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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문요약 

 

치수유래 기질세포 주입에 따른 혈관형성 증진 및 

연조직 재생 촉진효과 

 

본 연구에서는 치수유래 기질세포를 이용하여 혈관 형성 및 연조직 재생 

증진 효과와 그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발치된 치아의 치수 조직으로부터 

outgrowth 방법으로 기질세포를 획득하고, lenti-dsRed vector를 이용하여 

labeling하였다. 마우스 피부 창상 치유 모델을 이용하여 치수 기질세포 

주입군과 PBS를 주입한 대조군에서의 연조직 재생 과정의 차이를 디지털 

사진 이미지와 조직 절편의 분석 및 계측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입된 

기질세포를 추적하였다. 또한 혈관내피세포의 표지자인 CD31 에 대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여 혈관 형성의 차이를 비교 계측하였다. 치수 

유래 기질세포 배양액의 VEGF 및 TGF-β 존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치수유래 기질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섬유아세포의 증식양상을 대조 배양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수유래 기질세포 주입군은 대조군에 비해 창상 형성 6 일 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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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빠른 창상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 p < 0.05 ). 

2.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 후 조직 분석 결과, 치수 기질세포 주입군의 

세포 충실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 p < 0.0001, p < 

0.05 ), 표피 두께 또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두꺼웠다 ( p < 0.05 ). 

3.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 후 조직에 대한 면역형광염색 분석 결과, 

치수세포 주입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혈관 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의 

창상 진피 내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p < 0.05 ). 

4. 창상 형성 후 주입된 치수 유래 기질세포는 창상 주변의 정상 진피 상부 

모낭에 생착하여 자가 증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5.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배양액에서 VEGF 및 TGF-β가 대조 배양액인 α-

MEM과 섬유아세포 배양액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p < 0.0001 ). 

6.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배양액으로 섬유아세포를 배양 시, 대조 배양액인 

α-MEM과 섬유아세포 배양액에 비해 세포 증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p < 0.0001 ). 

 

 

 

 

핵심되는 말 : 치수 기질세포, 연조직 재생, 주변 분비효과, 신생 혈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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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유래 기질세포 주입에 따른 혈관형성 증진 및  

연조직 재생 촉진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정 주 령 교수) 

 

양 형 주 

 

Ⅰ. 서론 

 

 창상 치유 및 이에 따르는 연조직의 재생은 다양한 조절 물질과 세포의 

이주와 증식, 혈관 형성과 리모델링 등의 과정을 거치는 역동적인 생체 내 

반응이다 (Singer and Clark, 1999). 창상 형성 직후 혈관의 파괴로 인해 혈액이 

누출되며, 혈소판의 응고에 의한 지혈 과정과 대식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일어나는 염증기를 거쳐 수시간 내에 상피화기가 시작된다. 이후 창상 

형성 4 일경부터 육아조직이 형성되는데, 섬유아세포가 창상으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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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하여 새로운 세포외 기질을 합성하게 된다. 이러한 육아조직은 개방성 

창상에 나타나는 성긴 기질로서, 창상에 풍부한 모세혈관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혈관은 창상의 치유와 조직 재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Singer and 

Clark, 1999). 치유 과정 중 신생 혈관 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창상으로 분류되어 임상적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말초혈관 크기의 감소와 세동맥의 초자질 변성 등을 동반하여 궤양과 감염이 

발생하는 Diabetic foot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Falanga, 2005).  

조직이 손상을 받은 경우 손상된 부위의 신경, 지방조직, 표피에 존재하는 

줄기세포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와 다분화능을 가지는 간엽성 줄기세포들 역시 

골수 조직으로부터 이동하여 다양한 매개 물질의 분비를 통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킨다 (Li et al., 2006). 따라서 만성 창상을 치유하기 위해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BMMSC),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등의 간엽성 줄기세포를 투여할 경우 창상치유 촉진효과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임상적용 및 시험도 진행되고 있다 (Hida et al., 2010; Lee et al., 2012).  

한편 치아의 치수강을 채우고 있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부드러운 

결합조직인 치수에는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등의 혈관형성 

인자를 분비하는 세포가 다량 존재한다. 이 세포들은 치수 손상시 신생 혈관 

형성을 활성화하여 회복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Tran-Hun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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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피세포와 함께 배양된 유치의 치수 유래 세포는 in vivo 상에서 모세혈관과 

일치하는 관 모양의 구조를 형성할 뿐 아니라 허혈 부위에 주입하였을 때, 

기능적인 재혈관화를 통하여 혈류를 증가시키며 (Iohara et al., 2008), 심근경색 

부위로 주입시 심장 기능 또한 개선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Gandia et al., 

2008).  

유치에서 채취한 치수 또한 다른 간엽성 줄기세포와 유사하게 창상 부위로의 

국소적인 주입을 통해 연조직 창상치유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피부 등에 

주입시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Nishino, Yamada, et al., 

2011). 유치의 세포를 연조직 재생 및 심미치료 등에 응용하는 것 (Ueda and 

Nishino, 2010)은 발치 후 버려지는 유치를 향후 재생 치료를 위한 중요한 

세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치수 세포의 주입에 

따른 연조직 재생 촉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Nishino, Ebisawa, et al., 2011). 치수 조직이 재혈관화를 촉진하며, 

재혈관화는 창상 치유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치수 세포의 

주입은 신생 혈관 촉진을 통해 연조직 재생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교정 치료시 발치되는 성인 영구 소구치의 치수 조직에서도 

간엽성 줄기세포와 유사하게 다분화능을 가진 기질 세포를 다수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정주령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수유래 

기질세포를 주입하여 창상 치유 효과를 확인하고, 세포 주입에 따른 혈관 

신생 효과 및 그 기전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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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가 - 1.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배양 및 배양액의 분리 

  

교정치료를 위하여 강남 세브란스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교정적 

목적으로 소구치를 발거한 경우에 한하여 이 연구를 이해하고, 조직 공여에 

동의한 7 명의 환자 (남 3 명, 여 4 명, 10.5~22.1 세, 평균 16.2 세) 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강남 세브란스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RB) 로부터 승인 (3-2011-0128) 을 받고 이루어졌다.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분리 및 배양은 보고된 논문에 준해 시행되었다 (정주령 et al., 2012). 간략히 

설명하면, 치관이나 치근첨 부위의 세포가 섞이지 않게 치근 중앙 1/3 부위의 

치수 조직을 사용하였으며, 각 조직은 1~3 mm2 의 크기로 잘게 다졌다.  

 분리한 조직을 배양접시의 바닥에 부착하여 outgrowth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Huang et al., 2006).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µg/mL streptomycin을 함유한 

antibiotics 용액과 3% fetal bovine serum (FBS) 이 함유된 alpha modification of 

Eagle’s medium (α-MEM)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으로 3 회 세척한 

후, 100 mm 배양기에 옮겼다. 20% FBS와 1% antibiotics를 포함한 α-MEM 

배지는 2~3 일마다 교환하였으며, 세포가 70~80%의 단층을 형성한 후 

계대배양하였다. 계대배양은 1 주마다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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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였다. 계대배양 시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배양액을 

분리하여 치수유래 기질세포 배양액 (Pulp stromal cells’ conditioned medium, 

Pulp CM) 으로 이용하였다. 

 

가 - 2. 섬유아세포의 배양 및 배양액의 분리 

 

인간진피섬유아세포 (human dermal fibroblast, HDF;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10% FBS와 1% antibiotics를 함유한 배지에서 계대배양하였다. 배양시 

배양액을 분리하여 섬유아세포 배양액 (HDFs’ conditioned medium, HDF CM) 

으로 사용하였다. 

 

나.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표식 

 

Viral production & cell labeling 

dsRed 발현을 위한 lentiviral vector는 MIT 대학에서 제작한 pLentiLox3.7 

version을 사용하였고 (http://web.mit.edu/jacks-lab/protocols/pll37.htm), dsRed 

coding sequence를 원래의 EGFP 부위에 교환-삽입하여 pLL3.7-dsRed 

벡터를 제작하였다.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human embryonic kidney 293 

세포 (HEK 293 세포)가 100 mm 배양 접시에 70-80% confluency로 자랐을 

때 pLL3.7-dsRed vector 30 ug과 바이러스 packaging vectors (pMDLg/pRRE 

http://web.mit.edu/jacks-lab/protocols/pll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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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pol elements], pRSV-REV, and pMD.G [env elements])를 각각 15 ug씩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을 이용하여 co-transfection하였다. 24 시간 

후에 새로운 배지로 교환하고, 48 시간과 72 시간에 바이러스가 포함된 세포 

배양액을 수득하였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세포 배양액은 다음 과정을 통해 107/ml 이상의 

transduction efficiency를 가지는 10x 농축 바이러스를 제조하였다. 

 1. 0.45 um syringe filtration (10 ml of culture media) 

 2. Centrifuge spin tubes at 25,000 rpm for 90 min in 4 degree in a SW-28 or 

SW-41 rotor (beckman ultracentrifuge) 

 3. Discard supernatant 

 4. Resuspend viral pellet in 1 ml of fresh DMEM (overnight in ice-cold 

temperature) 

치수유래 기질세포를 6 well 배양기에 50-60% 정도 차도록 배양 후 24 시간 

후에 정상적인 DMEM과 10x virus를 1:1 의 비율로 섞어 배지를 교환하였다. 

24 시간 후에 새로운 배지로 갈아주고, 48 시간 동안 배양시켜 infection 시킨 

후에 형광현미경으로 dsRed 발현을 확인하였다. Transfection된 세포를 100 

mm 배양기에 옮겨 계대배양 후 주입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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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우스 창상 모델 및 치수 기질세포의 주입 

 

동물 반입과 검역 순화 과정을 거친 총 32 마리의 7 주령 ICR 수컷 

마우스 (OrientBio Inc., Seongnam, Korea)가 사용되었다. Ketamine 0.2 

ml/kg과 xylazine 0.015 ml/kg 을 복강 내 주사하여 마취 후 

모근제거크림으로 등부위의 털을 제거하였다. 피부용 biopsy punch (Kai 

sterile dermalbiopsy punch, Kai Ind. , Japan)를 이용하여 등의 중앙부에 8 

mm 의 전층 피부 창상을 형성하였다. 각각 200-300 µl의 PBS (대조군, 

N=16) 또는 2 X 106 의 치수 기질세포를 희석한 동량의 PBS (치수세포 

주입군, N=16)를 26 gauge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창상 경계부 

피하의 6 부위에 동일한 간격으로 주입하였다. 노출된 피부 창상은 

Tegaderm (3M Health care, St. Paul, MN, USA) 으로 커버한 후 3 일에 한 

번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라. 창상 분석 및 계측 

 

창상 크기의 변화와 치유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창상 형성 및 주입 당일과 

주입 후 3, 6, 9, 12 및 14 일에 창상과 주위조직의 디지털 사진 촬영을 

시행하였다.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 J, Wayne Rasband,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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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 of Health, USA) 을 이용하여 각 창상의 경계를 투사한 후, 경계 

내부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창상 크기의 변화량 (%) 은 창상 형성일의 면적을 

100%로 환산해 시간에 따른 면적의 변화 (현 창상의 면적 / 창상 형성일의 

면적 X 100) 로 계산하였다. 조사자는 각 마우스의 군과 창상 형성일로부터의 

경과일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채로 창상의 크기를 계측하였다.  

 

마. 마우스 창상 및 주위 연조직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창상 형성 7, 14 일 후 각 군의 실험 동물을 희생하여 분리한 피부 조직에 

대한 4 µm 간격의 동결절편을 제작 후 광학 현미경 관찰을 위한 H&E 

(Hematoxylin and eosin) 염색을 시행하였다. 창상 부위 진피 내의 세포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상 치유 7 일과 14 일 후의 각 조직당 창상의 양 끝부분의 

300 µm² 당 세포의 수를 computer-assisted planimetry (Metamorph, Metamorph 

Ltd., Limerick, Ireland) 를 이용하여 카운팅하였다 (Figure 2). 조직 절편 

사진에서 창상 중앙부 500 µm 내의 범위에서 조직당 최대 표피 두께를 

보이는 세 부분의 표피 능선 (상피 표면 ~ 기저막까지의 수직 거리) 에 대해 

측정하였다. 창상 형성 7 일 째의 조직에서는 상피화의 초기 진행 상태로, 

상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Figur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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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D31 에 대한 면역형광염색  

 

창상 부위의 모세혈관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창상 형성 7, 14 일 후의 동결 

절편에 대해 anti-CD31 항체를 이용하여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면역형광염색을 위하여 동결절편 슬라이드를 

건조시킨 후 4% Formaldehyde가 포함된 PBS를 조직에 떨어뜨려 고정시켰다. 

protein block solution (DAKO® , Glostrup, Denmark) 을 적용하여 일차항체와 

비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억제하였다. 1:100 으로 희석한 1 차 

항체 (Purified Rat Anti-Mouse CD31, BD Biosciences, San Jose, CA) 를 조직당 

100~200 µl 씩 분주하고, 4°C에서 overnight 동안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를 

세척한 후 1:400 으로 희석한 2 차 항체 (Alexa Fluor 555 goat anti-rat IgG, 

Invitrogen, Carlsbad, CA, USA) 를 적용하고, 30 분 동안 실온에서 빛을 

차단하여 결합시켰다. 마지막으로 세포핵의 염색을 위하여 DAPI mounting 

용액을 한 방울씩 분주한 후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710, Carl 

Zeiss Inc., NY, USA) 를 이용해 CD31 이 발현된 모세혈관을 관찰하였다. 

창상의 진피 내에 발현된 CD31 의 optical density를 computer-assisted 

planimetry ( Metamorph, Metamorph Ltd., Limerick, Ireland ) 를 이용하여 창상 

전체 대비 pixel 단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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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추적 

 

창상 형성 14 일 후의 동결절편을 nuclear dye 4’, 6-diamidino-2-phenylindole 

(DAPI) 로 대조염색을 시행하였다.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마우스 피부 

내에서의 생착 여부 및 피부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710, Carl Zeiss Inc., NY, USA) 를 이용해 dsRed가 

발현된 주입세포의 유무 및 발현 위치를 관찰하였다. 

 

아. 치수 기질세포 배양액에서의 VEGF 및 TGF-β 의 정량 

 

 대조배양액인, FBS 를 함유하지 않은 α-MEM 과 치수유래 기질세포 배양액, 

인간 섬유아세포 배양액의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및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의 농도를 각각 VEGF와 TGF-β ELISA kit 

(Quantikine; R & D systems, Minneapolis, MN, USA)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ELISA kit 에는 VEGF 및 TFG-β 에 특이적인 단클론 항체가 폴리스티렌 

마이크로플레이트에 흡착되어 있다. 각 well 에 Assay Diluent RD1W 을 50 µl 

씩 떨어뜨리고, 각각의 배양액을 200 µl 분주한 후 실온에서 2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VEGF와 TFG-β가 고정된 항체에 부착하게 되며, 

부착되지 않은 물질을 씻어낸 후 VEGF 및 TFG-β에 특이적인 효소가 연결된 

다클론 항체를 well에 주입하고, 다시 2 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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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가 결합된 항체는 특이 항체와 결합하고 있는 VEGF 및 TFG-β와 

결합하게 되며, 결합하지 않은 물질들은 세척하여 제거하였다. 기질 수용액을 

각 well에 200 µl 씩 분주하고, 어두운 곳에서 20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stop solution을 적용하였다. 항체에 결합되어 있는 효소에 의해 기질의 색이 

변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해 VersaMaxTM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자. 세포 증식 분석 

 

 기질세포의 배양액을 이용해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섬유아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 분석 (MTT Assay) 을 시행하였다.  

HDF (Human dermal fibroblast) 를 96 well 배양기의 well에 4 x 104 개씩 

분주하였다. 각 세포를 FBS를 포함하지 않은 α-MEM 배지, 10% FBS를 

포함한 α-MEM 배지, 치수 기질세포의 배양 시 채취한 배양액 및 

섬유아세포의 배양 시 채취한 배양액에서 24 시간동안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한 후, WST assay reagent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 Daeil 

lab service, Korea) 시약을 각 well에 10 µl 분주하고 같은 조건에서 4 시간 

배양하였다. 살아있는 각 세포로부터 얻은 기질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VersaMaxTM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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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차. 통계분석 

 

  측정한 자료들을 SPSS 13.0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창상 크기 계측 및 창상부 표피의 최대 두께의 경우, Kolmogorov-

Smirnov test 로 검정한 결과 (p = 0.05) 두 군이 정규분포를 나타내어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tudent t-test 를 시행하였다.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의 진피내 세포 밀도와 CD31 의 발현 정도는 one-way ANOVA 분석 시행 

후, Scheffe 검정법으로 사후검정하여 각 군 및 창상 치유 경과일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VEGF와 TGF-β 정량분석 및 세포 증식 분석의 경우 

triplet 으로 시행하고 측정값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one-way 

ANOVA 분석을 시행하고, Scheffe 검정법을 이용해 사후 검정하여 각 세포 

군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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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가. 치수유래 기질세포 주입에 따른 연조직 재생 증진효과 

 

창상 치유의 초기 (3, 6 일 후) 에는 대조군과 치수 세포 주입군 모두 

창상에서 삼출물이 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6 일 이후에는 특히 치수 

세포 주입군에서 창상 상부에 가피가 두드러지게 형성되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창상이 폐쇄되는 대조군에 비해 치수 세포 주입군의 경우 

창상 형성 6 일을 전후하여 보다 급격한 창상 폐쇄가 관찰되었다 (Figure 1 A). 

창상의 폐쇄 정도를 분석한 결과, 6 일 후의 창상의 면적은 치수 세포 

주입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p < 0.05). 그러나 창상 치유의 

후반기 (12, 14 일 후) 로 갈수록 대조군에서도 창상 폐쇄가 진행되어 14 일 

후에는 창상의 크기가 두 군에서 유사하게 폐쇄되었다 (Figure 1 B). 마우스에 

인간 치수유래 기질세포를 주입함에 따른 과민반응이나 체중감소, 부종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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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jection of the pulp stromal cells enhances wound closure.  

(A): Macroscopic observations of the wounds at 0, 3, 6, 9, 12 and 14th post-

operative day. Bars = 5mm.  

(B): Injection of the pulp stromal cells enhance wound closure at day 6  

(*p < 0.05). The percentage of wound area was calculated as follow: area of 

actual wound / area of original wound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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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조직 재생에 따른 육아조직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1. 육아조직의 변화 

 

대조군의 경우 창상 형성 7 일 째에는 상피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광범위한 육아 조직이 관찰되었고, 콜라겐 기질이 성긴 양상으로 주위의 정상 

조직과 구별되었다 (Figure 2 A). 창상 형성 14 일 후의 조직에서는 육아 

조직이 감소하고, 창상의 수축과 상피화가 진행되어 표피와 진피층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견을 보였다 (Figure 2 C). 한편, 치수 세포 주입군은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의 조직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창상 부위 진피 내에서 염증 

세포 및 섬유아세포가 보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으며 (Figure 2 B, D), 특히 

14 일의 조직에서 대조군보다 정상 조직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교원 섬유가 

더욱 조밀하고, 배열 양상도 보다 규칙적이었다. 또한, 창상부의 표피 능선 

(rete ridge) 은 편평한 양상을 보이는 대조군에 비해 불규칙적으로 연장 

(elongation) 되어 있고, 표피의 두께도 더욱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Figure 2 D).  

창상 변연부의 세포 수를 카운팅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7 일과 14 일의 

육아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염증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세포 수는 유사한 반면, 

치수 세포 주입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7 일과 14 일 모두 유의하게 세포 

수가 많았으며, 7 일에 비해 14 일에 세포수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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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 Figure 2 E).  

창상 형성 14 일 후 표피 능선의 길이를 계측한 결과, 두 군 모두 정상 

조직의 표피보다는 그 두께가 증가하였으나 치수 세포 주입군의 표피의 평균 

두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두꺼움을 알 수 있었다 ( Figure 2 F, p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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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the wound site after pulp stromal cel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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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taining of the granulation tissue in control (A) and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B) at day 7 , and day 14 respectively (C,D).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has a significantly high density of cells compared to control group both at 

day 7 and 14 (E). Although epithelial thickness was thicker in control &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compared to normal conditions,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had significantly thicker epithelium than control group (F). Dotted 

line and dotted arrow indicates the wound margin and wound site, repectively. 

Bars = 100 ㎛. * p < 0.05, ** p < 0.0001.  

 
 

2. 육아조직 내의 CD31+ 혈관내피세포의 발현 

 

대조군의 경우 창상 형성 7 일 후의 조직에서 적은 양의 CD31+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주로 정상조직과 인접한 창상 부위의 진피에 위치하고 있었다 

(Figure 3 A). 14 일 후의 경우 CD31+ 세포는 보다 창상의 중앙부로 

산재되었다 (Figure 3 C). 치수세포 주입군의 경우에도 대조군과 유사하게 7 일 

후는 CD31+ 세포가 정상조직과 창상의 경계부에 (Figure 3 B), 14 일 후에는 

창상 내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Figure 3 D), CD31+ 세포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Figure 3 E). 각 군의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 후 간의 CD31+ 세포의 발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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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D31 expression was increased after pulp stromal cell injection.  

CD31+ cells appeared in the dermis (red fluorescence indicated by white arrows) 

at day 7 (A, B) and 14 (C, D). CD31+ cel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at both day 7 & 14 (E). DAPI 

was used to visualize the nuclei. Bars = 100 ㎛. * p < 0.05. 

 

다.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추적 

 

치수 세포의 주입 14 일 후 창상 주위 정상 조직에서 dsRed+ cell 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조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4). dsRed+ cell 은 

창상 부위와 그 하부 육아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대부분 창상 인접 

부위의 정상 진피 조직에서 국소적으로 관찰되었고, 일부는 정상 표피 및 

표피 상부에서 관찰되었다 (Figure 4 A and C, white arrow). 따라서 주입한 치수 

세포는 주입 14 일 후 마우스 조직에 생착하나, 이 시기에는 창상 부위로의 

직접 이주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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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graftment of pulp stromal cell near the injection site after 14 days. 

Pulp stromal cells (red fluorescence, white arrows) were detected at the adjacent 

dermal region circumferent the wound site at day 14 (A). Pulp stromal cells were 

negative in control group (B). The pulp stromal cells were engrafted into the hair 

follicle when evaluated by the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e view 

(C). DAPI was used to visualize the nuclei. Dotted line indicates the wound 

margin. (ⅹ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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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수 기질세포 배양액의 VEGF 및 TGF-β 정량 

 

혈관 형성을 촉진시키는 신호 단백질인 VEGF는 치수유래 기질세포 

배양액에서 1.82 ± 0.027 ng/ml 가 검출되었고 이는 대조 배양액인 α-MEM의 

0.00 ± 0.001 ng/ml, 섬유아세포 배양액의 0.353 ± 0.009 ng/ml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Figure 5 A, p < 0.0001).  

 또한 세포 분화와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알려진 TGF-β는 치수유래 

기질세포 배양액에서 1.82 ± 0.027 ng/ml 가 검출되었고 이는 VEGF와 

마찬가지로 대조 배양액인 α-MEM의 0.00 ± 0.002 ng/ml, 섬유아세포 배양액의 

0.943 ± 0.023 ng/ml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igure 5 B,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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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ignal protein secretion of pulp stromal cells.  

VEGF (A) and TGF-β (B) concentration in the conditioned medium (CM) of pulp 

stromal cells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human dermal fibroblast 

(HDF).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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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치수 기질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세포 증식 분석 

 

치수유래 기질세포 배양액을 이용하여 인간 섬유아세포(HDF) 를 배양했을 

때 섬유아세포 배양액, 대조배양액 (no FBS, 10% FBS) 보다 유의하게 세포 

증식이 증가하였다 ( p < 0.0001, Figure 6 ). 

.  

Figure 6. Pulp CM accelerates the proliferation of HDF.  

Pulp CM significantly enhanced proliferation of HDF compared to HDF CM and 

control. Results are shown as mean S.D. of triplicate within a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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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 연구는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된 영구치의 치수유래 기질세포를 이용한 

연조직 재생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소적으로 주입된 

소구치 유래 치수 기질세포는 연조직 재생을 증진시킴을 확인하였다.  

골수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는 피부 창상에 이식되었을 때 초기 치유반응에서 

증식하는 세포군들에 편입되어 추후 각질세포로 분화되고, 생체 내 인자들의 

조절 과정에 관여하여 콜라겐 기질의 합성 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Borue et al., 2004; McFarlin et al., 2006). 피하 지방조직으로부터 추출한 

기질세포 또한 주변 분비를 통해 섬유아세포와 각질세포를 활성화시켜 창상 

치유를 촉진한다고 밝혀졌다 (Kim et al., 2009; Kim et al., 2007). 영구치에서 

얻은 치수 기질세포 또한 다른 조직 유래의 간엽성 줄기세포와 유사한 

연조직의 창상 치유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연조직 재생 시 

치수 유래 기질세포의 경우 VEGF 등의 분비를 통해 창상 부위의 혈관 

형성을 촉진시키며, 육아 조직 및 상피 조직의 세포 증식을 상승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입된 치수 기질세포는 창상 내에서 생착되나, 특징적으로 대부분 창상의 

육아 조직이 아닌 창상과 인접한 정상 조직 내 모낭의 모구 (Bulge area of 

hair follicle)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모낭은 외배엽 기원의 줄기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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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표현형을 가지는 줄기세포들이 주로 모구와 

협부 (isthmus) 에 집중되어 있다 (Jaks et al., 2010). 이러한 줄기세포는 

표피의 손상이 일어나면 손상 부위로 모여들어 빠르게 증식하고, 상피세포를 

이주시켜 표피의 재생을 돕게 된다 (Ito et al., 2005). 또한, 모낭 자체도 피부의 

손상시 휴지기로부터 성장기로의 이행이 유도되어 활발한 세포 활동으로 

창상의 치유과정에 기여한다 (Jiang et al., 2010). 따라서, 창상 부위에 주입한 

중간엽 유래의 치수 기질세포가 이러한 외배엽 유래의 모낭에 국소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dsRed+ cell 은 창상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기질세포 자신의 창상 부위로의 이주 및 기질 분비에 따른 

창상 치유의 기전보다는 paracrine effect 에 따른 창상 치유 기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질세포 자체가 이주하거나 혈관 세포, 섬유아세포 및 

각질세포로 분화되기보다는 주로 사이토카인 등의 분비를 통해 주변 마우스의 

세포들을 분화시켜 혈관 또는 세포의 증식이 일어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치수 세포의 배양액에서 다량으로 검출된 VEGF는 허혈이나 손상 부위의 

혈관 증식을 촉진시키는 싸이토카인으로, 창상 치유 과정 중 주로 증식기의 

신생 혈관 형성을 유도한다 (Pandya et al., 2006). 이 VEGF는 창상 형성 

직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주로 4~7 일째에 급증하여 육아조직 형성시의 

혈관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Nissen et al., 1998), 혈관내피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신생혈관을 생성한다고 밝혀져 있다 (Qi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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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이렇게 형성된 혈관들은 주위의 세포들을 자극하여 주변을 

안정화시키고 모혈관에서 자혈관으로 분화하기도 하면서 (Roy et al., 2006) 

육아조직의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이는 본 실험에서 치수 기질세포 

주입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창상 형성 6 일 전후의 치유 속도 및 CD31 양성 

세포가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와 부합된다. CD31 은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특징적인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증식하는 내피세포에 대한 적절한 

표지자가 될 수 있다 (Nickoloff, 1993; Pusztaszeri et al., 2006). 따라서 

치수세포 주입군의 경우 창상 주변에 생착된 치수 기질세포가 분비한 

VEGF의 자극을 받아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하고 혈관 신생이 촉진되어 창상 

치유가 증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창상 형성 7 일 후의 조직에서는 

CD31 양성 혈관 내피세포가 정상조직과 창상의 경계부에서 주로 관찰되다가 

14 일 후에서는 창상 내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창상 인접 정상 

조직에 분포하던 치수 세포의 paracrine effect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창상 중앙 부위까지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GF-β는 창상 치유 과정의 초기인 염증기와 중반부인 증식기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초기에 염증세포를 창상 부위로 불러들이는 화학주성 

인자이다 (Crowe et al., 2000). 치수 기질세포 배양액에서 TGF-β 또한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대조군보다 치수 세포 주입군에서 창상 부위 진피 내에 

기질 세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창상 치유 초기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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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치수 세포 배양액을 이용해 인간 섬유아세포 (HDF) 를 배양하고, 

섬유아세포 배양액, 대조배양액 (no FBS, 10% FBS) 의 경우와 비교한 in 

vitro 실험에서도 치수 세포 배양액의 세포 증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paracrine effect 가 마우스 피부 창상의 연조직 재생 과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창상 형성 14 일의 경우 육안으로 창상 치유 정도를 관찰할 때 대조군과 

치수세포 주입군의 치유 정도가 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학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대조군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치수 기질세포를 주입한 

군에서 창상 주위 정상조직으로부터 창상부 진피 조직으로 뻗어나가는 콜라겐 

섬유의 침착이 더 조밀하고 광범위했으며, 표피와 나란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되는 양상도 더욱 뚜렷했다. 또한, 창상 중앙부의 평균 표피 두께 (표피 

능선의 길이) 도 치수 기질세포 주입군이 더 두꺼움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육안으로 관찰시에는 유사해 보이던 재상피화의 정도가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실험군에서 더 우세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연조직 재생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 재상피화가 주입된 치수 기질세포의 다양한 분비물질에 의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골수 기질세포를 창상에 주입시 표피 

능선 구조가 많이 발달하여 진피 내로 길게 연장되었다고 보고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ok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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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학적 분석 결과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 후 창상 진피 내 

세포충실도가 치수세포 주입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치수 

기질세포 주입군에서 14 일보다 7 일에서 세포충실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상 치유 과정에서 다양한 세포군이 이주하는 염증기를 거쳐 상피화 

과정 등의 치유의 후반기로 이행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치아의 치수 조직은 발치된 치아로부터 간단하게 분리될 수 있으며, 장기간 

냉동 보관하여도 증식능과 분화능, 골형성능 등 기질세포 본래의 특성과 

기능을 유지한다 (Papaccio et al., 2006). 또한 근래의 연구에서 치수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일부 세포군이 높은 혈관형성 및 다분화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으며, 실제로 치수 기질세포는 치수 조직이 

손상을 받은 경우 하방 조직의 혈관 주변 부위로부터 손상 부위로 모여들고, 

VEGF와 같은 전구 혈관형성 신호들을 분비하여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Iohara et al., 2008). 이번 연구에서도 치수 기질세포는 생체 조건 하에서 

혈관 형성의 촉진을 통해 창상 치유를 증진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수 

세포가 근관 및 치주치료 등 치과 영역 뿐 아니라 당뇨나 욕창 궤양 등 

치유가 어려운 허혈성 만성창상 등에 추후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연조직 창상에 주입된 치수 기질세포의 주변 분비 효과를 

통하여 혈관 형성 및 창상 치유를 증진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생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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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세포가 관찰 시기 이전의 치유 초기에 이식 부위로 이주했거나 

섬유아세포나 혈관내피세포, 각질세포 등으로 직접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유치의 치수를 주입한 경우 주입된 치수 세포 주위로 

콜라겐과 hyaluronan이 다량 분비됨을 통해 창상 치유가 촉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Nishino, Ebisawa, et al., 2011; Nishino, Yamada, et al., 2011). 

물론 이들 논문의 경우 주입된 세포의 명확한 위치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창상 

부위의 기질 재생이라 가정할 경우 paracrine effect 가 아닌 direct effect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식된 세포의 시기별 

추적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창상 치유의 

성숙기는 1 년여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치수 기질세포의 주입에 따른 

장기적인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 치료시 버려지는 소구치의 치수 기질세포를 연조직 

재생에 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만성 창상 뿐 아니라 

치간유두의 소실, 구순구개열 등 구강악안면 분야에서의 연조직 재생에 

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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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치된 영구치에서 분리한 치수 유래 기질세포를 마우스의 

피부 창상 치유 모델에 주입하고, 치수 유래 기질세포의 혈관 형성 및 연조직 

치유 증진 효과와 그 기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수 유래 기질세포 주입군은 대조군에 비해 창상 형성 6 일 째에서 

유의하게 빠른 창상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 p < 0.05 ). 

2.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 후 조직 분석 결과, 치수 기질세포 주입군의 

세포 충실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 p < 0.0001, p < 

0.05 ), 표피 두께 또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두꺼웠다 (p < 0.05 ). 

3. 창상 형성 7 일과 14 일 후 조직에 대한 면역형광염색 분석 결과, 

치수세포 주입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혈관 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의 

창상 진피 내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p < 0.05 ). 

4. 창상 형성 후 주입된 치수 유래 기질세포는 창상 주변의 정상 진피 상부 

모낭에 생착하여 자가 증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5.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배양액에서 VEGF 및 TGF-β가 대조 배양액인 α-

MEM과 섬유아세포 배양액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p < 0.0001 ). 

6. 치수유래 기질세포의 배양액으로 섬유아세포를 배양 시, 대조 배양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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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MEM과 섬유아세포 배양액에 비해 세포 증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p < 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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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injection of pulp stromal cells 

enhances soft tissue regeneration by stimulating 

angiogenesis and cell differentiation 

 

Hyungjoo Yang,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ooryung J. Chung, D.D.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application of 

pulp stromal cells extracted from adult premolars on soft tissue 

regeneration and to explore its mechanisms.   

Pulp stromal cells were obtained using outgrowth method from dental 

pulp tissues of extracted teeth. The fluorescently labeled pulp stromal cells 

were locally injected to the mouse wound healing model and tracked. Soft 

tissue regeneration was evaluated for 14 days using photograph and 

histomorphometry. The difference in angiogenesis was comparatively 

measured by performing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CD31, a marker 

of vascular endothelial cells. The level of secretory factors such as V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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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GF-β in the conditioned medium (CM) of pulp stromal cells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Elisa. The effect of CM on the proliferation 

of dermal fibroblast was evaluated using MTT assa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 comparison between the sham control and the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s.  

 

1. Local injection of pulp stromal cells significantly enhanced wound 

healing on day 6 compared to injection of PBS in sham control (p < 0.05). 

2. Cellularity of the granulation tissue and epidermal thickne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at day 7 throughout 14 indicating enhancement in wound 

healing.   

3. The expression of CD31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ulp stromal cel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at day 7 throughout 14 

indicating enhancement of angiogenesis.  

4. The fluorescently labeled cells were engrafted into hair follicles of the 

adjacent normal dermis, but not into the wound site per se.  

5. Physiologically significant levels of VEGF and TGF-β were secreted into 

the conditioned medium of pulp strom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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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CM of pulp stromal cells significantly enhanced proliferation of 

human dermal fibroblasts (HDF) compared to HDF self CM or normal 

medium (p < 0.0001).  

 

Pulp stromal cells were effective in enhancing soft tissue regeneration 

through both autocrine and paracrine mechanisms regulating host 

angiogenesis and cell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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