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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문요약 

 

치아유래 일차 배양 세포를 이용한 근육재생 

 

본 연구는 교정치료 시 발거되는 영구 소구치의 일차 배양 세포를 이용하여 근육세포로

의 분화를 유도하고, 이를 마우스 생체내에 적용하여 근육 재생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발치된 소구치의 치주인대 및 치수 조직으로부터 획득한 세포를 DNA 탈메틸화 약물인 5-

aza-2 -́deoxycytidine로 처리한 후 근육세포 분화 유도를 확인하였다. 마우스 근육 손상 및 

재생 모델을 이용하여 근육세포로 분화 유도된 치수세포를 장딴지근과 교근에 이식한 후 

조직학적으로 평가하고, 이식된 치수 세포를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는 근육분화 유도 배지 단독으로는 근육세포 분화 유도가 되지 않

았으나, 5-aza-2 -́deoxycytidine 전 처리와 근육분화 유도 배지를 사용함으로써 근육 특

이 단백질인 desmin 양성의 myotube 구조로 분화되었다. 치주인대세포에 비해 치수세

포에서 더 굵고 많은 양의 myotube가 분화되었다. 

2. 치수세포는 5-aza-2 -́deoxycytidine 전 처리로 근육분화 유도 후 desmin 및 myogenin 

발현이 증가한 반면, 치주인대 세포에서는 근육 분화 유도 후 myogenin의 발현은 오히

려 감소하였다. 

3. 마우스 근육 재생 모델의 H&E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결과, 근육분화 유도된 치

수세포를 주입한 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조직학적으로 근육재생 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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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우스 근육 재생 모델을 이용하여 장딴지근에 주입된 치수세포를 추적한 결과 마우스 

근육 조직으로의 생착이 확인되었다. 

5. 마우스 근육 재생 모델의 면역형광 분석 결과, 근육분화 유도된 치수세포를 주입한 군

의 경우, PBS를 주입한 대조군에 비해 손상 시 재생되는 신생근육의 표지자인 eMHC 

(embryonic myosin Heavy chain) 및 혈관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발현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치수세포를 이용한 생체 내 이식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악안면 연조직 재

생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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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유래 일차 배양 세포를 

이용한 근육 재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정 주 령 교수)  

 

정 재 은 

 

Ⅰ. 서론 

 

교정학의 영역에서 성인 심미 교정치료는 치아이동을 통한 경조직의 변화와 연조직의 

조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안모를 결정하는 연조직의 두께, 근육의 볼륨이나, 

교합력을 결정하는 폐구근의 활성도 등은 효율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고려되는 사항이

다 (Sforza C et al., 2007). 또한 안면 비대칭과 같은 심한 골격적 부조화를 개선하더라도, 

연조직 및 근육의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의 결과 및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Lun-Jou L et al.,2011; Choi JY et al., 2010). 따라서 구강 주위의 저작, 연하, 

호흡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근육의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거나 재생할 수 있다면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Sforza%20C%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1835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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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의 진단, 치료, 예후 또는 안정성 및 심미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

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노화현상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육의 재생은 주로 근육질환 치료 또는 심근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가  근아세포의 

이식, 정상근육의 타가이식 등이 고전적으로 소개되었으나 (Hagega AA  et al., 2003; 

Brussee V. et al., 2002)  실질적인 임상 결과는 다소 부정적이며 타가 이식에 따른 면역거

부 반응 등이 임상적인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Gussoni E et al., 1997; Qu Z et al., 

1998).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근육 재생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골수줄기세포는 세포가 혈관을 따라 이주하여 손상된 골격근 재생에 참여하며 (Ferrari et 

al., 1998), 정상 생쥐의 골수줄기세포를 듀센형 근위축증의 동물모델인 mdx 생쥐 근육에 

이식 또는 정맥 주사를 하였을 때 근육의 정상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인 디스트로핀

이 합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Satio et al., 1995; Gussoni et al., 1999).  지방유래 줄기 세

포 또한 이식 후 근육의 크기 증가와 기능적인 근육의 재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있다 

(Bacou et  al., 2004).  

 

간엽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 잠재력을 갖는다 (Roobrouck  BD et al., 2008;  

Pittenger MF et al., 1999). 그러나 간엽줄기세포로부터 근육세포 분화유도는 지방세포나 

골세포 분화유도보다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Wada MR et al., 2002). Wakitani 등에 

의하면 골수 줄기 세포를 5-azacytidine 로 유도하여 근원세포 (myogenic cell) 가 발현되었

다고 하였다 (Wakitani et  al.,1995). 이는 근육 전구세포의 뼈과 근육으로의 분화는 상보

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근육 전구세포는 근육분화 요소의 억제

에 의해 주로 조골세포로 분화된다 (Wada MR et  al., 2002). 또한 치수세포등의 근육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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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사 요소의 전사 조절 영역은 매우 메틸화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Mal AK et al., 

2006; McDonald OG et al., 2007). 따라서 5-Aza와 같은 DNA  demethylation agent 사용

을 통한 근육분화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Shiota M et al., 2007), Nakatsuka 등은 마우스 치

수세포를 DNA 탈메틸화 시키는 5 –Aza  처리하여 근육분화 유도를 시킨 결과 성공적으로  

myotube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고하였으며 (Nakatsuka R et al.,2010), 동일한 방법으로 치

주인대 세포를 이용한 근육 분화도 보고되었다 (Song et al.,2013). 

 

치아 또는 그 주위조직에서도 다양한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치아유래 줄기세포는 골조직, 치아 조직 등 경조직 재생에 주로 응용되고 있고, 연조직 재

생 특히 골격근 재생에 대한 생체내 연구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 치

료시 발거되는 소구치의 치주인대 및 치수조직으로부터 얻은 세포를 이용하여  근육세포

로의 분화 잠재성을 비교하고 생체내 근육조직 재생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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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가. 치주인대 조직과 치수 조직의 분리 및 배양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3명의 여자 환자 (18세~22.1세)로부터 교정 치료 

목적으로 발치된 건전한 소구치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를 이해하고 조직 공여에 동

의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기관윤리 심의의원회 (IRB) 로부터 승인 

(2011-0303) 을 받고 이루어졌다. 치주인대 조직과 치수조직의 분리는 outgrowth 방법으

로 배양하였다 (Song et al.,2012). 분리된 세포는 10% FBS와 100 units/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 antibiotics 를 함유한 배지에서 배양하였으며 세포가 70~80% 단층을 

형성한 후 계대배양 하였다. 본 연구는 3차 계대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였다.  

 

나. 근육세포 분화유도 및 확인 

 

1. 근육세포 분화유도  

 

3차 계대 배양된 치주인대 및 치수유래 기질 세포를 2μM 농도의  5-aza-2 -́

deoxycytidine (5-Aza; Wako Pure Chemicals, Osaka, Japan) 로 24시간 처치하였다. 그리

고 근육 분화 배지인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에 5% hydrocortisone, 

10% FBS, 5% horse serum, 100 U/ ml penicillin and 10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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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는 2-3일마다 갈아주었다 (Song et al., 2012). 대조군의 경우 5-

Aza 전 처리만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 배양 방법은 모두 같았다. 

 

2. 면역형광 염색 

 

배양된 세포가 있는 6- well plate를  -20°C methanol에 고정하였다. 3% BSA 

solution에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하고, 1차 항체인 Desmin (mouse α- human) 을 

1:100으로 희석하여 4°C 에서 overnight 동안  incubation 하였다. Plate를  PBS로 3회 

세척한 후  2차항체  Biotin α - mouse 를 1:25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PBS로 2회 세척한 후  Avidin FITC를 1:400으로 희석하여 45분 동

안 실온에 incubation 하였다. PBS로 2회 세척 후 1:1000 으로 희석한 DAPI mounting 

용액(세포핵 염색)을  실온에 20분간 incubation 한 후 PBS로 1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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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하였다.  

 

3. Western blotting 

 

세포 추출물은 10% SDS-PAGE gel로 분리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옮겨진 후 1시간 동안 5% non-fat milk에 block 되었다. 샘플은 다음

과 같은 1차 항체로 조사하였다: desmin (DAKO, M0760 mouse anti-desmin) 과 β-actin 

(Santa Cruz, Santa Cruz, CA, USA). 2차 항체는 horseradish peroxidase를 접합한 goat 

anti-rabbit 또는 anti-mouse antibodies (Pierce, Rockford, IL, USA) 를 사용하였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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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반응은 SuperSignal®  West Femto enhancer kit (Pierce) 로  검사하였고 양성 밴드는 

x-ray 필름으로 감지하였다. 

 

4. RT-PCR (Reverse-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 

 

배양된 세포는 Trizol (Invitrogen, USA) 로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RNA는 TaKaRa 

RNA PCR Kit Ver.2.1 (TaKaRa Bio Inc, Shiga, Japan) 를 사용하여 cDNA로 역전사하였다. 

반응 조건은 45
0
C에서 45분, 95

0
C 에서 5분간 처리하였다. RT-PCR의 증폭은 제조사의 지

시대로 LC480II (Roche Diagnostics GmbH)에서  Light Cycler 480 SYBR Green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였다. 소둔은 60
0
C에서 10초간 하였

다. mRNA 발현 비교를 위한 대조군은 GAPDH로 하였다. RT-PCR을 위한 프라이머는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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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우스 근육재생 모델 및 근육재생의 분석 

 

1. 근육 손상 후 치수세포 주입 

 

동물 반입 후 1주일간  검역 순화 과정을 거친 5주령의 6마리 ICR 마우스 (OrientBio Inc., 

Seongnam Korea) 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중 4마리 동물에는 복강 내 마취 (Ketamine 

0.2ml/kg과 xylazine 0.015 ml/kg)후, 양쪽 장딴지근 (gastrocnemius muscle) 및 교근에 

10μM 농도의  cadiotoxin (Sigma:St Louis, MO) 을 100μl PBS에 희석하여 26 guage 주사

침을 이용하여 근육내 주사하였다. 24시간 후 왼쪽 근육에는 PBS 20μl (CTX+PBS군, 

N=4), 오른쪽 근육에는 5-Aza 처리 후 1주일간 배양하고 치수세포 추적을 위한 lentiviral 

vector-expressing GFP (Seoulinbioscience, Seongnam, Korea) 를 사용하여 transfection

된 치수세포 1x10
5 
 cells 를 포함한  20μl PBS (CTX+pulp군, N=4) 를 주입하였다. 대조군 

동물에서는 왼쪽 장딴지근 및 교근은 정상 조직 채득을 위해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고 

(normal control군), 오른쪽 근육에는 cardiotoxin 만  근육내 주사하였다 (CTX군). 2주 후 

동물을 희생하여 각각의 근육을 절제하여 관찰하였다. 

 

2. 조직학적 관찰 

 

2-1)  H&E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절제한 각각의 근육조직을 5μm 간격의 동결절편을 제작하여 광학 현미경 관찰을 위한 

H&E (hematoxylin and eosin) 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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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수유래 세포의 추적 

동결절편에 DAPI mounting 용액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 USA) 으로 

대조염색을 시행하였다. GFP label 된 치수세포의 생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onfocal 

microscope (LSM710,  Carl Zeiss Inc., NY, USA) 로 관찰하였다.  

 

2-3) 근육조직의 면역형광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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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으로 

희석한 1차 항체 eMHC (embryonic myosin heavy chain; monoclonal Anti-Myosin, Sigma) 

또는 CD31 (Purified Rat anti-mouse CD31, BD Biosciences, San Jose, CA) 을 조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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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으로 희석한 2차 항체 (Alexa Fluor 555 goat anti-rat IgG, Invitrogen, Carlsbad, CA, 

USA) 를 적용하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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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HC 또는 CD31 이 발현된 

부분을 관찰하였다.  

 

2-4) 근육재생의 계측  

근육조직 절편 내에 발현된 eMHC 또는 CD31의 optical density 를 computer-assisted  

planimetry (Metamorph, Metamoph Ltd., Limerick, Ireland) 를 이용하여 현미경 사진의 전

체 pixel 대비 발현된 항체의 pixel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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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가. 치아유래 기질세포의 근육분화능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는 근육분화 유도 배지 단독으로는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유도되

지 않았으나, 5-Aza 를  24시간 전처리 함으로써  근육 특이 단백질인 desmin양성의  

myotube 구조가 관찰되었다 (Figure 1). 또한 myotube는  치주인대 세포보다 치수세포에

서 더 굵고 많이 관찰되었다 (Figure 1C vs D). Desmin에 대한 Western blotting 분석 결과, 

치주인대 세포의 경우는 근육분화 유도 전과 후 유사하게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치수세

포의 경우 근육분화 유도 전에 비해 유도 후에는 desmin  단백질 양이 증가되었다 (Figure 

2). Desmin과 더불어 근육 표지자인 myogenin에 대한 역전사 중합 연쇄 반응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 결과, 치수세포에서는 근육분화 

유도에 따른 myogenin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치주인대 세포에서는 발현이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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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yogenic induction and desmin expression of PDL and pulp stromal cells. 

Control cells cultured in the absence of 5-Aza treatment in A,B (-5-Aza).  Cells pretreated 

with 5-Aza for DNA  demethylation were positive for desmin (green) in C,D (+5-Aza). Cell 

nucleus counterstained with DAPI (blue). Bars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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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estern blot analysis for desmin expression. Expression of desmin was  

increased after myogenic inductioin in pulp cells. 

 

 

Figure 3. RT-PCR analysis for myogenin expression.  Expression of myogenin was  

increased after myogenic induction in pulp cells, but the expression was decreased in  

PD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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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수세포 주입에 따른 근육재생 효과 (장딴지근)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 모두에서 근육으로의 분화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근육 특이 

표지자인 desmin과 myogenin의 발현량 및 myotube 양은  치수세포가 치주인대 세포

에 비해 우세하였다. 따라서 생체내 근육재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수세포를 이용 

하였다. 

 

1. 근육재생의 조직학적 평가 

 

정상 장딴지근 (normal control군, Figure 4A) 의 단면은 둥근 모양의 근섬유 주위를 핵이 

둘러싸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골격근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cardiotoxin을 주입한 군

( CTX군, Figure 4B) 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핵이 근섬유 주위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손상된 부위에 대규모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Cardiotoxin  주입 후 PBS를 주입

한 대조군 (CTX+PBS 군, Figure 4C) 은 CTX군과  유사하나 주변 기질의 염증 부위의 크

기가 좀 더 작은 양상을 보인다. Cardiotoxin  주입 후 근육분화 유도된 치수세포를 주입한 

실험군 (CTX+pulp 군, Figure 4D) 은 CTX+PBS군에 비해 근섬유의 연속성이 비교적 유지

되어 보이고 염증부위와 근섬유들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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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istological features of mouse gastocnemius muscle by H&E stain. 

 Magnification is x20, small box is x40. Bars = 50㎛ 

(A) Normal control group: The nuclei are around in muscle fibers. 

(B) Cytotoxin (CTX) group: The inflammatory cells are infiltrated largely and the nuclei of 

the cells are in the center or around the muscle fiber. 

(C) CTX+PBS group: The inflammation sites are smaller than CTX group. 

(D) CTX+pulp group: There are inflammation sites and muscle cell populations at the 

same time. 

 

  



14 

2. 치수세포의 추적 

 

마우스 근육내 주입된 치수세포를 추적하기 위하여 Lenti GFP로 라벨링된 치수세포를 

주입하였다. 대조군, CTX군 및 CTX+PBS군에서는  DAPI+ 세포만 관찰되었을 뿐 GFP+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5.A~F). 치수세포를  주입한 CTX+pulp군에서는 주입 후 

2주 경과 시점에서도 DAPI+, GFP+ 세포가 다수 관찰되었다 (Figure 5H, 5I).  

 

 

Figure 5. Engraftment of GFP labeled pulp cells in mouse gastrocnemius muscle. 

There was no GFP+ cells in CTX and CTX+PBS group (A~F). DAPI+ and  GFP+ cells 

were observed in CTX+pulp group (G~I). Bar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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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수세포 주입에 따른 근육재생 평가 (교근) 

 

이미 잘 확립된 장딴지근 모델에서의 근육재생 효과 및 치수세포의 생착을 확인한 후, 

악안면 영역의 대표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교근 모델을 이용하여 치수세포의 근육재생 여

부를 평가하였다. 정상 교근의  단면은 장딴지근에 비해 근섬유가 더 성기게 관찰되었다 

(Figure 6A). CTX군은 근육 손상이 매우 심해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근섬유 모양이 거의 편

평해지는 모습이 보였다 (Figure 6B). CTX+PBS군은 CTX군에 비해 근섬유가 비교적 촘촘

했고, 근섬유 밀집 부위가 관찰되었다 (Figure 6C). CTX+pulp군은 CTX+PBS군에 비해 근

섬유 배열이 더 규칙적이었으며 CTX+PBS군에 비해 특히 혈관 주변에 근섬유 밀집 부위

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Figure 6D)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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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logical  features of mouse masseter muscle by H&E stain. Bars = 50㎛ 

 

교근에서 근육재생은 신생근육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eMHC 항체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정상 대조군의 경우 균일한 세포의 분포는 관찰되었지만 eMHC 의 발현은 드물게 

관찰되었다 (Figure 7A,B,C). CTX군의 경우는 근육손상에 의해 세포가 불규칙하게 산재

되어 있었고 (Figure 7D), eMHC의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7E,F).  CTX+ 

PBS군의 경우는  CTX군에 비해 비교적 규칙적인 세포 분포가 관찰 되었으나 (Figure 7G)  

eMHC 의 발현은 드물게 관찰되었다 (Figure 7H,I). CTX+ pulp군의 경우는 CTX군과 

CTX+ PBS군에 비해 규칙적이고 (Figure 7J) 세포의 분포 또한 증가하였으며 eMHC+ 세

포 및  eMHC의 발현이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Figure 7K,L). eMHC 항체의 발현 정도는 

CTX + pulp군은 CTX + PBS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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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pression of eMHC  in mouse masseter muscle.  The expression of eMHC 

 was dominated in CTX+pulp  group(K)  than other groups(B,E,H), red  fluorescences 

 means eMHC expressions. Ba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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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MHC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TX+pulp group compared to 

 the CTX+PBS group. * p < 0.05 

 

근육재생에는 혈관재생이 필수적이다 (Sue B et al., 1994).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 표지

자인 CD31 항체에 대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정상 대조군의 경우 CD31 의 발현

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9A,B,C). CTX군의 경우 근육형태가 상실된 부위가 많았고 

(Figure 9D), 손상이 심한 부위에서 CD31 발현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Figure 9E,F).  

CTX+ PBS군의 경우 CTX군에 비해 비교적 규칙적인 세포 분포가 관찰되었고 (Figure 9G) 

CD31의 발현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Figure 9H,I). CTX+ pulp군의 경우는 CTX군과 CTX+ 

PBS군에 비해 규칙적이고 (Figure 9J)  세포의  분포 또한 증가하였으며  CD31+ 세포 및  

CD31 발현이 매우 증가하였다 (Figure 9K,L). CD31 항체의 발현 정도를 계측한 결과, 

CTX + pulp 군은 CTX + PBS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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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xpression of CD31 in mouse masseter muscle. The expression of CD31 was  

Dominated in CTX+pulp group (K) than other groups (B,E,H), red fluorescences means 

 CD31 expressions. Ba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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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D31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TX+pulp group compared to 

 the  CTX+PBS group.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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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교정 치료 목적으로 발치된 영구치에서 분리한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를 근육조

직으로 효율적으로 분화시키고, 생체내로 이식하여 근육재생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골격근은 스스로 재생이 가능하지만 외상, 선천적 결손, 종양 제거 등으로 조직이 손상

된 경우 위성세포의 수, 재혈관화, 신경재생등의 영향을 받는다 (Sue, 1994). 골수유래 줄

기세포를 근위축증 모델생쥐에 이식한 여러 연구에서 골수 세포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근육 재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Ferrari et al.,1998; Gussoni et al., 1999 ). 그러나 

공여자로부터 유래한 근섬유의 생착률은 낮았다 (Gussoni et al., 1999; Ferrari et al., 

2001). 이는 골수세포가 근육세포로 분화 했다기 보다는 주로 이식된 세포가 기존 세포와

의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Castro et al., 2002; Wang et al,.2003). 유치

의 미성숙 치수 줄기세포를 golden retriever muscular dystrophy (GRMD) dog 에 이식한 

실험에서도 면역거부 반응 없이 치수세포의 생착이 다수 관찰되었으나 dystrophin 유전자

는 몇몇 근섬유에 한정되어 발현되었다 (Kerkis et al., 2008). 

 

본 연구의 in vitro 실험에서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를 5-Aza 전 처리를 하지 않고 근육분

화 배지에 배양하여  분화 유도를 한 경우에는 myotube 구조 형성이 되지 않았고 근육 특

이 단백질 발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5-Aza 처리하여 근육 세포로의 초기 분화를 유도한 

경우,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두 종류 세포에서 모두 myotube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RT-PCR 및 western blotting 분석 결과 치수세포의 경우가 치주인대 세포에 비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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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도에 따른 desmin과 myogenin 발현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치수세포가 치주인대 세포

에 비해 근육 세포 분화능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in vivo 마우스 근육 재생 실험에서는 치

수세포 이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5-Aza를 이용한 DNA demethylation 전처리가 없는 경우 

근육세포로 분화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근육세포로의 초기 분화를 유도한 치수세포

를 주입하여 생체내 근육재생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우스 근육 손상 모델에서 장딴지근 (gastrocnemius muscle) 이나 전경골근 (tibialis 

anterior)을 손상시킨 후 절제한 조직을 관찰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진 방법이다 (Hwang et 

al.,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의 근육 재생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교근도 실험에 

포함시켰다. 장딴지근은 발목 인대를 기원(origin)으로 하여 무릎 부위까지 근육 절제가 쉽

고 기준점을 잡기도 용이한 반면, 교근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연결된 구조물이 많고 주위 

혈관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절제가 어려웠다. Cardiotoxin, PBS 및 치수세포의 주입

점은 교근의 상하 좌우 중앙 부위로 결정하였고 주입된 약물이나 세포는 장딴지근과 마찬

가지로 주변으로 확산됨을 전제로 하였다. 정상 조직의 근섬유 형태는 교근이 장딴지근에 

비해 다소 성기게 배열되어 있었고, 치수세포 주입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근육재생이 일어

났음이 확인되었다. 

 

주입한 치수세포를 추적한 결과 장딴지근에서 조직내에 생착된 GFP+ 세포를 찾았지만 

다량의 생착 세포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교근에서는 조직내에 생착된 GFP+ 세포가 관찰

되어 치수세포의 생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착된 치수세포는 약 2주간의 관찰기간 동

안 cytokine 분비 및 세포간의 signaling , 또는 기존 근육세포와의 융합을 통해서 주변 근

육조직의 재생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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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HC (embryonic myosin heavy chain) 는 조직 손상 또는 외상후 근육이 재생될 때 나

오는 표지자로  원래의 성숙한 근육조직보다는 신생근육에서 developmental myosin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Maria A et al.,1999). 본 연구에서도 치수 기질 세포 주입군 

(CTX+pulp) 에서 다른 군에 비해 eMHC 발현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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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착된 

치수세포의 작용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하고 혈관신생이 촉진되어 재생이 증진되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간엽성 줄기세포는 이식시 T세포 동종 이계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T세포 반응을 억제

함으로써 면역 조절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Zhao, 2004). Pierdomenico 등은 사람 치

수 줄기세포는 91%까지 면역을 억제하여 골수 줄기세포보다 좋은 이식재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Pierdomenico et al., 2005). 사람의 치수세포를 이종(개)에 이식

한 연구에서, 별도의 면역억제 과정이 없어도,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Kerkis et al.,2008). 본 연구에서도 사람 치수세포를 마우스에 주입하고 별도의 면역 억제 

처치를 하지 않았고, 근육재생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부 반응에 대해 크게 비중

을 두지 않았다. 

 

치수세포를 배양 후 4주간 근육 분화 유도를 한 in vitro 실험과는 달리 마우스 생체 실험

에서는 치수세포를 1주일만 근육 분화 유도 (5-Aza 처치 후 근육 분화 배지에서 배양) 를 

시킨 세포를 이식하였다. 따라서 주입된 세포가 직접 성숙한 근육세포로 발달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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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조직을 형성하였는지 (direct effect), 기존 근육세포와 융합이 되었는지, 세포의 

paracrine effect 에 의한 근육 재생 기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식된 세포의 시기별 추적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재생된 근육이 성숙되기까지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된 근육이 적절한 기능

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신경재생 (innervation), 근수축력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 치아의 치수 조직은 발치된 치아로부터 비교적 간단히 분리될 수 있고, 장기간 냉

동 보관을 할 경우에도 줄기 세포의 특성과 기능을 유지한다 (Papaccio et al.,2006). 따라

서 보관된 치수세포를 이용한 생체내 이식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악안면 연조직 재

생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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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정 치료 목적으로 발거된 소구치에서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를 분리하

여 근육세포 분화를 유도하였다. 이를 마우스 생체 근육내로 이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치주인대 및 치수세포는 근육분화 유도 배지 단독으로는 근육세포 분화 유도가 되지 

않았으나, 5-aza-2 -́deoxycytidine 전 처리와 근육분화 유도 배지를 사용함으로써 근

육 특이 단백질인 desmin 양성의 myotube 구조로 분화되었다. 치주인대세포에 비해 

치수세포에서 더 굵고 많은 양의 myotube가 분화되었다. 

2. 치수세포는 5-aza-2 -́deoxycytidine 전 처리로 근육분화 유도 후 desmin 및 myogenin 

발현이 증가한 반면, 치주인대 세포에서는 근육 분화 유도 후 myogenin의 발현은 오

히려 감소하였다. 

3. 마우스 근육 재생 모델을 이용하여 장딴지근 및 교근에 초기 근육 분화 유도를 한 치

수세포를 주입한 결과 조직학적으로 근육 재생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4. 마우스 근육 재생 모델을 이용하여 장딴지근에 주입된 치수세포를 추적한 결과 마우

스 근육 조직으로의 생착이 확인되었다.  

5. 마우스 근육 재생 모델의 면역형광 분석 결과, 근육분화 유도된 치수세포를 주입한 

군의 경우, PBS를 주입한 대조군에 비해 손상 시 재생되는 신생근육의 표지자인 

eMHC (embryonic myosin Heavy chain) 및 혈관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발현이 우

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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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사람 치수세포를 근육분화 유도하여 손상된 근육에 이식한 결과 

근육재생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수세포를 이용한 생체내 이식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악안면 연조직 재생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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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cle regeneration with tooth-derived primary culture cells 

 

Jaeeu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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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ction of myogenic differentiation with primary 

culture cells of extracted premolars and investigating the muscle regeneration effect by 

transplanting  these primary culture cells to mice muslce tissues. 

 

Cells from periodontal ligament and pulp tissues of premolars was treated 5-aza-2'-

deoxycytidine(5-Aza) for DNA demethylation, and then we cultured them with muscle 

differentiation media. We identified the induction of myogenic differentiation. WIth mouse 

muslce injury and regeneration model, we transplanted muscle- differentiated pulp cells 

into gastrocnemius muscle and masseter muscle of mouse. After transplatation, we 

evaluated them histologically and traced the transplanted pulp cells. The conclusion are 

as follows. 

 

1. Myogenic media only, we could not induce myogenic differentiation. but we observed 

myotube formation following pretreatment with 5-aza-2'-deoxycytidine (5-Aza) and 

myogenic media. There were more myotube formation in pulp cells than PD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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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min and myogenic expression was increased with induction by pretreatment of 5-

aza-2'-deoxycytidine(5-Aza) in pulp cells, however myogenin expression was 

decreased with induction in PDL cells. 

 

3. With mouse muscle injury and regeneration model, the injected pulp cells were 

engrafted into gastrocnemius muscle. 

 

4. In immunofluorescence analysis of mouse muscle injury and regeneration model, 

eMHC (embryonic myosin heavy chain: marker of young  muscles by injuries) and 

CD31 (marker of endothelial cells)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myogenic 

induced pulp cells injection group. 

 

Therefore, if the in vivo studies of pulp cells isolated from extracted teeth were 

supported, we may expect to use them in the field of oromaxillofacial soft tissues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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