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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타액은 타액선 등에서 분비된 분비물의 혼합체로서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즉 타액은 구강

조직의 표면을 덮고 있어 구강점막과 치아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분비

되어 연하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음식물 잔사와 세균을 제거하는 자정작용

을 하며, 타액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들은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어 구강

세균과 독성을 제거하여 구강조직을 보호한다. 또한 타액은 음식물 섭취

와 구강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에 대한 완충작용, 연하 및 소화작

용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소리내어 발음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인간의 의

사소통에도 관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타액선 재생의 학문적 이해와 기

술적인 적용방법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현

재까지 타액선 발생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알려

져 있다. Wnt, IGF, FGF, TGF-β, TNF, IL-6 등이 그것이며, 이 신호

전달체계들은 정상적인 타액선 발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도 구조적,

발생적, 형태학적으로 타액선 발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microRNA의 일종인 miR-200c가 타액선 발생과 관

련하여 정상적인 발달과 타액선 재생 및 수리에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보

고가 있다. 한편 타액선의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적으며, 타액선과 관련한 특정 줄기세포의 존재는 아직까지 보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 salisphere 배양을 이용한 타액선 줄기세포

의 추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타액선 발생에서 Wnt, IGF,

TGF-β, TNF, IL-6 FGF-8, miR-200c 각각의 신호전달체계와 세포외기

질은 발생단계별로 상호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타액선 발생을 조절하고 있

다. Wnt 신호전달체계는 타액선 간엽조직에서 처음으로 활성화되며, 이

후 내강 형성시에 종뢰유선을 제외한 도관상피 내에서 활성화되어 타액

선 발생을 유도함으로서 악하선 분기 형태발생을 조절한다. FGF-8은 배

아기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발생조절자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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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8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다. 나아가 악하선 발생

의 pseudoglandular 시기와 그 이후 단계들에서 악하선의 생존과 형태발

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악하선 발생동안 TGF-β, IGF, TNF,

IL-6 신호전달체계들은 FGF-8 신호전달과 함께 발생단계별로 세포증식

과 세포사멸, 조직분화를 유도하여 정상적인 분기수를 발생시키는데 관

여하고 있다. miR-200c는 악하선의 분기형성과정 동안 세포증식을 증가

시킨다. 상피세포 분열과 함께 miR-200c에 의한 FGFR2b의 발현은

VLDLR에 의존하고 있다. VLDLR은 궁극적으로 FGFR1b, FGFR2b,

FGF1, ETV4의 전사를 유도하여 FGFR의 활성화와 더불어 MAPK 전사

를 통해 상피 종뢰유선의 세포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킨다. 세포외기질은

단순히 기계적 역할로 타액선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타액선

줄기세포 표면의 integrin-β1 은 잠정적으로 타액선 줄기세포의 비대칭

적 세포 분열을 방지하고, 세포내부의 신호전달 물질의 농도를 유지시키

며, 발생초기단계에서 줄기세포적소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성인의 타액

선세포 내에는 체세포분열을 마친 타액 생성 선세포가 있으며, 이들은

잠재적으로 분열, 분화가 가능하다. 타액선 줄기세포 혹은 간세포는 타액

선내에서 자기재생과 분화능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salisphere 배양

을 통하여 여러 줄기세포 표지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stem/progenitor cell population를 활용한 타액선 재생이 기술적으로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보아 타액선발생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향후 치료목적의 타액선 발생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타액선, 타액선발생, 타액선 신호전달체계, 타액선 줄기세포

학 번 : 2010-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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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타액선 발생의 이해

타액은 타액선 등에서 분비된 분비물의 혼합체로서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즉 타액은 구강

조직의 표면을 덮고 있어 구강점막과 치아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분비

되어 연하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음식물 잔사와 세균을 제거하는 자정작용

을 하며, 타액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들은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어 구강

세균과 독성을 제거하여 구강조직을 보호한다. 또한 타액은 음식물 섭취

와 구강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에 대한 완충작용, 연하 및 소화작

용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소리내어 발음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인간의 의

사소통에도 관여한다.

인간의 주타액선은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이다. 이들은 구강내로 타액

을 분비하며 기능적으로 협력한다. 비록 각각의 타액선이 분비하는 타액

의 조성, 양,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서로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비슷하

거나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타액을 생성하여 분비하며, 몇몇의 경우에서

는 세 타액선이 동일한 조성의 타액을 분비하기도 한다.[1]

이것은 배아기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세 주타액선의 초기 발생과정시기

의 공통적 특질과 각각의 타액선의 발생기원이 서로 근접해 있다는 사실

에 기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타액선이 발생단계에

서 여러 신호전달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절성 캐스캐이드

(cascade)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기능적으로 항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조사는 타액선의 기능저하를

야기하여 타액분비 저하를 초래한다. 타액선은 방사선조사에 극히 취약

한 조직의 하나이며 타액선세포의 비가역적 기능 파괴로 인한 타액분비

저하가 야기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각종 치과질

환의 발생, 저작효율과 연하운동능력 저하, 미각이상, 정확한 발음의 어

려움, 야간의 구강불편감 등을 일으킨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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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며 완치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의 구강건조증 치료법은 주로 인공타액의 간헐적 사용 혹은

장시간 소량의 액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을 경감시키

는 불완전 치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강건조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타액선 재생은 향후 구강건조증의 치료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구강건조증의 치료법으로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타액

선 재생의 학문적 이해와 기술적인 적용방법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타액선 재생을 위해서는 그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현재까지 타액선 발생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Wnt, IGF, FGF, TGF-β, TNF, IL-6 등이 그

것이며, 이 신호전달체계들은 정상적인 타액선 발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도 구조적, 발생적, 형태학적으로 타액선 발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microRNA의 일종인 miR-200c가

타액선 발생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발달과 타액선 재생 및 수리에 중요하

게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타액선의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현재

까지 알려진 바가 적으며, 타액선과 관련한 특정 줄기세포의 존재는 아

직까지 보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 salisphere 배양을 이용

한 타액선 줄기세포의 추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타액을 생성하는 조직인 타액선에 대한 발생과 줄기세포에 대한 분자생

물학적 매커니즘은 지금까지 단편적인 내용들로만 정리되어 있으며, 현

재까지 보고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보고는 드물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타액선 발생에 대한 기전을 종합적으로 규

명해 보고자하며 나아가 타액선 재생을 위하여 타액선 줄기세포 표지자

의 확인과 배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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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타액선의 구조와 타액분비

인간의 타액선은 크기에 따라서 대타액선과 소타액선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중 90%이상의 타액이 대타액선에서 분비되고 있다. 대타액선은

이하선과 악하선, 설하선이 있으며, 소타액선은 장액성인 Von Ebner 선

을 제외하고 모두 점액성 타액선으로 여러 구강점막에서 구강전체에 걸

쳐 발견된다.[2]

타액선은 포도송이 모양의 소엽 또는 엽으로 구성된다. 소엽은 타액분

비의 기능적 단위이다. 이는 선포세포, 개재관, 선조관, 배설관의 세관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선포세포는 타액생성 세포로 피라미드 모양이다. 선강

측세포는 비교적 단순한 이온통로로 역할을 한다. 선조관은 원발생 타액

내의 이온교환을 통해 타액의 성분변화를 일으킨다. 배설관은 타액을 구

강내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배설관 내의 술잔세포는 타액의 점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3]

타액생성에는 혈액공급이 필수적이다. 이하선의 경우 안면동맥과 외경

동맥에서 분지된 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으며, 악하선은 안면동맥과 설

동맥으로부터 공급받고, 설하선은 설하동맥과 이하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다. 모세혈관망 분포도는 도관세포주위가 선포세포 주위보다 더

치밀하다. 특이한 점은, 간문맥에서와 같이 타액선 혈관에서도 혈관의 주

행방향은 도관과 평행한 방향이지만 혈류의 방향은 타액 분비 방향과 반

대로 흐르는 문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2]

타액선 선포세포는 무기성분과 유기성분을 분비하는 세포이다. 전압 변

화를 보이는 선포세포에 지배신경인 부교감신경 또는 교감신경이 흥분하

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이 유리되고 유리된 신경전달물질은 선포세포 기저

측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는 phospholipase C를 자극

해 궁극적으로 소포체막의 칼슘통로를 열게 되어 세포질내의 칼슘이온농

도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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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전으로 세포질내 증가된 칼슘이온은 선포세포 기저측막의 칼륨

이온 통로를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칼륨이온의 세포외 확산을 증가시킨

다. 또한 선강측 세포막에 있는 염소이온통로도 열어주어 염소이온의 투

과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작용으로 삼투경사를 만들게 되어 물은 세포

의 아쿠아포린 통로를 통해 선강쪽으로 대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 타액은 등장성이 된다.[3] 부교감 신경의 VIP 자극은 G단백질을 활

성화시키며 이는 아데닐시클레이즈 (adenylate cyclase)를 자극해 결과적

으로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cAMP의 증가로 표적단백질을 차례로

인산화 시켜 결과적으로 해당단백질이 도관내로 분비된다.[3]

타액선을 구성하는 세포간 결합에는 밀착연접, 틈새연접 (gap junction),

부착반점 (desmosome), 반부착반점 (hemidesmosome) 등이 있다. 밀착

연접은 세포간 공간을 폐쇄시켜서 기저측과 도관측과의 물질이동을 막는

다. 밀착연접은 선포세포와 도관세포에 분포되어 있으며, 근상피세포에서

는 발견되지 않는다. 틈새연접은 인접해 있는 세포들의 세포질 사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온과 저분자 물질들이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 이런

틈새연접은 선포세포 사이와 근상피세포 사이에 있으며 도관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부착반점과 반부착반점은 상피세포사이와 상피세포와

결합조직 사이의 기계적 결합으로 선포세포, 도관세포, 근상피세포의 세

포들 사이에 분포한다.[3]

제 2 절 초파리 모델에서의 타액선 발생의 이해

인간의 타액선 발생을 배아기에서부터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윤

리적 문제와 세포를 배양시키는 여러 기능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험동물의 초파리 모델을 통해 타액선 발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파리의 타액선 발생은 발생 기간이 짧으며, 인간에서의

타액선 발달과 거의 유사하여 타액선 발생을 살펴보는데 자주 이용된다.

초파리 타액선 모델을 활용해 시기적 위치적으로 형태발생의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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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타액

선 발생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파리 타액선 발생에서 배아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전사 활성자와 억제

자의 전후, 등배의 전사인자들의 발현 농도 기울기는 상호간 조직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이 이루어진다.[4] 초기에 먼저 몸통 분절체는 전후축에

대한 전후기울기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초파리 배아 분절체의

고유한 상대적 위치의 차이는 특정한 발생학적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며,

이에 의해 활성화된 유전자는 60아미노산 DNA 결합 도메인 (domain),

즉 homeobox라 불리는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homeobox유전자는 다른 척추동물에서도 발견되며, 구조적, 기능적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4] homeobox 함유 유전자를 활성화시키

는 소위 sex comb reduced (Scr)로 불리는 유전자가 초파리의 어디에서

타액선을 발생시키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6] 열충격활성화 Scr

열성 돌연변이는 타액선 형성을 야기하지 못한다.

낭배형성 이후 초기 단계에서 Scr은 직접적으로 배아의 후방두부 분절

체와 전방 가슴 분절체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그 기능을 나타낸

다.[7] 즉, Scr이 후방두부 분절체와 전방 가슴 분절체의 위치를 결정하

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정위치에서의 타액선 발생은 Scr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농도 기울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Scr 유전자의 영

향을 받은 지역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타액선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감소

되었는지에 대한 기전이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발생 초기의

모든 분절체 부위에서 Scr 유전자의 전사량의 차이는 없으나, 이후 발현

되는 decapentaplegic (dpp)의 유전자의 생성물로 배의 부위 중 2개의 분

절체에 Scr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가 생긴다.[8]

배 부위에서의 한정적인 작용은 배의 (dl-dependent) 유전자의 생성물

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아마도 sim (single-minded) 단백질에 의한

것일 것이다.[5] 즉, dpp-와 dl-의존성 유전자가 등배턴 형성에 작용한다

고 볼 수 있다. dl-유전자의 농도기울기는 난자형성동안 형성된다. 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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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동안 dl 유전자는 배아의 모든 면에서 같은 농도로 발현되지 않는

다. 배쪽면의 dl 유전자 생성물의 농도 기울기와는 반대로 dpp 유전자는

TGF-β-class 단백질을 형성하며, 이는 배아의 40%의 배의에 국한된

다.[9] dl 유전자와 dpp 유전자는 세 번째로 teashirt (tsh) 유전자 또한

초파리 타액선 형성에 대한 위치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 형성

에 필요하다. tsh 유전자는 악안면 발생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방가슴에서의 역할의 일부로 Scr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한다.[10]

정리하면 이후의 타액선 형성은 후방 두부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며 이

는 배쪽으로는 dpp, 등쪽으로는 dp, 후방으로는 tsh에 의해 Scr이 제한

적으로 발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타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타액선의 전방부위의 제한은

두부에서의 Scr 발현의 저하로 제한된다.[5] 타액선 placode 내의 Scr 유

전자 생성물은 forkhead (fkh)를 활성화 시키며, 이는 포유류의 전사인자

HNF3-a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 단계에서 fkh 유전자는 초파리

의 전장과 후장 외배엽 부분의 폭넓은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

나이다.[11]

Scr 유전자의 산물은 또한 유전자 발생전사인자 cAMP 반응성 요소 결

합 단백질 (dCREB-A)을 배아기 초파리 타액선 placode에서 활성화시킨

다.[5] dCREB-A 단백질은 포유류의 CREB유전자에 해당하며 이는 전사

요소로써 신호 전달에 이용된다.[12] fkh와 달리 dCREB-A의 전사는 타

액선 발달의 제한된 위치에서만 일어나며 아마도 Scr 유전자의 조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숙한 시기 동안 dCREB-A의 전사는 타액선 발생

에서만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성인의 다양한 조직에서도 발견

된다는 보고들이 있다.[5] 즉, 이는 초파리에서 발현되는 여러 유전자들

이 포유류에서도 똑같이 발현된다는 뜻이다.[13]

Scr의 상응하는 유전자는 hox-1,3또는 hox-A5이다.[5] 가시적 분자결합

화는 hox 1.3은 초파리 배아기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며, 시간적 흐

름을 따라 흉부부위 제한적으로 발현된다. 구강내의 외배엽과 내배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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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위 근처의 미래의 타액선발생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제한적 활성화

는 hox-1.3이 타액선 발생위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4]

그러나 hox-1.3 유전자가 넓은 분포를 보이며 이는 후기의 두부에서도

관찰되어 성인의 두개골 세포를 재생시키는 곳에서도 발현된다는 주장도

있다.[5] 이는 hox-1.3이 타액선 형성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5]

HNF/fkk 계열은 초기 포유류 배아의 내배엽인 Henson's node, 척삭,

신경관의 바닥판에서 발견된다.[14] 이후 발달하는 장관과 성인기까지 내

배엽유래의 성장하는 기관과의 광범위한 연관이 있게 된다. 즉, 각각의

기관들과 같은 신호전달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파리 교

배 후 9일에(이 시기는 타액선 지역의 세포 식별이 예측된다.) 이들 계열

멤버 중 HNF-3β가 내배엽을 넘어 구강의 외배엽 부분 속으로 확장되어

추후 타액선 발생지역으로 예측되는 지역 혹은 그 인접지역에 발현된다.

게다가 HNF3/fkh 계열 멤버의 다른 두 구성원 MF-1과 MF-2는 두부

간엽에서 발현되며 이들은 신경능에서 유래한다.[13] 이들은 그들의 발현

기원으로 볼 때 두개골 신경능 세포는 타액선 간엽세포의 조상세포로 여

겨진다. 즉, 타액선 간엽세포는 두개골 신경능세포에서 기원한다. 비록

CREB 유전자가 초기 포유류의 타액선 발달에 전사되는지는 알려져 있

지 않지만, 출생 후 바로 β-adrenergic 약물이나 isoproterenol에 반응하

는 이하선, 악하선의 설치류는 cAMP 중재 신호전달시스템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타액선 발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

는지는 아직 연구된바 없다.[7]

여러 유전자 중에서 척추동물에서 등배패턴형성을 결정하는 특정유전자

의 농도기울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2가지 유전물질은 bone

morphogenic protein4 (BMP-4)와 chodin (chd)이다.[12] BMP-4는 척추

동물에서 dpp의 상동이며 이는 초파리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며 앞서 언

급한대로 초파리의 타액선 시원체의 배의 경계를 형성한다.

chd는 dl-의존성 짧은 낭배형성 (sog)의 척추동물에서의 상동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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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sog가 초파리 타액선 발생과정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타액선

placode의 생성시 배쪽한계는 다른 dl-의존성 유전자인 sim에 의해 결정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패턴형성유전자들에 의해 타액선의 위치가

결정된다.[5]

이와 함께 Lim1은 주의 초기 배아기의 형성체 영역에서 첫 번째로 발

현되는 조절유전자이다.[7] 삭제 돌여변이를 가지는 배아 동형접합성은

전방부 이소포부터 모든 두부의 구조물 발생을 억제시킨다. hox-1,5가

결핍된 쥐는 비록 생존은 하지만 다양한 장기들이 결핍되어 나타나며,

예로 감소된 악하선 조직의 양 등이 그것이다.[15] 즉, hox-1,5 유전자는

두부 구조물 발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pax-3유전자는 두개골 신

경능 세포에서 발견되며, 이는 타액선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여러 단계들

을 매개한다. Msx 유전자는 초파리의 msh 유전자의 포유류에 대한 상

동이다. Msx-1 는 초기 두개골 신경능 세포에서 발현되며, 후에 안면부

신경능 부근에서도 발견된다. Msx-2 은 두개골 신경능 세포에서 좀 더

제한적 위치에서만 발현된다. 이러한 Msx-1과 Msx-2 발현은 분화의존

적, 병치적으로 상피 간엽 상호작용과 더불어 이루어지며 이는 이들 유

전자가 기관형성에 있어서 능동적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13]

상피세포와 간엽세포의 상호작용은 타액선 발생에 있어서 발생이후 바

로 관찰된다. 흥미로운 점은 BMP-4 또한 상피와 간엽상호작용과 연관

되어 있으며, 두개골 간엽에서 Msx-1과 Msx-2 유전자 발현의 활성자로

작용한다. 이는 BMP-4가 dpp의 상동이며 척추동물의 타액선 위치잡이

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16]

레티노산은 쥐에서 타액선 발달의 가장 초기의 시기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한다. 이러한 레티노산 수용체가 결핍되면 다양한 발생 유전자에 손

상을 입게 된다.[13] 레티노산은 발생초기에 이소포와 표면 외배엽의 유

도적인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상피와 간엽의 상호작용에 필수

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타액선의 정상적인 발생으로 단계가 이행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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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발생과 분비기능 분화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주타액선에서

잘 관찰된다.[3] 구강상피에서 고형의 싹이 발달하여 배아기 두개골 간엽

의 밀집된 덩어리로 안쪽으로 자라 들어간다. 간엽의 자극은 열 (cleft)의

형성을 야기하며 이는 초기의 딱딱한 상피 원시체를 고도로 분기된 상피

‘나무’로 분지시킨다. 며칠 후 세포 분열과 세포자연사의 과정을 거쳐 특

정 부위의 세포가 상피경계까지 분화해나감에 따라 종뢰 유선과 중심 내

강으로부터의 분기 도관 시스템에서 세포연접과 기저판이 형성된다.[15]

설하선과 악하선에서의 분기 패턴은 조밀한 반면 이하선에서는 상피 나

무가 조금 더 느슨하며 자라나는 상피 코드들 사이 더 많은 간엽 공간을

가진다.[15]

이후, 분기 원시체가 일관성 있게 상피장벽을 형성하기 시작함에 따라

세포들은 그들의 분화에 대한 여러 변화를 가지며 신호전달을 지속한다.

[16] 예를 들면, 단백질 분비 세포에서 조면소포체의 광범위한 형성, 능

동적 골지 복합체의 작용, 과립의 분비 등이 그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첫 번째 분비단백질이 세포화학적, 면역세포화학적, 생체역학 과

정에서 관찰된다.[18]

설하선과 악하선에 있어서 세포들은 기능적으로 분비단위가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빨리 조직화된다.[18] 악하선의 세포들은 자극-분비 결합 기

전을 갖는 요소를 가지게 되며 이는 기능적 교감 신경분포 이전에 이루

어진다. 기저의 아데닐시클라제 활성은 점차 수용체 수가 증가하여 β

-adrenergic 자극에 반응하게 된다. 이는 교감신경섬유의 성장시기와 일

치하며 이 신경에 의해 수용체가 증가하게 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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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타액선 발생의 신호전달체계

타액선 발생시기 동안 앞서 살펴본 여러 유전자들은 그들의 유전적 신

호를 순차적으로 발현한다. 이 때 여러 신호전달체계들이 등장하게 되며

각각의 신호전달체계는 타액선 발생의 특정 시기에 작용하거나, 지속적

으로 작용한다. 여러 신호전달체계 중 현재까지 그 기전이 명확하게 알

려져 있으며,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호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겠다.

제 1 절 Wnt 신호전달

Wnt 단백질은 근거리 작용인 측분비신호전달 (paracrine signaling)에

서 당단백 (glycoproteins)을 분비하는 것을 조절한다.[20] Wnt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Frizzled (Fzd) 계열의 구불구불한 수용체에 작용해 다양한

캐스캐이드 (cascade)를 유발시킨다.[21] 고전적인의미에서 이 신호전달

체계는 Protein kinase A를 이용한 Wnt/Ca2+ 신호전달이며, 나머지는

평면세포의 극성 신호전달로 근발생에 작용하는 Protein Kinase C를 거

치는 경로이다.[20] 일반적으로 Wnt 신호전달체계는 조직 구조의 방해와

장 상피 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주며, 여러 기관의 발생단계에서 자주 등

장한다. 장 항상성과 암에서의 중심 역할로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Wnt

신호는 중기세포 증식과 피부나 모낭, 유선, 조혈 조직을 포함한 성체줄

기세포 환경에서의 분화를 조절한다. 따라서 이 신호 구성요소적인 활성

화는 피부, 유방, 골수에서 암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Wnt/β-catenin 경로에 있어서, 그것이 세포질의 β-catenin을 안정화에

의해 조절되고 이 결과로 전사활성자로서 핵으로의 들어가게 된다. 세포

막의 β-catenin은 세포간 근접접합의 일부로서 E-cadherin과 직접적으

로 작용하며 세포골격과 역동적인 연접을 형성한다.[22] 인산화된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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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nin은 F box protein Slimb/bTrCP에 붙어 polyubiquitination되어

프로테아좀의 분해를 촉진시킨다. 나아가 Axin/AP/GSK3b/CK1 β

-catenin 분해 복합체는 β-catenin의 핵내에서의 특정부위에서의 국한을

막는다. Wnt ligand와 Fzd 수용체, 저밀도 지질단백질 연관 수용체 단백

질인 Lrp5,6 는 GSK3b와 CK1을 이용해 Lrp6을 인산화시키고 이는

Axin/APC/GSK3b/CK1 복합체를 수용체 복합체에 모집한다. Dsh는

Fzd의 세포질 부분에 상호작용하고 Axin에 붙어 Lrp-Fzd 이합체의 형

성을 촉진한다. 세포막에 있는 Axin/APC/GSK3b/CK1 복합체는 이 후

신호전달에 관여한다. 즉, Axin의 인산화된 Lrp6으로의 재위치분배를 통

해 Wnt 신호는 β-catenin의 복합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유키퀴티

네이션 (ubiquitination)을 막는다.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합성된 β

-catenin은 세포질에 축적되어 특정 세포핵으로 이동하게 된다.[23],[24]

결과적으로 β-catenin의 특이적 농도 증가와 이로 인한 특정 유전자의

발현으로 Wnt signaling은 기능을 하게 된다.

핵 β-catenin은 세포막의 전사인자의 Lymphoid Enhancer Factor/T

cell factor family와 BCL9/BCL9L에 결합하여 pygopus1/2에 합동전사활

성인자와 연관시키는 Legless 계열 유전자들과 상호작용한다. Lef/Tcf/β

-catenin 복합체는 CBP에 달라붙고 단백질 p300과 매우 연관이 높은 전

사공동활성인자인 CREB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 복합체는 목표 유전

자의 전사를 활성화 시킨다. β-catenin은 또한 TATA box에 붙는 단백

질인 TBP에 직접적 혹은 다른 TIP49을 이용하여 붙어 궁극적으로 기저

의 전사작용을 유발시킨다.[22]

Wnt/β-catenin 신호전달의 활성화는 여러 신호전달 물질에 의해 조절

된다. 분비된 Wnt 억제제들 가운데 Dickkopf family member는 Lrp5/6

협동수용체와 작용하여 이 복합체의 엔도사이토시스를 유발시키며, 분비

된 Frizzled 연관 단백질인 Sfrp family와 Wif1은 Wnt ligand가 Fzd 수

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시킨다.[25] Wnt 조절자의 억제 발현 즉

Axin2, Dkk1, Sfrp1은 Wnt/β-catenin 신호전달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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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Wnt 신호의 지속과 활성화를 제한하여 음성피드백 역할을 한

다.[26] PKA는 β-catenin을 β-catenin의 C말단 단백질을 안정화 시킴으

로써 인산화를 유도하며 Akt/PKB는 β-catenin의 완전한 활성화에 필요

한 β-catenin의 인산화에 필요하다.[27],[28]

타액선 기관형성동안 Wnt/β-catenin 경로는 간엽조직에서 처음, 나중

에 내강형성시에 종뢰유선 (endbud)를 제외한 도관상피내에서 활성화된

다.[26] 간엽조직의 Wnt/β-catenin 신호전달은 ectodysplasin (Eda)의

발현을 유도하여 상피의 Edar/NF-kB의 활성을 촉진시키며, 간엽조직의

Wnt/β-catenin 신호전달의 억제는 정상적인 악하선분기와 그 형태발생

을 손상시킨다.[29] 즉, 타액선 상피에서의 Wnt/β-catenin 신호전달의 활

성은 악하선 분기와 그 형태발생을 억제하며 비고전적인 Wnt/β

-catenin 신호전달은 도관표지자 Cp2l1을 조절하여 도관을 형성시키며,

종뢰유선에서 Wnt/β-catenin 신호전달과 비고전적 Wnt/β-catenin 신

호전달의 부재는 FGF를 매개로한 SFRP1의 상향조절을 통해 조절된

다.[26]

성인의 타액선에서 Wnt/β-catenin 신호전달은 중요하지 않지만 상피

에서 도관연접 후 기능적 재생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 세포에서 발현되

며, 상피에서의 Wnt/β-catenin 신호전달은 c-kit+/Sca-1+로 추정되는

타액선 줄기세포의 확장을 유도한다.[30]

놀랍게도 방사선조사로 인한 손상은 타액선에서 Wnt/β-catenin 신호전

달을 활성화하지 않으며, 동시에 잠깐 동안 타액선 세포내에 발생하는

Wnt/β-catenin 신호전달의 활성은 상피의 Wnt1의 과발현으로 일어나며

방사선조사로 유도된 세포에서 세포자연사저해와 타액줄기세포와 선세포

의 보존을 통해 타액선 기능저하를 방지한다.[25],[31] 그러나 방사선 조

사 3일 전후의 Wnt 활성화는 이런 과정을 보이지 않으며, 이는 아마도

집중적인 상피세포의 유사분열의 유도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방사선 조

사후 Wnt 활성화는 분기 형태발생과 같이 조직 재생기에 있어서 소엽의

분화를 억제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 결과들은 Wnt/β-catenin 신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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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활성화가 기능적 타액선 재생에 있어서 매우 주의깊게 조절될 필요

성을 시사한다.[26]

제 2 절 IGF, TGF-β, TNF, IL-6신호전달

일반적으로 악하선의 발생은 상피와 간엽내의 세포간 신호전달에 의존

한다.[32] 이러한 세포간의 신호전달은 전형적으로 다른 분기 기관인 폐

와 포유류유선에서도 관찰되며, 이는 호르몬과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cytokine) 등이 내분비 (endocrine), 자가분비 (autocrine), 측분비

(paracrine)의 신호전달에 의한 특정한 유전자의 반응으로 세포 분할, 세

포자연사, 조직분화가 일어나서 진행된다.[33] 악하선 발생동안 여러 유

전자와 전사인자들이 활성화되는데 그 중 TGF-α/EGF/EGFR,

IGF-II/IGF-IR/IGF-IIR, TGF-β/cognate 수용체, TNF/IL-6/cognate 수

용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34]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TGF-α와 EGFR이 악하선의 초기, pseudoglandular 시기에서 관찰

된다.

2) 악하선 도관과 presumptive acini 내강 형성이 TNF/TNF-R1 신호

와 세포자연사가 연결되어 있다.

3) TGF-β3 제거 쥐에서 정상적 악하선 표현형 발생은 유사분열의 다

른 경로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4) EGFR유전자가 제거된 쥐에서 감소된 분기를 가지는 비정상적 악하

선의 표현형을 보인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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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엽세포는 특정 신호 집중적이 아니라 세포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작

용한다. 세포간의 신호전달은 상피와 간엽뿐만 아니라 세포 그 자체의

내부에서도 일어난다.[26] 이러한 신호 변환 경로는 다양한 기관들의 상

호 의존적인 여러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해 야기되며, 다핵기관의 분화를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시간대와 장소에 모든 암호화된 신호전달 단

백질이나 그들의 후속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발생의 모

든 단계에서 모든 신호들이 발현된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일

것이다. 그보다 발생의 단계마다 역동적으로 패턴이 변화하면서 발생이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신호전달을 하고 있다.[35] 악하선의 최종적으로 분

화된 기관의 형태를 볼 때 악하선은 세포성장촉진, 세포성장억제, 예정된

세포사멸사 등을 거쳐야 한다. 타액선 발생시기별로 발현되는 신호전달

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pseudoglandular 시기

상당한 양의 세포증식이 고형의 상피싹에서 일어나며 이는 TGF-α,

EGFR의 발현양상과 유사하지만 EGF는 관찰되지 않는다. 발달 초기의

critical 한 이 시점에서 TGF-α의 발현과 EGF의 비발현은 아마도 기능

적 요구에 의한 결과물일 것이다.[34] 1992년 Derynck은 TGF-α가 EGF

보다 한 척도 큰 스케일에서 다양한 확산 의존 분석 시스템에서 더 강하

며 이는 TGF-α가 EGFR, IGF-II 과작동제이며, IGF0-IR 간엽 보다 상

피에서 더 분명함을 의미한다. IGF-IIR의 경우 두 조직 모두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IGF-II/IGF-IR 성장촉진과 부합하며 잘 알려진

유사분열촉진 신호전달에 의한 기능적 IGF-IR의 요구와 관련있다.[36]

TNF. TNF-R1 그리고 TNF-R2는 상피전반에 분포한다.

그러나 세포자연사나 이 시기에 TNF-α의 반응성 유사분열촉진물질인

IL-6나 그것의 수용체의 발현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

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TGF-β1, TGF-β2, TGF-β-RI, TGF-β-RII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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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반에 걸쳐 분포한다. TGF-β3은 상피와 간엽에서 모두 발현된다.

TGF-β 계열은 IGF-IIR에 결합 되어 활성화되며 이시기에 악하선의 조

직에서 균일하게 발견된다. TGF-β의 기능은 이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피 증식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37]

2) canalicular 시기

이 시기는 이전 시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세포 증식을 보이나,

도관 내강형성이 그 가장 큰 특징이며, 여러 성장인자와 싸이토카인

(cytokine)들의 발현과 위치도 크게 변화한다. 많은 세포자연사 핵이 도

관 내강 위치에서 발현되며, 일부는 후에 내강 형성이 일어나는 곳으로

추정되는 말단의 종뢰유선들에서도 관찰된다.[37] TNF의 발현은 상피전

반에 걸쳐 관찰되나, TNF-R1과 TNF-R2는 전반적으로 내강을 향하는

도관 상피 표면에 국한되어 발현되며, 이 지역은 초기 내강 형성 지역이

다. IL-6와 IL-6R은 이시기에 상피에서 관찰된다.[38]

TNF-R1이 세포자연사의 수용체이고 TNF-R2가 IL-6와 같은 싸이토

카인을 상향조절시켜 세포분화를 촉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TNF/TNF-R 신호 변환 경로는 인접세포들에서 세포사멸과 세포분열을

모두 촉진시켜 도관 내강 형성을 돕는다. 다른 요소들도 변화하는 악하

선의 형태발생과 함께 그들의 발현여부가 달라진다.[36]

EGF가 처음으로 말단의 종뢰유선의 중심에서 관찰되며 이후에는 내강

을 둘러싸는 세포내에서 관찰된다. TGF-α 또한 내강을 향하는 도관상

피 표면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EGFR은 상피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

현된다. IGFR은 마찬가지로 도관상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위에서

언급한 EGFR을 매개로 한 신호전달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인다. IGF-II는 말단의 종뢰유선의 주변부에서 발견되며 간엽에서 그 양

이 더 적게 발현된다. IGF-IIR은 간엽 내에 존재하며 IGF-II를

sequester하는데 이용된다.[34]

마지막으로 TGF-β1과 TGF-β2는 상피 전방에서 모두 관찰되는 반면,



- 16 -

TGF-β3은 이제 간엽에서만 발현된다. TGF-β-RI도 상피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반면, TGF-β-II는 현재 혹은 미래의 내강이 될 지역 근처의

도관 말단의 유선상피에서 보인다. TGF-β의 신호전달은 두 수용체 모

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체세포분열 기능은 내강을 향하는 상피와 미래

의 내강형성 지역으로 예상되는 부위에서 그 기능이 유지된다.[39] 그러

므로 canalicular 시기에서는 유사분열, 세포자연사 기능의 대부분이 미

래의 도관과 선엽 지역 근처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36]

3) terminal bud 시기

이 시기에는 세포증식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는 대부분 종뢰유선의 상

피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내강형성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세포사멸 핵이

관찰되며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성장인자들과

싸이토카인의 국소적 분포는 이와 유사하게 유지된다. 명확하고 큰 내강

주위에서의 세포자연사핵은 거의 없으며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수용체인

TNF-RI역시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IL-6와 IL-6R은

내강을 향하지 않는 말단의 종뢰유선 상피에서만 국소적으로 대량으로

발견된다. 이 시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2개의 독특한 배아기 뮤신

(mucin) 단백질의 동형단백질 (isoform)이 말단의 종뢰유선에서 발현되

며 이는 내강 형성과 특히 관련이 깊은 것 같다.[40]

악하선 발생을 이루는 유사분열, 세포자연사 과정동안 EGF, TGF-α,

IGF-II, TNF, IL-6들은 상호 베타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서로 협동적이

며 어느 정도 동일 기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TGF-β2와 TGF-β3

제거 쥐는 TGF-β1 제거 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적 악하선 발생이 가

능하다.[41] 이는 아마도 모계의 TGF-β 기원에 의한 표적 유전자 방해

에 의한 것이다.[42] 또한 각각의 TGF-β family는 공통적으로 유사분열

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EGFR 제거 쥐는 급격한 분기 형태발생의 감

소를 야기하며, 이는 TGF-α/EGF/EGFR 경로가 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분기의 수를 가지는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34] 타액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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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있어서 각 시기별로 발현되는 IGF, TGF-β, TNF, IL-6신호전달체

계는 표1-1과 같다.

[표 1-1]. 타액선 발생시기별로 관찰되는 신호전달 체계[34]

발생시기 상피 간엽

Initial  bud

TGF-α, EGFR, IGF-II, 

IGF-IR, IGF-IIR, TGF-β1, 

β2, β3

TGF-α, EGFR, IGF-II, 

IGF-IR, IGF-IIR, TGF-β1, 

β2, β3

Pseudoglandular

TGF-α, EGFR, IGF-II, 

IGF-IR, IGF-IIR, TNF, 

TNF-R1, TNF-R2 TGF-β
1, β2, β3

IGF-II,  IGF-IIR, TGF-β3

Canalicular

TGF-α, EGF, EGFR, 

IGF-II, IGF-IR, IGF-IIR, 

TNF, TNF-R1, TNF-R2, 

IL-6, IL-6R TGF-β1, β2
IGF-II,  IGF-IIR, TGF-β3

Terminal bud

TGF-α, EGF, EGFR, 

IGF-II, IGF-IR, IGF-IIR, 

TNF, TNF-R1, TNF-R2, 

IL-6, IL-6R TGF-β1, β2
IGF-II, IGF-IIR, TGF-β3



- 18 -

제 3 절 FGF-8 신호전달

악하선과 같은 상피기관, 즉 분지를 뻗치며 발생과정을 하는 것은 복

잡한 분기구조를 이루기 위해 공동작용을 할 수 있는 분화와 세포증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세포 분열, 세포자연사, 조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호 전달이 필요하다.

FGF 계열 유전자는 구조적으로 적어도 23 구성체를 포함하여 형성되

어 있으며, 생물학적 과정, 세포증식에서의 세포유지, 분기 형태발생, 세

포 분화 등에 작용한다. FGF의 기능은 5개의 막관통 수용체를 통해 이

루어지며, 다양한 신호전달 캐스캐이드, 예를 들어 RAS/MAPK, PLC-r,

PBK, PKC)등을 활성화시킨다.[43] 그 중 FGF-8은 발생과정에서 집중적

으로 연구되어 왔다. 왜냐하면 FGF-8 유전자는 여러 포유 동물의 배아

기에서 매우 자주 관찰되는 신호전달 시스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이

들은 발생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44] FGF-8/FGFR 결합은

배아기 동안의 세포 생존, 세포분열, 항분화, 분화전, 패턴 신호전달을 매

개한다. 또한 낭배형성, 신경패턴형성, 좌우축 결정에도 이용된다.[45] 즉

타액선 배아 발생에서 이들은 광범위하게 발생정도를 조절하는 신호체계

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신호전달체계들과 함께 세포자연

사와 세포분열중지, 세포분열을 유도하는데 그 기능을 한다.[46]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FGF-8 신호전달은 발생단계에서 매우 중

요한 다양한 역할의 신호전달을 매개한다.[34] FGF-8 신호전달은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 쥐 실험 등에 의해 다른 FGF 군에 의한 신호전달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하부 신호 변환 경로를 가진다. 안면의 심혈관,

인두, 사지, 신경 발달 형질이 FGF-8 유전자 농도에 따라 다르게 발현

되므로, FGF-8 신호전달은 농도 의존적으로 하부전달경로 반응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45] 이는 FGF-8 신호전달이 가지는 특별한 매커니즘

이라고 볼 수 있다. 배아기 악하선 발생과정에 있어서 FGF-8이 분기 형

태발생을 조절하는지, 만약 조절한다면 농도 의존적으로 작용하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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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피요가 있다.[47] 배아기 쥐의 악하선 형태발생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34]

1) bud stage

초기 원시의 악하선 매듭이 형성되며, 혀발육의 인접 구강상피가 두꺼

워지는 시기이다.

2) initial bud stage

발생하는 혀 인접의 원시구강동공이 간엽 유래의 조밀한 신경능에서 하

방으로 자라 딱딱하고 가늘고 긴 상피줄기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3) pseudoglandular stage

딱딱한 상피싹이 자라나며 종뢰유선분기 근처의 주변의 간엽으로 자라

들어가는 시기이다.

4) canalicular stage

엽의 수가 증가하며 도관으로 추정되는 입방 상피 세포에 둘러싸여 뚜

렷한 얇은 막의 발현이 시작되며, 간엽은 더 느슨하게 꽉 들어차게 되는

시기이다.

5) terminal bud stage

잘 발달된 얇은 막이 도관으로 추정되는 곳과 말단의 유선에서 보이는

시기이다.[47]

상피세포의 증식은 위에 언급한 모든 단계에서 관찰되며, 경계가 명확

해진 내강 형성이 일어나는 말단의 bud stage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상피의 세포자연사는 canalicular stage의 내강 형성의 시

작 이후에 나타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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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선의 발생은 다양한 신호전달체계들의 협력에 의해 조절되어 세포

분열, 세포자연사, 조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호 전달을 유도한

다. 배아기 악하선 상피세포분열, 세포자연사, 조직분화가 다양한 성장인

자와 cytokine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49] 예를 들어, TGF-α1,

EGF, TGF-β, FGF10, TNF, IL-6, Eda, shh 등이 그것들이며 특정 시

간대와 장소에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지 않

은 다른 신호전달체계들 또한 악하선 형태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은 분명하다.[47],[50]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신호전달체계 중 배아기 악하선 형태발생과 안

면의 심혈관, 인두, 사지, 신경 발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

이는 가장 유력한 신호전달체계는 FGF-8 신호 변환 경로이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배아기 악하선은 첫 번째 인두궁의 하악 상피에서 유래한다.[51]

2) FGF-8 정상하위 대립유전자를 가진 쥐는 매우 심각하게 변형된 하

악을 가진다.[52]

3) FGF-8 신호전달은 첫째 인두궁에서 치아 형태발생에 매우 중요하

다.[49]

4) FGF-8과 그것의 cognate 수용체가 배아기 악하선 개체발생의 모든

단계에서 발현된다.[53]

이로 미루어보아, FGF-8 신호전달이 기관형성 역할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하악 표현형이 FGF 8

의 농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FGF-8이 악하선

발달에 농도의존적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 분열, 세포자연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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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호 전달을 유도한다. FGF-8 삭제 대

립형질 유전자 (FGF-8 +/N��)와 야생형 (FGF-8 +/+��)의 표현형을 살펴보면,

이들 유전자에 의해 발현된 구조는 정상적인 악하선과 구별이 불가능하

며 이는 FGF-8 농도의존적 표현형 발현이 있을 뿐 아니라, 비선형적,

농도한계적, 상위성 반응 또한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FGF-8 신호전달

의 과발현은 악하선 분기 형태발생이 시험관실험에서에서 감소를 야기

한다.[49] 또한 FGF10과 shh 발현이 FGF-8 농도수준에 따라 조절되므

로 외인성의 FGF10, shh 또는 FGF10+shh 펩타이드 (peptide)가 첨가

된 배양액에서 대체적으로 FGF-8 신호전달이 감소되어 악하선 표현형

이 변형된 쥐를 '구조 (rescue)' 한다. 하지만 FGF10과 shh를 동시에

넣었다고 해서 공동작용효과 (synergic effect)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54] 왜냐하면 각각의 신호전달체계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께 넣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지는 아직 실험적으로 입

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FGF-8은 배아기 발생에서 안면의 심혈관, 인

두, 사지, 신경 발달시에 영향을 미치며, FGF-8 유전자 농도양에 따른

표현형의 변화는 FGF-8 신호전달이 농도 의존적인 방식으로 하향조절

에 대해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FGF-8 유전자가 결여된 악하선

무형성 돌연변이 쥐에서 FGF-8 신호전달이 pseudoglandular stage와

그 이후 단계들에서의 악하선의 생존과 형태발생에 필수적임을 암시한

다.[54]

제 4 절 miR-200c 신호전달

타액선 발생과 관련된 여러 신호조절시스템 중 최근 주목할 만한 신호

전달체계가 하나 밝혀졌다.[55] miR-200c라는 물질이 악하선 발생에 있

어서 샘의 분기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밝혀진 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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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생에 있어서의 다른 신호전달체계와 다르게 miR-200c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miR-200c가 마이크로RNA (microRNA)로서, 지금까지 살펴

본 신호전달과는 다르게 타액선 발생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기

존의 신호전달체계는 단순히 신호전달 물질의 생성과 그에 대한 세포내

반응으로 이루어 졌지만, miR-200c는 microRNA로 직접 전사수준에서

타액선 발생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핵내에 직접 작용해 세포 분열, 세포

자연사, 조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호 전달을 유도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신호전달체계들이 타액선 자체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

과 달리 miR-200c가 타액선 분기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56] 이는 향후 타액선 발생과 재생과정의 규명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microRNA란 작은 비전사 RNA로써 유전자의 발현에 있어서 전사후조

절자로 작용한다.[57] 그들은 세포증식, 세포자연사, 간세포의 독립성의

유지, 줄기세포의 분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발생과정동안 miRNA

는 피부, 혈관 그리고 신경형성뿐만 아니라 장기발생(폐, 악하선 등)의

유전자 발현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miR-200c는

miRNA중 하나이며 여러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의 발현감소는 다

양한 수준에서 암발생과 그것에 의한 세포침윤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55]

miR-200c의 직접적인 작용장소는 Zeb1이며 이것은 상피세포의

E-cadherin의 전사 억제제이다. 다시 말해 miR-200c의 감소는 Zeb1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것은 종양의 전환에서 상피에서의 간엽조직의 이행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 타액선 전반의 조직발생과정에서의

E-cadherin의 하향조절을 하는지 혹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58]

발생단계에 있어서 miR-200c와 저밀도지질단백질수용체 (LDLR)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LDLR은 아포리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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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에 붙어 맥관 형성에 있어서 지방세포와 간세포에서 지질대사에 관

여한다. LDLR중에서 Vldlr과 아포리포단백질-E 수용체, 세포외기질단백

질 Reln에 작용하며 신경세포의 이주와 대뇌피질 층을 이루는데 작용한

다.[57] E-cadherin은 reelin/Vldr 신호전달과는 분리되어 관계없어 보인

다. 하지만 이 두 신호전달체계간의 연관성은 E-cadherin의 하향조절로

이루어진 β-catenin에 기인하며 이는 reelin/Vldr 신호전달에서도 관찰된

다. miR-200c는 상피의 특정 부위에서 발현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는 악하선 발달시 지역간의 상대적인 농도차이를 발생시킨다.[59]

이러한 지역간 상대적 농도차이는 세포분열의 여부를 결정하며,

miR-200c의 농도가 국소적으로 높아진 부위에서는 세포증식이 억제된

반면, 그것의 농도가 낮아진 부위에서는 세포증식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

는 여러 암형성 기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miR-200c의 국소적 농도

의 증가는 종양발생의 메커니즘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miR-200c는

Vldlr과 Hs3st1을 타겟으로 삼아 종뢰유선에서 세포 분열과 분화에 영향

을 미친다.[57] 단독적으로 Vldlr의 기능의 억제는 miR-200c의 발현의

증가를 야기하며 , Vldlr과 reelin을 활성화시키면 miR-200c 발현이 감소

한다. 하지만 이 되먹임 회로에는 이 둘 간의 역할 말고도 다른 단백질

이나 전사인자들이 관여할 수 있으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miR-200c

는 Vldlr과 Reln 발현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발생기동안 FGFR 의존

성 증식을 감소시켜 FGFR 신호전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다.[56] miR-200c는 분기발생동안 기관이 커지는 시기에 악하선의 종뢰

유선에서 상피증식과 미성숙 분화를 세포 분열, 세포자연사, 조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호 전달 조절의 역할을 한다. 이는 상피 종양

에서 잘 관찰되며 miR-200c의 하향조절 혹은 침묵에 의한 결과일 것으

로 예상되나 상피에서와 같이 상호 되먹임기전을 가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0]

Reelin의 경우 뉴런 조직에서 많이 활성화되며 악하선 분기발생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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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뉴런과 상피간의 혼선을 조절한다.[61] 발달중의 악하선에서 신경분포

는 Krt-5 양성상피 간세포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Vldlr에 붙는

reelin은 상피 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Krt5, Krt15, Aqp3의 발현은

바닥층의 기저의 간세포와 연관이 있으며 이들은 miR-200c의 기능저하

와 함께 감소한다.[57] Hs3st1은 sulfotransferase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이는 heparan sulfate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악하선 상피 종

뢰유선에서 발현된다. 이전의 연구들은 HS의 sulfate의 조절은 악하선

발생동안 FGFR2b 신호전달과 상피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56]

악하선과 같이, 분지를 뻗는 기관은 분기구조를 이루기 위해 공동작용

을 할 수 있는 분화와 세포증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세포 분열, 세포자

연사, 조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호 전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세포증식은 다른 부위에서보다 상피 종뢰유선에서 국소적으

로 우세하게 되며, 이것은 여러 신호전달체계를 유도하며 이 중에는 무

스카린 수용체, FGFRs, EGFRs, PDGFRs도 포함된다.[62]

이상에서 살펴본 miR-200c는 FGFR에 의해 악하선 발생에서 상피 세

포증식을 매개하는 Vldlr의 기능을 조절하며, Vldlr과 Reln은 reelin과

Vldlr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FGFR1b, FGFR2b, FGF1, ETV4의 전사를

유도하여 FGFR의 활성화와 더불어 MAPK 전사를 통해 상피 종뢰유선

의 세포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킨다.[63] 이는 핵내 전사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며, 세포 분열, 세포자연사, 조직분화, 세포분열 중지, 및 여러 신

호 전달을 유도한다. miR-200c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악하선에서 miR-200c의 발현은 그것의 분기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2) 악하선 발생에서 miR-200c의 발현은 상피종뢰유선에서 그 양이 더

많으며, 그것의 기능소실은 분기형성과정동안 세포증식을 증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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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R-200c의 기능소실은 FGF10-의존성 상피세포분열을 유도하며 이

신호는 FGF10/FGFR2b 신호전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4) miR-200c의 기능소실 이후, 국소적으로 상피종뢰유선에서 Hs3sr1과

Vldlr의 증가가 관찰된다.

5) Vldlr은 악하선 종뢰유선에서 국소적으로 발견되며, 그것의 기능은 상

피증식과 FGFR-2b의존성 유전자 발현 증가를 야기한다.

6) 상피세포분열과 함께 miR-200c의 소실에 의한 FGFR2b의 발현은

Vldlr에 의존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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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타액선 발생에서의 세포외기질의 역할

세포외기질은 생물학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단지 물리적으로 세포를 지

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지만, 세포외기질은 세

포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써,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세환경을 조

성하며, 세포의 특수성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세포외

기질에 의한 신호전달이나 세포외기질 자체의 변화로 세포가 그것에 반

응하고 해석해, 조직분화유도나 방해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64]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고전적인 이미지기법으로 생화학적, 분자적, 그리고 세포

생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 또한 살아 있는 세포에서 공간 증강 공명

을 이용한 이미지 양식을 통해 세포외기질이 어떻게 세포 골격을 조절하

고 있는지를 여러 길이 척도에서 규명할 수 있다.[65]

세포외기질은 콜라겐 (collagen), 피브로넥틴 (fibronectin), 라미닌

(laminin), 다당류 (polysarcharide)의 큰 거대분자들과 다당류 등으로 이

루어졌으며, 세포 자체를 기계적으로 지탱하는 물리적인 스캐폴딩

(scaffolding)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66] 하지만 세포외기질은 기계적인

세포 지탱과 더불어 그것이 가진 구성성분을 이용하여 세포 분열에 영향

을 준다. 예를 들어, 세포-세포간 상호작용은 무수염콜라겐 절편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각의 근모세포로부터 다핵근육섬유들이 합쳐져 형성된다.

또한 인간 렌즈 캡슐의 기저층에 있는 collagen은 각막상피의 성장과 세

포형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67] 각막 상피세포는 본래 세포외기질형성

을 하지 못하며 세포배양액 내의 EGF에 무반응성을 보인다. 즉 그들은

세포외기질을 분비하여 그들의 입방의 모습을 유지하며, collagen이 풍부

한 배지에서 EGF에 반응하여 분열한다.[68] 즉, 세포외기질은 세포의 형

태와 분열, 극성, 분화 전사 그리고 합성과 다양한 세포타입을 분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발생전반에 걸쳐서 세포외기질은 단순히 기계적 지

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백질의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데 기여한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세포내 핵과 염색질에 의함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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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바깥에서 조절되는지, 두 체계간의 되먹임기전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더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66]

타액선은 외배엽성 기원 상피와 중배엽성 유래 간엽세포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다.[64] 이러한 상호 작용의 특이성은 1953년 Grobstein에 의해 주

창된 이형재조합에 의해 기인한다.[69] 이형재조합이란, 젖샘과 침샘으로

부터의 상피와 간엽세포간의 융합을 일컫는데 같이 배양된 상피 내에서

그것의 조직의 기원에 상관 없이 침샘 혹은 젖샘의 간엽세포 기원의 여

러 인자들이 분기 (branching)의 표현형과 단백질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64] 이러한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여러 수용성 인자들

이 현재까지 많이 발견되었으며 발표되었다. 이러한 수용성의 신호들은

세포외기질의 불용성의 인자들과 결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 도관

계통(도관-기관)의 발생을 유도한다. 콜라겐 type I 과 Basement protein

collagen Ⅳ와 laminin-5의 발현은 타액선 발생 전 및 발생초기에 매우

높게 유지된다. 특히 collagen I의 발현은 타액선 발생 바로 직전에 최고

농도로 증가하며 이후에는 점차 농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collagen I이 초기 분기형성에 기질적 작용을 하며 collagen type I이

Basement membrance 발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며, Basement

memebrane 발현은 이후 타액선 기능적 분화에 영향을 끼침을 암시한다.

type I collagen에 의한 도관분기는 integrin-α2β1과의 결합에 의해

MMP 계열 유전자의 조절로 일어난다. MMP-2, lamin-5는 MEC 운동

성을 향상시키며 주요한 분기와 기저막 생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70]

타액선 줄기세포에서의 integrin β-1의 제거는 잠정적으로 타액선 줄기

세포의 비대칭적 세포 분열을 야기한다. integrin β-1을 매개로한 신호전

달은 줄기세포 역할 (niche)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직 많은 것

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세포외기질이 내부의 신호전달 물질의 농도를

유지시키거나 이를 다음 단계로 이행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세포분열 정

지나 줄기세포를 특정계통의 신호를 통해 신호전달로 유도한다. 여기에

는 notch ligand jagged-1과 결합된 라미닌 (laminin)을 통한 신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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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캐드해린 (cadherin) 매개 세포간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세포외

기질이 관여한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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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타액선 줄기세포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두경부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러

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방사선치료 혹은 화학요법, 외과적 수술 등의 치

료를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암치료의 효과적 방안이나

정상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방사선 조사(예: 타액선)는 여러 장기의 심각

한 손상을 초래한다. 비록 이러한 방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규약들

이 시행되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 받은 환자 중 약 40%에서 여전히 구강

건조증이 발생되고 있다.[72]

쥐와 인간에서 타액선은 기본적으로 타액을 생성하는 점액성, 장액성

선포세포와 타액선 방출을 돕는 근상피세포, 그리고 타액선이 구강내로

분비되어 감에 따라 타액선 조성을 변화시키는 관세포로 구성된다. 콜린

성과 아드레날린성 신경섬유들도 타액형성을 조절하며, 간접적으로 타액

분비에 관여한다. 전체 세포 군집은 간질세포에 의해 서로 근접해 모여

있다. 이 중 타액선 생성 선포세포는 대부분 체세포분열후 상태이다. 줄

기세포 혹은 간세포는 타액선내에서 자기재생과 분화능력을 가지는 것으

로 특징지어진다.[72]

분열하는 세포는 분비, 개재도관에 주로 존재한다. 주분비도관의 결찰

(ligation)은 기능저하, 선포세포 세포사멸환경을 만들며, 분비 및 개재도

관세포의 증식을 초래한다. 초기의 결찰된 샘의 기능적 저하는 세포분열

을 통해 결찰이 풀려 회복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도관세포의 분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타액의 흐름은 재빨리 전-결찰 (pre-ligation)단

계로 돌아옴을 암시한다. 선포세포들은 증식능력에 한계치가 있으나 이

것이 ligation과 관계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분열, 분화할 수 있는 타액

선 내에 거주하는 세포들은 잠재적으로 salivary stem/progenitor cells

집단을 나타낸다.

이렇게 SSPC로 추정되는 세포들은 방사선조사로 유도된 타액분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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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keratinocyte growth factor 혹은 골수에서 분비된 성장인자들

(BMCs)이 G-CSF를 통해 타액선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게

된다. G-CSF 혹은 KGF가 처리된 동물에서 조직회복은 대조군에 비해

빨랐으며, 처치된 타액선에서 선포세포함유정도와 타액선 생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은 기능적으로 잔류하는 SSPC 집단이 타액선

분비저하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방사선 조사

받기전의 SSPC를 격리시킨 뒤 방사선 조사 후 이식하면 타액선이 재생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단층배양기법을 통해 얻어졌다. 이는 증식하는

SSPCs로 구성된 군집을 쥐의 타액선에서 배양시켜서 일주일 후 도관과

선포 그리고 근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외피층의성장인자와 hepatocyte

growth factor를 추가하는 배양기법이다. 최근 잠재적 murine SSPC의

non adherent 방법이 개발되었다. 기계적, 효소적 흡수 후에 배양이 중

지된 세포들의 총체를 salisphere라 하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배

양내에서 그 크기가 커지며 증식 세포들을 함유 하고 있다. 이러한

salisphere 배양은 계통선택이 가능하며, 치료용도 이전에 줄기세포 배양

을 원조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Murine salisphere는 성인

줄기세포의 표지 단백질에서 발현되며 CD117, CD29, CD49f, Sca-1,

Musashi-1, CD44, CD90과 CD34가 그것이다. 분화된 장액선포세포에서

발현되는 CD44를 제외한 이들의 대부분은 이른 시기의 미성숙 타액선의

도관에서 발견된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salisphere 배양에서 얻어진 300

c-kit이나, 100 c-kit, side population cell의 방사선 조사되어 파괴된 타

액선 대한 선택적 이식은 SSPC가 기능적 작용을 하는 것을 암시한

다.[72]

이전의 자료들은 salisphere 기본 배양 원리와 단백질 표지자들의 활용

이 Human salivary stem/progenitor cells 에서도 이용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CD117, CD24, CD29와 CD49f는 성인의 salisphere 배양 후 3-5

일 후 세포의 일부에서 발견된다. 일부 인간 salisphere 분화로 선포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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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관세포와 같은 지역을 가지는 삼차원적 오르가노이드 구조가 얻어

지며 이는 잠재적으로 분화능력이 있는 세포를 원조하는 데 기여한다.

단층에서 자란 세포 또한 줄기세포연관 단백질 표지자들을 가지며 여기

에는 CD44, CD49f, CD24/CD49f, CD90, CD104 그리고 p75NGFR 등이

있다. 이 중 CD49f와 CD90은 공존하며 이들은 도관주위에서 hSSPCs의

표지자로 인식된다.[72] 다음은, 인간 타액선 줄기세포에서 발생되는 표

지자들을 배양기법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표2] 인간 타액선 줄기세포표면에서 발생되는 표지자

표지자 배양기법

CD49f, CD90 Monolayer

CD117 Salispheres
CD34, CD117,  ALDH, CD90, 

CD44
Salispheres

CD44, CD166 No culture

CD49f, CD29 Monolayer

hSSPCs가 체내에서 쥐의 SSPCs의 기능적 능력에 해당하지만, 이는 단

지 세포기반의 구강건조증치료의 대안일 뿐이며 아직 hSSPCs에 대한

연구와 실험들의 수와 그에 대한 핵심적인 assay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

태이다. 인간배아줄기세포 (hESC)로 특정 장기의 재생이 가능할 수 있

지만, 이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술적으로

hESC에서 hSSPCs를 얻는 것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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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타액선 발생에 관해 전반적인 타액선 발생과정과, 각 단계별

로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여러 신호전달체계들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Wnt, IGF, TGF-β, TNF, IL-6 FGF-8, miR-200c 각각의

신호전달체계는 단계별로 상호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타액선 발생을 조절

하고 있다.

Wnt 신호전달체계는 타액선 간엽조직에서 처음으로 활성화되며, 이후

내강 형성시에 종뢰유선을 제외한 도관상피 내에서 활성화되어 타액선

발생을 유도함으로서 악하선 분기 형태발생을 조절한다.

FGF-8은 배아기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발생조절자의 역할을 하며, 이

러한 작용은 FGF-8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다. 나아가

악하선 발생의 pseudoglandular 시기와 그 이후 단계들에서 악하선의 생

존과 형태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악하선 발생동안 TGF-β, IGF, TNF, IL-6 신호전달체계들은 FGF-8

신호전달과 함께 발생단계별로 세포증식과 세포사멸, 조직분화를 유도하

여 정상적인 분기수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하고 있다.

miR-200c는 악하선의 분기형성과정 동안 세포증식을 증가시킨다. 상피

세포 분열과 함께 miR-200c에 의한 FGFR2b의 발현은 VLDLR에 의존

하고 있다. VLDLR은 궁극적으로 FGFR1b, FGFR2b, FGF1, ETV4의 전

사를 유도하여 FGFR의 활성화와 더불어 MAPK 전사를 통해 상피 종뢰

유선의 세포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킨다.

세포외기질은 단순히 기계적 역할로 타액선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은 아

니다. 타액선 줄기세포 표면의 integrin-β1 은 잠정적으로 타액선 줄기세

포의 비대칭적 세포 분열을 방지하고, 세포내부의 신호전달 물질의 농도

를 유지시키며, 발생초기단계에서 줄기세포적소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성인의 타액선세포 내에는 체세포분열을 마친 타액선 생성 선포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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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타액선 줄기세포 혹은 간세포는 타액선내에서 자기재생과 분화능

력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salisphere 배양으로 여러 줄기세포

표지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두경부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암치료의 효과적 방안이나 정상조

직에 대한 불가피한 방사선 조사는 타액선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SSPC를 통해 방사선 조사를 받아 타액선이 손상된 환자에 있어서

타액선 재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조사는 타액선의 기능저하를 야기하여 타액분

비 저하를 초래한다. 타액선은 방사선조사에 극히 취약한 조직의 하나이

며 타액선세포의 비가역적 기능 파괴로 인한 타액분비 저하가 야기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각종 치과질환의 발생, 저작효

율과 연하운동능력 저하, 미각이상, 정확한 발음의 어려움, 야간의 구강

불편감 등을 일으킨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며

완치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의 구강건조증 치료법은 주로 인공타액

의 간헐적 사용 혹은 장시간 소량의 액체의 지속적 섭취와 같은 일시적

으로 증상을 경감시키는 불완전 치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강건조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타액선 재생은 향후 구강건조증의 치료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액선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타액선 발생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한

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Wnt, IGF, FGF, TGF-β, TNF, IL-6 등이 그것

이며, 이 신호전달체계들은 정상적인 타액선 발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

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함께 타액선 줄기세포에 있어서 향후

SSPC의 기술적 배양 및 발생 단계별로 발생, 분화의 조절이 분자생물학

적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루어보아 타액선발생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향후 치료목적의 타액선 발생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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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molecular mechanism of

human salivary gland morphogenesis

Chan Min Na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Gene Lee, D.D.S., Ph.D.)

Saliva is a mixture of various glandular secretions in the oral

cavity. Saliva covers the surface of the oral tissues and teeth, oral

mucosa and protect them. Saliva is secreted continuously and helping

swallowing action to remove food residue. Specific proteins in the

saliva have antibacterial activities that protect oral tissues by

removing bacteria and their toxicity. Saliva also helps the

pronunciation, which is involved in human communication. During the

development period of salivary gland, Wnt, IGF, TGF-β, TNF, IL-6

FGF-8, miR-200c, and the extracellular matrix have crucial roles in

normal salivary gland morphogenesis. Wnt signaling pathway is

activated in the mesenchymal tissue of salivary gland, and regulate

the formation of salivary gland luminal epithelial duct, except end

bud. FGF-8 is a very important regulator for the embryonic

development of salivary gland, which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expression levels of FGF-8. Furthermore, its signaling pathway has a

crucial role in morphogenesis of the submandibular gland during

pseudoglandular stage and later. During the submandibular gland

development, TGF-β, IGF, TNF, IL-6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with the FGF-8 signaling regulate cell proliferation, and cell death

inducing generate the normal number of branches. miR-200c is a kind

of microRNA which regulate cell proliferation. With epitheli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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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the expression of FGFR2b by miR-200c is dependent on

the expression of VLDLR. It ultimately induces transcriptions of

FGFR1b, FGFR2b, FGF1, and ETV4, which is promoting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by activation of FGFR and MAPK.

Extracellular matrix has more than a mechanic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alivary glands. Integrin-β1 on Stem cell surface

prevents asymmetric cell division of stem cells and maintain the

concentration of signaling molecules. Using salisphere culture

technique, various salivary stem cell markers can be found. In the

future, salivary gland might be regenerated by using stem/progenitor

cell populati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alivary gland

development and morphogenesis will be helpful on the studies of

therapeutic strategy for the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keywords : salivary gland, salivary gland morphogenesis,

signaling pathway, salivary gland ste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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