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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치아 또는 인공 보철물의 치관부와 아름답게 조화되는 치주조직은 심미적

일 뿐 아니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하는 부위에

치은 상피 조직이 불충분한 경우에 유리 치은 이식술 등의 술식을 시행하며 임플

란트 식립시 골이 부족한 경우 유도 골 재생술 등의 술식을 통해 부족한 골을 보

충해 주는데 이런 경우에서 상피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치유를 위해 절

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채취할 수 있는 조직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치조골

흡수가 심각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의 양도 제한된다. 치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식된 조직의 퇴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상피 세포의 활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인 Akt

의 활성을 조절하는 상위 분자로 알려진 small GTPase RhoA (RhoA) -

Rho-associated kinase (ROCK) -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 (PTEN) 신

호전달이 치은 상피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치은상피의 활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임상에서 이식치은 상피조직의 건전

성을 유지시켜 치은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동물 모델은 RhoA-ROCK-PTEN 조절에 의한

상피 방어막 붕괴 및 세포이동에 대한 치은 상피세포 내 신호전달 기전을 규명하

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쥐를 마취한 후 구치를 포함하여 상악을 좌우로 분리한 후 상악을 무균

적으로 절제해 내었다. 절제해 낸 상악은 세포배양액으로 수세한 후 항생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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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KGM 세포 배양액에서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은 5% CO2와 95%의 공기

조건으로 37℃에서 ex vivo 배양하였다. RhoA, ROCK, PTEN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Clostridium botulinum exoenzyme C3 (C3) 600 ng/ml, Y-27632 200 μ

M, bpV(phen) 10 μM을 배양액에 각각 첨가하였다.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서 ex

vivo 배양된 상악을 4% paraformaldehyde에 고정한 후 12%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용액에서 탈회한 후 탈수 및 파라핀 포매를 거쳐

조직편을 만들었다. 일반적인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서는 H-E 염색을 시행하였고,

E-cadherin의 발현은 간접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하였다. 이후 형광발현은

confocal laser microscope를 사용하여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ex vivo 조건에서 생쥐 치은상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께가 얇아졌

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치은, 열구치은, 부착치은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더불어

상피세포간 부착수용체인 E-cadherin의 세포막 발현도 약해졌다. 반면에 RhoA

활성 억제제인 C3, ROCK 활성 억제제인 Y-27632, PTEN 활성 억제제인

bpV(phen)는 모두 ex vivo 조건에서 생쥐 치은상피의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

었다. 이들 RhoA, ROCK, PTEN 활성 억제제에 의해 생쥐 치은상피는 ex vivo

조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감소하였고, E-cadherin

의 세포막 발현도 대조군에 비해 강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치은, 연구치은, 부

착치은에 공통적인 것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세포증식을 촉

진하는 Akt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RhoA-ROCK-PTEN 신호전달을 차

단하는 것이 ex vivo 조건에서 치은상피의 활성을 유지하게하는 방법이 될 수 있

음을 가리킨다. 앞으로 치은 이식시 RhoA-ROCK-PTEN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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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이식 치은상피의 활성을 높여 치은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연

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 치은, 상피, RhoA, ROCK, PTEN, ex vivo

학 번 : 201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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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아 또는 인공 보철물의 치관부와 아름답게 조화되는 치주조직은 심미적

일 뿐 아니라 [1] 구강위생 유지에 도움이 되며, 부착상실을 유발하는 염증을 감

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3]. 원하는 부위에 연조직이 부족

한 경우 유리치은이식술 등의 술식을 시행하여 치은 상피 조직을 보충해 줄 수

있다 [4].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골이 부족한 경우 유도 골 재생술 등의 술식을 통

해 부족한 골을 보충해 주는데, 수술 후 골 이식부위 상부 조직의 건전성 유지가

치유를 위한 요구조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5, 6]. 그러나 구강 내에서 채취 가능

한 조직의 영역과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치조골 흡수가 심각한 환자에서 골 이

식술을 시행할 경우 이식재 및 유도막의 피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의 양

도 제한된다. 술 후 정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식된 조직의 퇴축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7, 8].

치은상피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임상에서 치은이

식 또는 골이식 시 이식치은 상피조직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이식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상피 세포의 활성에 있어서 중

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인 Akt의 활성을 조절하는 상위 분자로 알려진 small

GTPase RhoA (RhoA) - Rho-associated kinase (ROCK) -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 (PTEN) 신호전달 [9] (그림 1)이 ex vivo에서 치은 상피의 활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RhoA의 하위분자인 ROCK은 myosin light

chain phosphatase (MLCP)의 불활성화를 통해 myosin light chain을 인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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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actin과 관련된 구조인 stress fiber와 focal adhesion의 형성에 관여함으

로써 [12] actin-myosin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쳐 세포골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0]. 이 분자는 세포 증식과 이동 및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활성

화된 ROCK은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13]. ROCK을 억제하였

을 때는 하위분자인 PTEN의 발현을 억제하고 Akt의 인산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세포 증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3].

RhoA-ROCK-PTEN 신호전달 경로의 조절이 혈관 평활근세포 [14-17],

골모세포 [18, 19] 및 종양세포 [20] 등의 이동과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치은 상피세포에서 RhoA-ROCK-PTEN 경로

의 조절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eA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gingival hyperplasia 환자에서

PTEN이 감소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 등이 존재할 뿐이다 [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RhoA-ROCK-PTEN 신호전달 경

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치은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쥐치은상피세포를 대상으로 RhoA의 억제제인

Clostridium botulinum exoenzyme C3 (C3), ROCK의 억제제인 Y-27632, PTEN

의 억제제인 potassium bisperoxo (1,10-phenanthroline) oxovanadate

(bpV(phen))를 처리하여 RhoA-ROCK-PTEN 신호전달 경로의 각 단계를 억제하

였을 때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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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hoA-ROCK-PTEN 신호전달경로 Akt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small
GTPase RhoA (RhoA) - Rho-associated kinase (ROCK) -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 (PTEN) 신호전달경로와 그 억제제 Clostridium botulinum

exoenzyme C3 (C3), Y-27632, potassium bisperoxo (1,10-phenanthroline)

oxovanadate (bpV(phe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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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쥐의 상악 구치 노란색 박

스로 표시된 부분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절제해 낸 부위를 가리킨다.

Ⅱ. 연구방법

1. 생쥐 상악의 ex vivo 배양

생쥐를 마취한 후 구치를 포함하여 상악을 좌우로 분리한 후 상악을 무균

적으로 절제해 내었다 (그림 2). 절제해 낸 상악은 세포배양액으로 수세한 후 항

생제를 함유한 Keratinocyte Growth Medium (KGM) (Lonza, Basel, Swiss) 세

포 배양액에서 실험군별로 각각 1일, 3일, 4일간 배양하였다. 5% CO2와 95%의

공기 조건으로 37℃에서 ex vivo 배양이 이루어졌다.

2. RhoA-ROCK-PTEN 경로의 억제제

C3은 RhoA-ROCK-PTEN 경로의 첫 번째 분자인 RhoA를 억제하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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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Y-27632는 다음단계의 분자인 ROCK을 억제한다. PTEN은 bpV (phen)

에 의해 억제된다. RhoA, ROCK, PTEN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C3

(Cytoskeleton, Denver, CO) 600 ng/ml, Y-27632 (Tocris Cookson, Avonmouth,

UK) 200 μM, bpV(phen) (Calbiochem, La Jolla, CA) 10 μM을 배양액에 각각

첨가하였다.

3. 조직학적 관찰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서 ex vivo 배양된 상악을 4% paraformaldehyde에

고정한 후 12%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용액에서 탈회한 후 탈수 및 파

라핀 포매를 거쳐 조직편을 만들었다. 일반적인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서는

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4. 면역 조직 화학법 관찰

E-cadherin의 발현은 간접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H-E염

색을 위해 만든 슬라이드의 파라핀을 xylene을 이용해 제거 한 후 탈수과정을 거

쳤다. 10mM Sodium citrate buffer에 넣고 끓인 후 식히고 3% hydrogen

peroxide를 처리 후 세척하였다. Blocking 이후 anti-E-cadherin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를 붙이고 2차 항체인 Cy3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West Grove, PA)를 붙였다. 염색된 세포는 LSM 700 confocal

microscope (Carl Zeiss, Jena, Germany)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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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생쥐의 정상치은을 조직학적 방법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표본을 제작하였

다. 법랑질 조직은 탈회되어 빈공간으로 나타났으며 상아질과 열구상피, 접합상

피, 각화치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a). 붉게 염색된 각화층과 세포핵이 관

찰되었다. 면역 조직 화학법으로 조직의 E-cadherin 발현을 관찰하였다 (그림

3b). 상피세포 간의 부착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생쥐치은 상피를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고 ex vivo 조건에서 KGM 세포

배양액에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상피 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배양액에서 각

각 1일, 3일, 4일 경과된 조직편을 H-E염색하여 조직학적 관찰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생쥐 치은상피는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치은, 열구치은, 부착치

은에 공통적인 것이었다 (그림 3a, 4a, 5a, 7a).

상피세포간 부착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E-cadherin의 세포막 발

현을 confocal laser microscope로 관찰하였다.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배양액에

서 3일 경과한 결과를 정상치은과 비교했을 때 상피세포간 부착수용체인

E-cadherin 의 세포막 발현이 약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b, 8a).

Confocal laser microscope로 관찰한 결과를 H-E 염색의 관찰 결과와 종

합해보면,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KGM 배양액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에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은상피의 두께가 얇아졌으며 세포 수준에서는 상피세포 간

부착이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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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세포 배양액에 C3 600 ng/ml, Y-27632 100 μM, bpV(phen) 10 μM

을 처리한 뒤 ex vivo 배양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조직을 고정하고 H-E 염색

하여 비교한 결과 억제제 미처리 대조군과 생쥐 치은 상피의 건전성에서 형태학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

KGM세포 배양액에 각각 C3 600 ng/ml, Y-27632 200 μM, bpV 10 μM

을 처리한 뒤 ex vivo 배양하고 3일이 경과한 후 조직을 고정하고 H-E 염색하여

비교한 결과 RhoA, ROCK, PTEN 활성 억제제에 의해 생쥐 치은상피는 ex vivo

조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감소하였다 (그림 5, 6).

C3 200 ng/ml, Y 100 μM을 KGM 세포 배양액에 각각 처리하고 4일간

ex vivo 배양한 결과 생쥐 치은상피가 ex vivo 조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RhoA, ROCK 활성 억제제에 의해 감소하였다 (그림 7).

3일간 각각 Y-27632 100 μM 배양액 및 bpV 배양액에서 ex vivo 배양

한 뒤 E-cadherin의 세포막 발현을 confocal laser microsocpe로 관찰한 결과

ROCK, PTEN 활성 억제제를 처리한 경우에 생쥐 치은상피간의 결합의 붕괴정도

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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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치은의 소견 a: 정상치은의 조직학적 관찰, H-E염색, x100, b: 정상치은의

E-cadherin 분포양상, 면역 조직 화학법 관찰,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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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 vivo 조건에서 배양 1일 후의 생쥐 치은상피의 조직학적 관찰 a: 억제제 미처

리 대조군, b: C3 600 ng/ml 처리, c: Y-27632 100 μM 처리, d: bpV(phen) 10 μM 처리,

H-E 염색,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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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 vivo 조건에서 배양 3일 후의 생쥐 협측 치은상피의 조직학적 관찰 a: 억제제

미처리 대조군, b: C3 600 ng/ml 처리, c: Y-27632 200 μM 처리, d: bpV(phen) 10 μM 처

리, H-E 염색,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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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 vivo 조건에서 배양 3일 후의 생쥐 설측 치은상피의 조직학적 관찰 a: 억제제

미처리 대조군, b: C3 600 ng/ml 처리, c: Y-27632 200 μM 처리, d: bpV(phen) 10 μM 처

리, H-E 염색,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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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x vivo 조건에서 배양 4일 후의 생쥐 치은상피의 조직학적 관찰 a: 억제제 미처

리 대조군, b: C3 600 ng/ml 처리, c: Y-27632 100 μM 처리, H-E 염색,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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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 vivo 조건에서 배양 3일 후의 생쥐 치은상피의 E-cadherin 분포양상 a: 억제

제 미처리 대조군, b: Y-27632 100 μM 처리, c: bpV(phen) 10 μM 처리, 면역 조직 화학법

적 염색,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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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Akt의 기능으로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거나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으며, RhoA-ROCK-PTEN 경로는 Akt를 억제하는 경로이다 [9, 13].

기존에 dormant breast cancer cells 실험 및 osteoblast에 대해서 이루어진 세포

수준에서의 연구에서는 ROCK의 특이적 억제제인 Y-27632를 처리하였을 때 cell

junction이 파괴되었고, 세포 증식과 이동이 촉진되었었다 [13, 18]. osteoblast는

calcium phosphate 상에서 배양하면 tissue culture plate에서 배양 했을 때보다

RhoA와 PTEN 발현이 활성화되어 세포 증식이 느리게 일어나는데, 각각의 특이

적 억제제인 C3, bpV(phen)를 처리하였을 때 Akt에 의한 세포 증식을 촉진된다

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되었었다 [19].

본 연구에서는 생쥐 치은 상피를 ex vivo 조건하에서

RhoA-ROCK-PTEN 경로의 억제제를 처리하여 배양했을 때 생쥐치은상피의 건

전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KGM 세포 배양액에서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고 ex

vivo 배양했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은상피의 두께가 얇아지고 상피세포

간 부착이 감소한 것은 RhoA-ROCK-PTEN 경로가 활성화 되어 cell cycle이 저

하되고 세포사멸이 유도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RhoA-ROCK-PTEN의 특이적 억제제인 C3, Y-27632,

bpV(phen)을 각각 처리하여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ex vivo 조건에서

3일, 4일 배양하면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상피조직의 건전성이

잘 유지된다. 세포내 RhoA-ROCK-PTEN 신호 전달 경로가 차단되면 Akt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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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되는데, Akt가 기존에 알려진 역할 이외에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Akt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RhoA-ROCK-PTEN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것이 ex vivo 조건에서 치은상피의 세

포사멸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앞으로 치은 이식시

RhoA-ROCK-PTEN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것이 이식 치은상피의 활성을 높

여 치은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동물 모델은 RhoA-ROCK-PTEN 조절에 의한 상피

방어막 붕괴 및 세포이동에 대한 치은 상피세포 내 신호전달 기전을 규명하기 위

한 기초적인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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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Gingival Epithelium

Activity Control by RhoA-ROCK

Signaling

Somi Kim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tour of periodontal tissue surrounding a tooth or an artificial crown

should be well maintained to function properly and provide esthetically

pleasing results. Periodontal surgery such as gingival graft or guided bone

regeneration is often required, and in those cases for successful healing how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epithelial tissue is a major concern. The amount

of tissue that can be utilized is limited, even worse when severe alveolar bone

loss exists. Also, in the long term, recession of grafted tissue is not

uncommon.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intracellular small GTPase RhoA

(RhoA) - Rho-associated kinase (ROCK) -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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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N) pathway, which modulate the activity of Akt, alters the integrity of

the periodontal epithelium ex vivo. The success rate of gingival graft should

be increased by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activity of periodontal

epithelium. The animal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in further

studies to investigate the disruption of epithelial integrity and cell migration.

The maxillae of rats including molars were excised from anesthesized

rats aseptically. The maxillae were cleansed with Keratinocyte Growth

Medium (KGM) and cultured ex vivo in the KGM medium containing

antibiotics. The culture dish was maintained under 5% carbon dioxide and

95% air, 37℃. To inhibit the activity of RhoA, ROCK, PTEN, Clostridium

botulinum exoenzyme C3 (C3) 600 ng/ml, Y-27632 200 μM, bpV(phen) 10 μM

were added respectively. The excised maxillae were fixed with

paraformaldehyde and then demineralized with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solution. The specimens were H-E stained after dehydration and paraffin

embedding. The expression of E-cadherin was observed under the confocal

laser microscope using indirect immunohistochemistry method.

After ex vivo culture for several days, rat gingival epithelium became

thinner. This phenomenon commonly appeared in keratinized gingiva, sulcus

epithelium, junctional epithelium along with the weaker expression of

E-cadherin within the cellular membrane. On the contrary, the specimen

treated with C3, Y-27632, pbV(phen) showed well maintained integ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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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helium. These RhoA, ROCK, PTEN inhibitors reduced thinning of

epithelium and disruption of cellular jun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of RhoA, ROCK, PTEN inhibitors to keep the integrity of the

gingival epithelium.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assess the ability of

RhoA-ROCK-PTEN inhibitors to maintain epithelial integrity which is crucial

for the successful periodontal surgery.

Key words : gingiva, epithelium, RhoA, ROCK, PTEN, ex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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