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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치아와 털의 발생과정 모두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1-c(Nfⅰc)을 매개로 하여, 이것의 발현을 

조절하는 법랑모세포와 치아의 발생과정에서 간엽 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상아모세포가 모낭의 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치아 발생과 모낭의 발생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상피세포와 간엽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발생 경로나 물질을 

상당부분 공유한다는 점 등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두 발생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물질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서는 4 주령 Nfⅰc 유전자 삭제 생쥐 3 마리와 야생형 생쥐(wild 

type mouse) 3 마리 총 6 마리의 쥐에서 털을 뽑아 모든 모낭의 발달 

단계를 synchronization 시킨 후 각각 법랑모세포 조건 배지, 

상아모세포 조건 배지 적용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는 

야생형 생쥐와 Nfⅰc 유전자 삭제 생쥐 모두에서 법랑모세포 조건배지와 

상아모세포 조건 배지를 넣은 실험 쥐들에게서 모낭의 발생이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모낭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랑모세포가 모낭의 발생을 촉진시킨 것은 법랑모세포가 Nfⅰc 

의 발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Nfⅰc 가 모낭 재생의 개시를 막고 있던 

TGF-ß 를 억제하여, 발생 개시를 앞당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 

외에도 모낭의 수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Nfⅰc 를 매개하는 경로 

외의 법랑모세포 조건 배지 자체만의 모낭 촉진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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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모세포의 경우에도 상피 간엽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치아와 털 

모두에서 동일하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작용하며, 공통의 신호물질들을 

공유한다는 점으로 보아 치아 발생에서의 간엽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상아모세포의 조건배지가 모낭의 발생에서도 촉진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대로 수와 발생 속도에서 모두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 법랑모세포와 상아모세포의 

조건배지가 모두 모낭의 발생에 그 속도와 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치아 발생 

물질을 이용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모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어: 법랑모세포, 상아모세포, 모낭 발생, 치아 발생, nuclear factor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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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서 론  

 모낭, 치아, 깃털, 유선 등을 포함하는 피부 부속물들의 발생과 재생은 

광범위한 상피 간엽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1-7]. 피부 부속물들에서 간엽세포들의 유도역할은 이 

상호작용을 파괴하여 그 영향을 관찰하는 실험 등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필수적이다[9].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많은 신호과정, 물질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 같은 발생과정의 공통점을 가진 

피부 부속물 중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치아와, 탈모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모낭의 발생에 대해 이 둘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둘 간의 발생을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연구의 주제를 둘 간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모낭의 발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치아의 발생에서 상피간엽 상호작용으로 치아의 발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낭에서도 상피와 그 아래의 간엽 세포 간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모낭이 형성 된다[11]. 형태 형성이 끝난 후 

각각의 모낭은 성장기(anagen), 퇴화기(catagen), 휴지기(telogen)의 

3 단계를 가지는 cycle 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같이 계속적인 cycle 의 

재생이 이루어져 새로운 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모낭의 가장 큰 

특징이다. 모낭은 outer root sheath, inner root sheath 그리고 hair 

shaft 의 3 가지 주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아의 간엽세포 성분인 

상아모세포에 해당하는 모낭의 간엽세포 성분은 특화된 섬유모세포들로 

구성된 dermal papilla 이다[12]. 모낭의 재성장을 이끌어내는 

줄기세포들은 bulge 라고 불리워지는 ORS 안의 특화된 niche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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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Dermal papilla 와 bulge 안 

상피줄기세포간의 상호작용은 증식을 통해 모낭이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유도되는 것을 활성화하며 모낭의 재생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즉, 

털의 발생에서 상피 간엽 세포의 상호작용은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증식이 일어날 수 있게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13]. 그리고 이 과정에서 Tgf-ß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치아와 털의 발생 모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전사인자 nuclear factor 1-C(Nfⅰc) 를 두 발생 과정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 선택하였고 [16,17,18], Nfⅰc 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치아의 상피 물질 법랑모세포와[16], 상피 

간엽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두 조직 모두에서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유사하므로, 치아의 간엽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상아모세포를 이용하여 

털의 재생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실험에는 법랑모세포와 상아모세포의 

조건배지를 사용하였는데 조건배지란 세포에서 분비하는 신호물질을 

포함하는 단백질들을 말한다[8]. 

탈모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낭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9]. 치아 발생 

물질이 털의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후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발치 할 치아나 치배, 과잉치 등에서 치아 

발생물질을 얻어 탈모 치료제 등으로 임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아 발생 과정의 법랑모세포 유래 

물질과 상아모세포 유래 물질이 모낭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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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실험 방법  

1.  Nfⅰc  knock  out  mouse 의 준비  

본 연구에서 마우스를 사용한 모든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 

관리위원회에 승인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국 (Dept. 

Biochemistry, State University New York at Buffalo)에서 제공받은 

Nfⅰc (+/-) 마우스 2 쌍을 각각의 성별에 따라 2 개의 cage 에 

분리하였다. 각각 분리 수용된 cage 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배양기에 수용하였다. 수용된 마우스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치는 동안 어떤 실험적인 처치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두 마리의 야생형 생쥐(WT) 

암컷 C5BL/6 (Damul, Daejon, Korea)는 1 마리의 Nfⅰc (+/-) 쥐와 

교배하였으며, 2 마리의 Nfⅰc (+/-) 마우스는 각각 두 마리씩의 WT 

C5BL/6 암컷과 교배를 하여 약 21 일 후 Nfⅰc (+/-) 첫 세대를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세대는 일련의 표기방법에 따라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약 0.5 mm 의 꼬리를 절단하여 유전자형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법랑모세포 배양액 (preameloblast-conditioned medium, PA-

CM)과 상아모세포 배양액 (odontoblast-conditioned medium, OD-

CM)의 준비 

Fang 등이 보고한 방법에 따라 C57BL/6 마우스의 전치 치근단 분에서 

apical bud cell (ABC)을 분리하고 배양하였다. 요약하자면,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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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째의 마우스에서 하악 전치를 분리하고 ABC 를 하악 전치의 치근단 

조직에서 enzymatic isolation 한 후, keratinocyte serum-free 

medium (K-SFM, Gibco BRL)에서 80-90%의 confluence 까지 

배양했다. 이후 배양된 세포들을 10% FBS 와 antibiotics 가 들어간 

DMEM 의 배양액으로 교체하고, 50 μg/ml ascorbic acid 와 10 mM 

β-glycerophosphate 가 들어간 분화조건에서 3 일간 배양한 후, 

3 일째부터 24 시간동안 세포의 배양액 (PA-CM)을 채취하여 

lyophilization 하여 농축하여 사용하였다. ABC 를 3 일간 분화시킨 후의 

배양액이 상아모세포의 dentin sialophosphoprotein 의 promoter 

활성에 가장 효과적임이 보고된 바,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동물실험에 

분화 3 일째의 PA-CM 을 사용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마우스의 

상아모세포 세포주인 MDPC-23 를 이용하여 분화 3 일째의 OD-CM 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14,15]. 

 

3. 동물 실험 

 이 연구는 동일 조건에서 키운 표준화된 모델의 마우스종인 WT 

C57BL/6 과 Nfⅰc knock-out (KO) 마우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4 주령의 Nfⅰc KO 마우스 3 마리와 WT 마우스 3 마리의 총 

6 마리에서 각각 wax-rosin mixture 를 이용하여 등쪽에서 3cm x 4cm 

정도 범위의 털을 뽑아 모든 모낭의 발달 단계를 synchronization 

시켰다. 실험은 Carrier 로써 Matrigel (BD Biosciences)을 각각의 실험 

물질과 mix 한 후, 털이 제거된 부분의 피하층에 syringe 를 통해 

injection 하여 8 일 후에 그 효과를 조직학적으로 확인하였다. 실험군은 



- 5 - 

 

농축된 PA-CM 50 µg 과 OD-CM 50 µg 을 사용하는 총 2 개의 군과, 

Matrigel 만을 사용한 대조군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Injection 8 일 후에 각각의 마우스들을 마취시키고, 4% 

phosphate-buffered paraformaldehide 용액을 사용하여 관류 

고정하고 각각의 실험 물질을 주입한 부위의 피부 조직을 채취하였다. 

각각의 조직들을 파라핀 block 을 만들어 5µm 두께의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어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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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 결과  

1. 육안적 소견 

 Skin pigmentation 을 8 일 후에 살펴본 결과를 첨부하였다(Fig. 1,2). 

전반적으로 melanization 에 의해 skin pigmentation 이 pink 에서 

gray 로 변화한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PA-CM, OD-CM 

물질을 주입한 개체에서 좀 더 gray 한 경향성은 있으나 야생형 생쥐나, 

Nfⅰc 유전자 삭제 생쥐의 차이나 물질 마다 모낭 발생에 관한 효과를 

skin pigmentation 으로 언급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구분은 하기 

어려웠다.   

 

Fig.1. The change of skin pigmentation 8days after depliation in wild 

type mouse, depilation day (left side), 8 days after depliation(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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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change of skin pigmentation 8 days after depliation in 

Nfⅰc knock out mouse, depilation day(left side), 8 days after 

depliation(right side).   

 

2. 조직학적 소견  

주입 8 일 후에 쥐들의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각각의 조직들의 파라핀 

블록을 만들었고 5µm 두께의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어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wild type 과 Nfⅰc knock out mouse 모두에서 

PA-CM, OD-CM 물질을 주입한 쥐에서 control 에 비해 hair 

follicle 의 regeneration 이 촉진되어 발달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고, 

follicle 의 수에도 눈에 띄게 큰 증가를 보였다. 대조군인 Matrigel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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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한 쥐들에서는 초기 성장기 단계까지 진행된 데 반해서 PA-CM 과 

OD-CM 을 주입한 쥐들에서는 성장기, 후기 성장기까지 단계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털의 분포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4,5,6,7,8).  

 

  Fig.3. Wild type control shows early anagen stage. (H/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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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Wild type with PA-CM shows late anagen stage. (H/E 

staining) 

 

Fig.5. Wild type with OD-CM shows angen stage. (H/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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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Nfⅰc knock out control shows early anagen stage. (H/E 

staining) 

 

Fig.7. Nfⅰc knock out with PA-CM shows anagen stage. (H/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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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Nfⅰc knock out with OD-CM shows anagen stage. (H/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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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 찰  

 

 치아와 모낭은 발생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되거나 유사한 신호 

경로를 가진다. 이들은 모두 상피세포와 간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둘 중 하나가 결핍되면 

발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여러 신호전달 관여 물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아에서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던 nuclear factor 1-c (Nfⅰc)라는 전사인자가[16,17] Tgf-

ß  신호전달체계와 함께 모낭의 성장 cycle 의 개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18]. 모낭의 발생에서 Nfⅰc 는 

keratinocyte 증식을 억제하는 Tgf-ß2[20]를 저해하여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cycle 의 개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Nfⅰc 유전자 제거 생쥐에서는 이 같은 Nfⅰc 의 Tgf-ß2 에 대한 

저해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Tgf-ß2 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게 되고, 

발생의 개시는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야생형에 비해 

Nfⅰc 유전자 제거 생쥐에서 cycle 의 진행이나, 털의 형태 형성 등은 

동일한 반면 모낭 cycle 의 재개시가 일어나는 시점이 3~4 일정도 

지연된다는 점을 통해 두 그룹간에 모낭 발생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 치아 발생 물질 조건배지의 주입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모낭 발생의 유도를 촉진시킬 것이라 예상하는 치아 발생 관여 

물질로는 이미 Nfⅰc 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16] 치아 발생 

과정의 상피 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법랑모세포와, 간엽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상아모세포에서 얻은 조건배지를 이용하여 in vivo 에서 모낭의 



- 13 - 

 

발생에 과연 이들이 촉진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는 먼저 모낭의 cycling 과 follicular melanogenesis 가 

엄격하게 coupling 되어 성장기 단계에 melanogenesis 가 일어난다는 

점을 이용하여[21] 피부의 pigmentation 정도를 통해서 

모낭의 cycling 의 단계를 일차적으로 확인 하였다. Pigmentation 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depilation 당일에 plucking 에 의해서 휴지기로 

synchronization 되어 pink 색을 띄고 있던 것들이 8 일 후에는 

전반적으로 gray 한 색으로 변화가 일어나 성장기로 cycle 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 들에서 털이 

더 많이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Fig.1,2), 야생형 생쥐와 

유전자 삭제 생쥐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만한 pigmentation 

시기의 유관적 차이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성별, 종,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일해주기 위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표준화된 모델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물질이 

다른 개체에 주입된 것이므로 개체마다의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과 

실험 후 쥐들을 계속 해서 관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유관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라 생각보다 색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판별이 

어려운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교하려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한 개체 안에서 실험하는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한 개체 안에서 행해지는 실험은 그만큼 완전한 주입된 물질이 

분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와 

비교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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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슬라이드를 얻어서 각각의 stage 를 조직학적으로 분류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의도했던 야생형 생쥐와 Nfⅰc 유전자 삭제 생쥐간의 

발생 개시 속도의 차이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두 군 모두 대조군에서는 

초기 성장기 단계를 보인 것에 비해서 PA-CM 과 OD-CM 을 넣어준 

쥐들에서 좀 더 진전된 발달단계를 보여 발생의 촉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발생 단계가 촉진된 것뿐만 아니라 모낭의 수 

자체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증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Fig.4,5,6,7). 이 

결과는 PA-CM 의 경우, 이미 알려진 대로 PA-CM 이 Nfⅰc 의 

발현을 촉진시켜, TGF-ß의 저해 작용을 억제 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낭의 수 자체가 증가된 것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Nfⅰc 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경로 외에도 PA-

CM 자체가 가지는 촉진효과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OD-CM 의 

경우도 치아의 간엽세포 성분이 모낭의 발달 단계와 수 모두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두 조직의 발생 세포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실험은 쥐를 이용한 

실험이었지만 쥐를 위한 staging guide 는 인간의 모낭 biology 와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인간과 쥐에서 기본적인 follicle 

transformation 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한다[22]. 따라서 이번 결과가 

쥐를 이용한 실험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의 모낭 재생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치아 발생물질을 이용한 

탈모 치료제나, 모낭 발생 물질을 이용한 치아의 재생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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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meloblast that regulates the 

expression of nuclear factor 1-C and 

odontoblast on hair follicle regeneration  

 

Chung, ji young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ameloblast 

that regulates the expression of nuclear factor 1-c (essential 

transcription factor both in tooth development and hair development) 

and odontoblast that is the mesenchymal compartment in tooth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wo distinct developmental processes and signaling 

substances, considering the fact that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both tooth and hair follicle 

regeneration.  

We use three knock out mice and three wild type mice (totally 6 

mice at 4 weeks) and synchronize all hair follicle stages in telogen 

by plucking the hair follicles with wax-rosin mixture. After t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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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 matrigel, preameloblast conditioned medium(PA-CM), 

odontoblast conditioned medium(OD-CM) in the hypoderma of the 

plucking area respectively and after 8 days, we get the tissue 

preparation of the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We can find the 

stimulation effect in hair follicles of the both mice which are treated 

with PA-CM, OD-CM regardless of wild type or knock out mice. In 

all experimental group, there are not only accelerations in 

developmental stage, but also marked increases in hair follicle 

number. Through this result, we can suppose that PA-CM 

increases the expression of Nfⅰc, and Nfⅰc inhibits the repression 

of TGF-ß on hair follicle initiation, so development is stimulated. 

Beside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llicles shows that PA-

CM has its own enhancing effect in addition to the pathway 

mediating Nfⅰc, of course it needs advanced studies. Also, in case 

of OD-CM, the interaction of epithelial-mesenchymal cells acts 

essentially in both teeth and hair follicle and teeth and hair follicle 

development share many common signal substances, so we 

expected that OD-CM which is the mesenchymal compartment of 

tooth developmet can also enhance the hair follicle development. 

And as our expectation, OD-CM stimulates both the developmental 

progress and number of hair foll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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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we can conclude both PA-CM and OD-CM have 

meaningful enhancing effects in hair follicle regeneration. And it 

might be possible that substances from tooth development can use 

to make hair loss remedies in foreseeable future with advanced 

researches.  

 

주요어: ameloblast, odontoblast, hair follicle regeneration, tooth 

development, nuclear factor1-c 

학번: 2009-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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