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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따른 피부 주름 개선 효과 

 

본 연구에서는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따른 피부 주름 개선 효과와 그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된 소구치 치주인대 조직으로부터 

outgrowth 방법으로 기질세포를 획득하고, PKH26 염색으로 표지화 하였다. 자연 

노화된 쥐의 피부 대조부위에는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를, 실험부위에는 

치주인대세포를 주입하고 주름 개선 효과를 육안적 관찰과 replica analysis 를 통해 

분석하였다. 조직 절편을 제작하여 조직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주입된 

치주인대세포를 추적하였다. 또한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상피 세포의 이주, 

증식양상을 평가하였으며,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정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은 주입 초기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주름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p<0.05). 

2. 주입 14 일 후 조직분석 결과,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의해 등 주름 부위의 진피층 

두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p<0.05). 

3. 주입 14 일 후 조직분석 결과, 등 주름 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따른 collagen density 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4. 주입 14 일 후 주입된 치주인대세포는 조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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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HaCaT cell (human keratinocyte cell line) 배양 시, 

대조배양액에 비해 세포 증식은 유사하였으나 HaCaT cell 의 이주는 증가하였다. 

6.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VEGF 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p<0.0001), 조직에 대한 면역형광염색 분석 결과, 혈관 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치주인대세포의 국소적 주입이 간접효과에 의해 자연 

노화된 쥐의 피부에 항노화 효과 및 주름 개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치주인대세포, 주름 개선, 항노화, 자연 노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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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인대세포 주입에 따른 

피부 주름 개선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 경 호 교수) 

 

한 정 윤 

 

Ⅰ. 서론 

 

교정치료는 치아를 이동시켜 악안면 기능의 증진과 심미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미니 임플란트의 이용과 악안면 수술 치료 등의 발달로 치아를 포함한 경조직의 

이동에 있어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한 이동을 이뤄냈으며, 그로 인해 

이전 보다 악안면부 기능 및 심미의 개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교정치료를 받게 되는 일반 환자들의 교정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면서, 

환자들의 미적 요구도는 점점 더 커져 갔으며, 경조직의 조화로운 변화 뿐 아니라 

연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크게 기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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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정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조직의 개선을 쉽게 조절하거나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연조직 변화의 입체적인 분석과 예측은 아직 

제한적이고, 연조직의 긴장도 및 두께, 환자의 악습관 및 생활 습관에 따라 그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Lee et al., 1999), 그리고 교정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성장 또는 노화가 진행되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통해 

악안면부의 연조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치과교정의사의 노력에 비해 기대보다 못한 연조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소구치 발치 치료 후 성인에서 종종 발생하는 비구순 주름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치과 교정진료실 내에서 이러한 교정치료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연조직 문제에 비교적 간단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유연히 

대응할 수 있다면,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더 큰 심미적 만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름은 일종의 피부 노화에 해당한다. 햇빛, 지속적 근육의 수축, 피부건조, 그리고  

유전적 원인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피부 진피층 속의 collagen 섬유와 탄력섬유 

등에 변성이 일어나고, 피부 수분이 감소하여 탄력이 떨어져 피부가 접히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El-Domyati et al.,2002).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retinoid (Pepine 

et al.,1996) 및 항산화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laser 치료 (Ross et al.,1999), 박피술, 

보톡스(Klein et al.,1997), 필러 등의 시술이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조직 

유래 줄기 세포를 활용하여 주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Ueda (Ueda et al., 2010)는 유치 치수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stem cells from 

human exfoliated deciduous teeth, SHED)를 이용하여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세포(adipose-derived stem cell, ADSC)의 주입 또한 진피층의 두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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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의 함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며 (Kim et al., 2009), 진피층  

섬유모세포의 collagen 합성과 혈관재생이 증가되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였다 (Kim et al., 2011).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실제 자연 노화된 

피부가 아닌, UV 로 급속히 형성된 hairless mice 의 등 주름에 세포를 주입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포수준에서의 명확한 기전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한정적이었다.  

성인 교정치료 시 통상적으로 발치되는 소구치의 치주인대 조직에서도 다량의 

간엽성 줄기세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들 줄기세포는 형태학적으로도 섬유모세포와 

가장 유사할 뿐 아니라 다량의 collagen 을 포함한 기질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 

(Song et al., 2012). 또한 치주인대세포를 적절한 지지체와 함께 외과적으로 

이식하였을 때 조직 재생의 효과가 있었음이 보고된 반면 (Seo et al., 2004), 

치주인대세포와 같은 줄기세포의 국소적 주입만으로도 창상 치유 및 연조직 재생의 

증진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준호, 2011; Nishino, Ebisawa et al., 

2011; Nishino, Yamada et al., 2011). 따라서 치주인대세포의 국소적 주입을 

응용하여 노화된 피부의 주름 개선 및 rejuvenation 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시 발치된 소구치의 치주인대에서 획득한 기질세포를 자연 

노화된 hairless mice 의 피부에 주입하여,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따른 주름 개선 및 

항노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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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가-1. 치주인대세포의 배양  

  

교정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교정적 목적으로 소구치를 발거한 경우에 

한하여 본 연구를 이해하고, 조직 공여에 동의한 4 명의 환자 (남 2 명, 여 2 명, 

13.2~22.1 세, 평균 17.1 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강남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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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주인대세포는 국소마취 하에 상하악 제 1 소구치를 발거하여 치근 표면으로부터 

#15 Blade를 사용하여 치근막을 부드럽게 분리하여 outgrowth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Song et al., 2012). 분리된 치주인대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및 100 

units penicillin 과 100 mg streptomycin antibiotics를 함유한 배지에서 배양하였으며 

세포가 70~80% 단층을 형성한 후 계대배양 하였다. 본 연구는 3 차 계대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였다.  

 

가-2. 배양액의 분리 

 

치주인대세포 (PDL cell), 인간진피 섬유모세포 (human dermal fibroblast, HDF, 

Invitrogen, Carlsbad, CA) 및 상피 세포 (human keratinocyte cell line, HaCaT cell, 

Invitrogen)의 배양액(conditioned medium, CM)은 각 세포를 4X10
3
/cm

2
 농도로 10% 

FBS를 포함한 alpha modification of Eagle’s medium (α-MEM)에서 24 시간 배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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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그 후 각 세포의 CM은 0.22 µm pore-sized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필터링 후 사용하였다.   

 

나. 치주인대세포의 표식 

 

치주인대세포의 표식을 위해서 PKH26 Fluorescent cell linker kit (sigma-aldrich, 

Sain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으며, PKH26 염색방법은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준해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4x10
6

개의 세포를 혈청이 없는 배지로 한차례 세척하고, 

400 g 에서 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diluent C 용액 200 μl 로 

희석하여 세포액을 준비하였다. 염색액은 PKH26 1.6 μl 에 diluent C 용액 200 μl 를 

가하여 준비하였으며, 염색액과 세포액을 혼합하여, 1~5 분간 반응시켰다. 염색반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동량 (400 μl)의 혈청 또는 1% BSA (bovine serum albumin)를 

가하고 1 분간 방치하였다. 10 분간 400 g 으로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 후, 

세포를 시험관으로 옮겨 10 ml 의 배지로 3 차례 세척하였다. 적정 최종 세포 

농도까지 재부유하고 원심분리 하였다. 

 

다. 자연 노화 마우스 및 치주인대세포의 주입 

 

총 8 마리의 8 주령 hairless mouse (중앙실험동물부)를 반입하여 53 주령이 될 

때까지 자연노화를 시켰다. Hairless mouse의 좌측을 대조 부위, 우측을 실험 부위로 

나누고, 대조 부위에는 3-400 µl의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control,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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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부위에는 2X10
6

개의 치주인대세포를 함유한 PBS (PDL injection, N=8)를 각각 

안면의 주름 주위와 등 부위 두 곳에 26 gauge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안면의 주입 부위는 코에서부터 가장 가까우면서 깊은 주름 부위에 주입하였으며, 

등의 주입부위는 oil-based marker pen으로 약 10 mm의 원을 표시 후, 약 6-8 번에 

나누어 원의 주변에서 중심을 향하도록 주입했다 (Figure 1).  

 

Figure 1. Hairless mice and injection sites. PBS was injected on the left side of 

mice (Black arrow, control), PDL cells were injected on the right side of mice 

(Red arrow) (A). Facial wrinkle area before (B) and after (C) PDL injection. 

 

라. 피부 주름 획득 및 분석  

 

등 주름 부위에서는 치주인대세포 주입 직전, 7 일 그리고 14 일에 replica 획득을 

시행하였다. Replica locator ring과 silicone으로 구성된 Replica - Repliflo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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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CuDerm Co, Dallas, TX, USA)를 사용하였으며,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Replica 

locator ring을 hairless mouse의 등에 일정한 방향으로 부착하고 silicone을 주입한 

후 떼어 내어 피부 replica를 얻었다. 

제작된 주름 replica에 일정 각도의 빛을 조사하면 replica 주름의 굴곡에 따라 

그림자가 생성 된다. 그림자의 명암을 CCD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로 

변환한 후 컴퓨터 영상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름 그림자 명암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치주인대세포 주입 직전, 직후, 그리고 4 일, 7 일 및 14 일에 얼굴 주름 부위의 

디지털 사진 촬영을 시행하였다. 

 

마. 조직학적 분석  

 

PBS 또는 치주인대세포 주입 14 일 후 각 군의 실험 동물을 희생하여 분리한 피부 

조직의 반을 이용하여 4 µm 간격의 파라핀 조직을 제작하고 H&E (Hematoxylin and 

Eosin) 염색을 시행하였다. 조직 절편상에서 최대 진피 및 상피 두께를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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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하였으며, 섬유모세포의 수를 세었다. 

또한 Masson’s trichrome stain을 하고 진피표피 경계부의 기저막부터 

피하조직의 일부인 육상층 사이의 거리를 재어 진피의 두께를 측정하고, collagen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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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면역형광염색 

 

피부의 모세혈관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결 절편에 대해 anti-CD31 항체를 

이용하여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Yang et al., 2013). 

요약하면 동결절편 슬라이드를 4% Formaldehyde로 고정 후 protein blocking 

solution (DAKO®, Glostrup, Denmark)을 적용하여 일차 항체와 비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억제하고 1:100 으로 희석한 일차 항체 (Purified Rat Anti-Mouse 

CD31, BD Biosciences, San Jose, CA)를 조직당 100~200 µl씩 분주하고 4°C에서 

overnight 동안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를 세척한 후 1:400 으로 희석한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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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dye 4’, 6-diamidino-2-phenylindole) mounting 용액을 한 방울씩 

분주한 후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710, Carl Zeiss Inc., NY, 

USA)을 이용해 CD31 이 발현된 모세혈관을 관찰하였다. 피부의 진피 내에 발현된 

CD31 의 optical density를 computer-assisted planimetry (Metamorph, Metamorph 

Ltd., Limerick, Ireland)를 이용하여 pixel 단위로 측정하였다. 

 

사. 치주인대세포의 추적  

 

14 일 후 분리한 피부 조직의 나머지 반을 이용하여 4 µm 간격의 동결절편을 제작 

후 DAPI로 대조염색을 시행하였다. 치주인대세포의 마우스 피부 내에서의 생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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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부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710, 

Carl Zeiss Inc., NY, USA)을 이용해 PKH가 발현된 주입세포 유무 및 발현 위치를 

관찰하였다. 

 

아. Migration Assay 

 

HDF와 HaCaT cell을 α-MEM을 이용하여 6-well 배양기에 단층이 형성될  

때까지  배양한 후 200 µl pipette tip으로 상처낸 후 떨어진 세포를 PBS로 세척하여 

제거하였다. 각 세포는 FBS를 포함하지 않은 α-MEM (control medium 1), 10% FBS 

를 포함한 α-MEM (control medium 2), PDL CM, HDF CM 또는 HaCaT CM을 

추가하여 배양하였고, 세포의 이주는 상처 직후 및 15 시간 경과 후 현미경과 사진 

촬영을 통해 관찰하였다. 

 

자. 세포 증식 분석 

 

치주인대세포의 배양액을 이용해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상피 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 분석 (MTT Assay)을 시행하였다. HaCaT cell을 96 well 배양기의 well에 4 x 

10
4 

개씩 분주하였다. 각 세포를 FBS를 포함하지 않는 α-MEM (control medium 1), 

10% FBS를 포함한 α-MEM (control medium 2), PDL CM, HaCaT CM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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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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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에서 4 시간 배양하였다. 살아있는 각 세포로부터 얻은 기질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VersaMax
TM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차.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의 VEGF의 정량  

 

대조배양액인 FBS를 함유하지 않은 α-MEM 과 PDL CM, HDF CM의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농도를 각각 VEGF  ELISA kit (Quantikine; R 

& 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카.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13.0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각 군간의 비교는 student’s t – test 또는 ANOVA를 시행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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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가. 등 부위 피부 주름의 변화 

 

쥐의 피부에 PBS 와 치주인대세포 주입 전 (D0), 주입 7 일 후 (D7), 주입 14 일 

후 (D14)에 획득한 replica 영상을 분석하여, 등 부위 주름의 깊이 변화를 측정해 

보았을 때, 주입 초기(D7-D0)에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주름 개선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Figure 2, Table 1).  

 

 

Figure 2. Images from replicas of dorsal skin after PBS and PD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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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the dorsal wrinkle depth after PBS and PDL injec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arbitrary unit). 

 

                            PBS                   PDL                P 

 

 

    Δ D7  - D0         0.46 ± 0.469         -0.42 ± 0.244           * 

 

 

 Δ D14 – D7        -0.23 ± 0.530          0.50 ± 0.652  

 

 

    Δ D14 – D0         0.23 ± 0.588          0.08 ± 0.694 

 

 

*P < 0.05 

 

나. 얼굴 피부 주름의 변화 

 

얼굴 피부 주름의 육안 관찰 및 사진 촬영은 주입 직전, 직후, 그리고 4 일, 7 일 

및 14 일에 시행하였다. 주입 직후 치주인대세포를 주입한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사하게 주입부위가 팽창되며 주름이 펴지는 듯 보이다가, 주입 14 일에 

치주인대세포를 주입한 군에서는 주름의 깊이가 주입 전보다 얕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주입 전과 유사하였다 (Figure 3). 쥐의 피부에  

치주인대세포를 주입하였을 때, 과민반응이나 부종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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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of facial wrinkle for 14 days after PBS and PDL injection. 

Facial wrinkle was slightly reduced by local injection of PDL cells at day 14. 

 

다. 치주인대세포 주입 후 마우스 피부의 조직학적 변화 

 

주입 14 일 후 조직을 획득하여 H&E 염색으로 관찰하였다. 등 주름의 경우, 

치주인대 주입군이 PBS 주입군에 비해 표피층 및 진피층 두께가 증가하였고, 진피층 

섬유모세포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collagen 섬유의 배열이 더 긴밀해졌다 (Figure 4 

A,B). 얼굴 주름의 경우에서도 등 주름과 유사하게 표피층 및 진피층 두께가 

증가하였으나, 진피층 섬유모세포의 숫자와 collagen density 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4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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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on’s trichrome 염색상에서도 등 주름 부위 진피층 collagen 은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에서 더 높은 밀도와, 보다 규칙적인 구조로 배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  

두께를 계측하였을 때, 등 주름 부위 진피층 두께와 얼굴 주름 부위 표피층의 

두께가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ure 6).  

 

 

Figure 4. H&E staining of dorsal and facial skin after PBS and PDL injection. 

Dermal and epidermal thickness of dorsal and facial skin were increased in the 

PD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Bars=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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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sson-trichrome staining of dorsal and facial skin after PBS and PDL 

injection. Collagen fibers were stained and collagen density of dorsal skin was 

increased in the PD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Bars=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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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dermal and epidermal thickness after 

PBS and PDL injection. Dermal thickness of dorsal skin (A) and epidermal 

thickness of facial skin (B)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D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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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부 조직 내 CD31+ 혈관내피세포의 발현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의 진피층에서 CD31
+
 세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세포의 발현이 대조군 보다 증가되었다 (Figure 7). CD31 은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특징적인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증식하는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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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에서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하고 혈관 신생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Figure 7.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CD31 expression after PDB and PDL 

injection. CD31
+
 cells appeared in the dermis (red fluorescence indicated by white 

arrows) and were increased in PDL injected dorsal and facial skin (A-H). DAPI 

was used to visualize the nuclei. White bars=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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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우스 피부 조직 내에서의 치주인대세포의 추적 

 

치주인대세포 주입 14 일 후 조직 분석 결과 마우스 얼굴과 등 부위 피부 조직에서 

PKH 로 표식된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8). 이는 주입된 치주인대세포가 

주입 14 일 후 시기에 마우스 피부 조직에 생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ure 8. Analysis of injected PDL cells distribution after PDL injection. Labeled 

PDL cells were not detected at the mice skin. DAPI was used to visualize the 

nuclei. White bars=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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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양액에서의 세포 이주 효과 

 

HDF는 대조배양액 (no FBS, 10% FBS), 각질세포 배양액, 그리고 치주인대세포 

배양액(PDL CM) 에서 세포 이동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HaCaT cell은 PDL CM 

에서 더 많은 세포 이동의 양상을 보였다 (Figure 9).  

 

 

 

Figure 9.  Migration of HDF and HaCaT cell in PDL conditioned media. PDL CM 

made no difference in migration of HDF compared to HDF CM and control (A). 

PDL CM enhanced migration of HaCaT cell compared to HaCaT CM and control 

(B). White bars=100 ㎛. 



20 

사. 배양액을 이용한 세포 증식 분석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을 이용하여 인간의 각질세포 (HaCaT cell)를 배양하였을 때 

대조배양액 (no FBS, 10% FBS)이나 각질세포 배양액 사이에 세포증식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 FBS에서 배양하였을 때, 다른 배양액 보다 

유의하게 세포증식이 증가하였다 (p<0.0001, Figure 10).   

 

 

Figure 10. The effect of PDL CM on the proliferation of HaCaT cell. HaCaT cells 

were cultured in PDL CM, HaCaT CM, α-MEM and α-MEM containing 10% FBS 

(control). PDL CM made no difference in proliferation of HaCaT cell compared to 

HaCaT CM and α-MEM. α-MEM with 10% FBS significantly enhanced 

proliferation of HaCaT cell compared to the others.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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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의 VEGF 정량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혈관 형성을 촉진시키는 신호 단백질인 VEGF 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대조 배양액인 α-MEM, 섬유모세포 배양액에서의 검출량 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 (p<0.0001, Figure 11).  

 

 

 
Figure 11. VEGF concentration in the conditioned medium (CM) of periodontal 

ligament (PDL) cell, human dermal fibroblast (HDF), and control. VEGF 

concentration of PDL CM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HDF CM and 

control.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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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된 소구치 치주인대세포를 실제 자연 노화된 

hairless mice 의 피부 주름에 주입하여, 주름의 개선 및 항노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전부터 여러 조직으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 및 연조직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Kim (Kim et al., 2009)은 피하 

지방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기질세포가 다양한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을 

분비하여 원래 상주하는 섬유모세포와 각질세포를 활성화시켜 창상치유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 (박준호, 2011)은 치아 소구치 치주인대 세포를 쥐의 창상에 

주입하였을 때 TGF - β 등의 성장인자가 분비되며, 이러한 성장인자의 작용으로 

피부세포 증식 및 창상치유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줄기세포의 

연조직 재생에 대한 긍정적인 치유 효과는 노화에 의한 세포 일련의 구조적, 기능적 

소실에도 보상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Udea (Ueda 

and Nishino, 2010) , Kim (Kim et al., 2011) 등은  UV 를 광조사하여 형성된 

hairless mice 의 피부 주름에 지방 줄기세포를  주입하였을 때 피부 주름 개선 및 

rejuvenation 효과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노화한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긴다는 것으로, 자연 노화된 피부의 조직학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피층에서는 

각질세포의 증식활성이 저하되며, rete peg 이 편평해지면서 표피층의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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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지고 (Lavker, 1979; Hill et al., 1940), 표피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의 수가 감소한다 (Richey et al., 1988). 진피층에서는 진피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섬유모세포수와 혈관이 감소되며, collagen 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 

탄력성을 잃게 된다 (Shuster et al., 1975; Montagna et al., 1979; Andrew et al., 

1964). 일반적으로 사람에서 자연노화에 의한 뚜렷한 피부변화는 60 대 이후에서 

주로 관찰된다 (한광호 et al.,1998).  

본 연구에서 치주인대세포를 주입하였을 때, 진피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섬유모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며, collagen 의 밀도가 증가한 것은 섬유모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이전의 보고들과 부합하는 항노화 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기전으로 치주인대세포가 주입된 부위의 피부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포의 직접 증식, 분화에 의한 직접효과 (autocrine effect)라기 보다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분비 등을 통해 섬유모세포의 활성을 유도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간접효과 (paracrine effect)에 의함을 예상할 수 있다.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다량의 VEGF 가 검출되었으며, 각질세포의 증식이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이주가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직의 재생이나 창상의 

치유에 있어 신생혈관의 형성은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 및 노폐물의 제거를 위해서 

필수적인데 (Folkman, 1995), 치주인대 세포의 배양액에서 다량으로 검출된 VEGF 는 

혈관내피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신생혈관을 생성하여 (Qiu et al.,  

2007), 조직에서 다수의 CD31
+
 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활성도를 높여 collagen 합성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기존 연구들의 보고와 달리 표피층 두께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UV 광노화가 아닌 자연 노화시킨 hairless mouse 의 특징에 기인하였으리라 



24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V 를 광조사해서 생긴 피부 노화와 자연적인 피부의 

노화는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임상적으로 자연적인 노화인 경우 

피부는 미세한 주름이 늘어나며 부드러운 감촉을 보인다. 이에 반해 UV 를 

광조사해서 생긴 노화는 피부에 깊은 주름, 피부이완, 피질양상, 모세혈관확장 등을 

유발시킨다 (Evgenia et al., 2007). 자연적 노화를 거친 피부의 조직학적 특징에 반해 

UV 광조사에 의해 손상 받은 피부는 표피층의 극성이 소실되고 두꺼워지며, 

진피층에 섬유 모세포와 염증 세포들의 침윤으로 세포수가 증가한다. Collagen 

섬유의 무질서한 배열이 나타나고 정상 collagen 구조가 파괴되며, 파괴된 자리는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프로테오글라이칸 등으로 대체되고 비정상적인 탄력섬유 

덩어리들이 증가하는 탄력섬유증이 나타난다 (Wlaschek et al., 2001; Seite et 

al.,2006). 이 (이세빈, 2008)에 의하면 UV 를 광조사한 실험 마우스에 광노화 직후 

표피의 두께가 증가하고 과각화증을 보였으나, 줄기세포의 주입 후 그 두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연노화로 인하여 얇아진 

hairless mice 의 표피층이 두꺼워지는 항노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12-15개월 된 마우스는 사람의 나이 50-80세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데 (Choi et al., 2007), 본 연구에 사용된 53주령의 마우스는 사람의 나이로 

대략 55세에 해당한다. 이미 고령으로 인한 피부의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replica를 이용하여 얻은 주름 영상을 분석하였을 때, 주입 초기에서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있는 주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주입한 치주인대세포가 초기에는 피부 조직에 생착하여 초기 주름 개선 효과를 

일으킨 후, 관찰 시기 이전에 타 부위로 이주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악안면 교정 영역에서의 응용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연조직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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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특수한 scaffold의 사용이나 이에 따른 조직 절개, 봉합 또는 전신 투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필러 등의 주입과 유사한 세포의 국소적인 주사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만일 치주인대세포가 주입 부위에 잔존해 있는 것이 좀 더 장기적인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주입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고찰해 볼 여지가 있으며, 교정 진료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비 

침습적이면서도 치주인대세포의 이주를 막는 주입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고령의 실험 마우스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주름의 개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량의 collagen 합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관찰한 2주의 시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찰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미와 젊음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으며, 

교정치료를 통한 악안면부의 미적 개선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정치료를 통해 조화롭고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경조직과 연조직의 변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주름을 포함한 노화되어 보이는 연조직의 변화는 악안면부의 

심미성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부 주름 개선과 항노화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치료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약물을 사용한 방법과 

시술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피부 주름 개선을 위해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필러의 경우, 비교적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Klein et al., 2000),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염증성 

혹은 육아종성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Engelman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주인대세포의 간접효과에 의한 주름의 개선이 사람 노화 피부에서도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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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를 이용한 주름 개선 치료보다 한 번의 시술로 더 오랫동안 효과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가 줄기 세포를 이용하므로 알러지 반응이 더 적을 수 있으며, 

HA (Hyaluronic acid) 등의 이물질 주입을 통한 단순한 팽창에 의한 주름의 

개선이라기 보다는 표피층과 진피층 세포의 변화를 동반한 피부의 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효과 외에도 미백효과나 collagen 형성을 동반한 피부 탄력이 

개선되는 부가적인 항노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치주인대세포를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및 항노화 효과와 기전에 대한 단기, 

장기적인 연구가 보다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많은 개체의 동물과 인체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주인대세포를 주입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 향후 인체에서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배양 기술의 발달로 더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치주인대세포를 배양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부위 줄기세포 공여부에서 행해지는 

침습적인 시술의 필요 없이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 후 버려지는 치아에서 기질세포를 

얻어, 교정치료 후 부가적인 악안면부 연조직 재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심미적인 

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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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된 소구치 치주인대세포를 실제 노화된 

hairless mice 에 주입하여 주름 개선과 항노화 효과 및 그 기전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주인대세포 주입군은 주입 초기에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주름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p<0.05). 

2. 주입 14 일 후 조직분석 결과,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의해 등 주름 부위의 진피층 

두께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 (p<0.05). 

3. 주입 14 일 후 조직분석 결과, 등 주름 부위에서 대조군에 비해 치주인대세포 

주입에 따른 collagen density 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4. 주입 14 일 후 주입된 치주인대세포는 조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5.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HaCaT cell 배양시, 대조배양액에 비해 세포 증식은 

유사하였으나, HaCaT cell 의 이주는 증가하였다. 

6. 치주인대세포 배양액에서 VEGF 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p<0.0001), 조직에 대한 면역형광염색 분석 결과, 혈관 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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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injection of periodontal ligament cells reduces skin 

wrinkles in hairless mice. 

 

Jungyun Han, DDS, MSD.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ung-ho Kim, DDS, MS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ageing and anti-wrinkle   

effects of local application of periodontal ligament (PDL) cells.   

PDL cells were obtained using outgrowth method from extracted premolars for 

orthodontic purpose. The fluorescently labeled PDL cells were injected to the 

intrinsically aged skin of hairless mouse and traced. Anti-ageing and anti-wrinkle 

effects were evaluated for 14 days using photograph, replica and 

histomorphometry. 

The concentration of VEGF in the conditioned medium (CM) of PDL cells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ELISA. The effect of CM on the proliferation and 

migration of HaCat cell (human keratinocyte cell line) was evaluated using M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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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trol and the PDL cell injected groups. 

1. Local injection of PDL cells significantly reduced skin wrinkles in early period 

of evaluation by replica analysis compared to injection of PBS in control 

(p<0.05). 

2. Dermal thickness of dorsal skin of hairless mic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D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at day 14 (p<0.05). 

3. Collagen density of dorsal skin of hairless mice was increased in the PDL cell 

injec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at day 14. 

4. Fluorescence-labeled cell was not detected in the mice skin at day 14. 

5. The CM of PDL cells enhanced migration of HaCaT cells, but made no 

difference in prolifer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CM.   

6. Significantly high level of VEGF was detected from CM of PDL cells (p<0.0001), 

and the expression of CD31 was higher compared to the control indicating   

enhancement of angiogenesis.  

 

PDL cells have a potential of anti-wrinkle effect in intrinsically aged skin through 

paracrine mechanisms possibly involving secretory factors such as VEGF. 

 

 

Key words : Periodontal ligament cell, anti-wrinkle, anti-ageing, intrinsically aged 

sk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