 8 weeks

       C: cystic whorl of keratinocyte-like cell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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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owth of homogeneous embryo tooth bud 

transplanted

into the alveolar socket of a rat

Suk-chul cha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jai choi)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 tooth is being presented as an 

important study subject to analyze formation of normal dental arch 

and tooth.

There are various ways to culture tooth bud In vivo and In vitro 

for experimenting the development of a tooth and anterior chamber 

of the eye, renal subcapsular site, subcutaneous tissue, ear pouch, 

tibial shaft medulla, mammary fat-pad, intratesticular site, and 

spleen have been used as various donor sites especially in In viv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formation of tooth from a 

tooth bud transplanted in a white rat regarding that the jawbone 

could be used as a new donor site of a transplant. The first molar 

of a matured white rat was extracted and the tooth bud of a 13.5 

day rat embryo was transplanted. The histological and 

radiographical results after 4 and 8 weeks respectively ar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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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1. Calcification in dentin, cementum, pulp and periodontal 

ligament was formed from the tooth bud transplanted in the 

alveolar socket. 

2. The development of hard and soft tissue was delayed compared 

to the normal tooth formation and abnormal histological features 

such as ankylosis and osteodentin were found.

3.The formed hard tissue did not erupt into the jaw within 8 

weeks. 

Through this study, it was observed that the homogeneous tooth 

bud transplanted into the jawbone of the rat developed into 

calcified tissue, but the development was delayed along with 

abnormal tissue formation.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in 

order for this method to be used as a model for tooth formation for 

the delayed development and abnormal histological features shown 

compared to the normal tooth. 

Key words: jawbone, tooth bud, transplant, tooth formation, 

alveolar soc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